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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학교공원화 사업, 학교복합화 사업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늘어감

에 따라 학교 내 폭력을 비롯하여 학생들은 여러 에 노출된 상태임. 

◦이 연구는 서울시 등학교 내 학생 안  실태를 분석하여 안 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학생안  시설

인 CCTV  비상시스템의 운   리 실태와 2011년부터 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  운  실태를 악하여 학교안  리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방법

◦문헌분석

－학교안  련 국내외 연구 보고서, 통계자료, 선행연구 등 분석

◦면담  장조사

－ 등학교 교사(학교장, 생활부장), 학교보안  면담

－학교안  실태를 악하기 한 장조사 병행

◦설문조사

－서울시내 국공립 등학교 556개교  해당 학교 학교보안  상 설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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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의 개념과 정책

1) 학교안전의 개념

◦학교에서의 안 이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험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

는 상태를 의미함.

－즉, 학생의 “생존과 보호에 련된 모든 것”(김 한, 2010：14)으로, 단

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 임.

◦학교안 은 학생이 안 에 한 태도나 자세, 능력을 키우고 배우는 학교 

안  교육과 학생들을 험으로부터 안 하게 유지하는 학교안  리를 

포 함.

2) 학교안전 정책

◦학교안  정책 추진 경과

－ 1987년： 학교에서의 안 사고 처리를 한 학교안 공제회 설립

－ 2003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안  원년’ 선포, 어린이 안 추진

반 설치로 법령ㆍ제도 정비

－ 2004년：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제정, 학교폭력 방 5

개년 계획 발표

－ 2005년： 배움터 지킴이(스쿨폴리스 명칭을 변경) 부산에서 실시

－ 2010년： ‘24시간, 365일 학교안 망’ 구축, 학생안 강화학교 국 

1,000개교 시범 운

－ 2012년： 학교폭력 방  자살방지를 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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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추진 내용

1987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1996년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 선포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폭력 5개년 계획 수립

⇩

2005년 배움터 지킴이 운영(부산지역)

2008년 배움터 지킴이 확대 

2009
초등학교 문자 알리미 서비스(시범사업)

등하교 도우미제

2010년
‘24시간, 365일 학교안전망’ 구축 발표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개교 선정

2012년
상담전문인력 배치

공익요원의 학교안전 보조인력으로 활용

<그림 1> 학교안전 정책의 추진 경과

◦주요 학교안  정책

－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의 수 , 경비요원 신 퇴직군인⋅경찰⋅교원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의 등하교  교내활동 안 을 돌보는 제

도임.

－ ‘365일 24시간 학교안 망 서비스’는 배움터지킴이, 자원 사자, 경찰 

 민간경비 등 안  인력을 활용한 24시간 학교 순시시스템 구축, 

CCTV 등 시설 정비로 안  강화, 더불어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 상담 서비스 지원을 포함함.

－ ‘학생안 강화학교’는 365일 온종일 안 한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에 따

라 안 강화학교를 지정하여 경비 인력배치,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

인출입 리, 인근 성범죄자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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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학교안전 현황 분석

1) 서울시 학교안전 현황

◦서울시 학교 안 사고 건수

－학교안 공제회 공제 여 지  건수는 2007년 41,114건에서 2011년 

59,0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학교 별로는 2011년 등학교가 2,927건으로 가장 많음.

◦학생 간 폭력 발생 황

－ 2010년 기  2,014건으로 학교당 1.58건 정도임. 다만, 수 신고된 것

을 심으로 발생건수를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학교안  인력 황

－배움터 지킴이는 2007년 등학교 71개교, 고등학교 50개교 배치를 시

작으로 차 확 됨. 2011년 이후에는 서울시내 등학교에 학교보안

을 배치함에 따라 배움터 지킴이는 재 ⋅고등학교에만 배치됨.

－스쿨폴리스는 문 경찰을 교육 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경찰

청이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운 하고 있음. 11개 교육지원청에 청별

로 1명씩 총 11명을 선발하여 범죄 방 교육과 지역 내 선도⋅지원 

로그램 운  등 다양한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2) 서울시 학교안전 지원 사업

◦ 등학교 CCTV 설치사업

－교내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통해 학교폭력, 범죄 등 사회  으로

부터 학생들이 안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안 망 조성이 목 임.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45억원을 투입하여 교내 취약지역과 스쿨

존에 3,465 의 CCTV를 설치함. 학교당 6.0 의 CCTV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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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학교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학교보안  배치와 더불어 추진된 사업으로 각 등학교에 비상호출

(SOS)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상황 발생 시 긴 구조 등에 처함.

－ SOS 시스템은 2011년 551개 국공립 등학교에 설치됨.

◦학교보안 제도

－서울시 국⋅공립 등학교의 학교폭력 방을 한 담인력인 학교보

안 을 배치⋅운 하여 제도 으로 학교안 을 구축하는 사업임.

－ 2012년 556개 교에 2명씩 총 1,112명의 학교보안 이 배치됨. 

－ 한 학교보안 실 설치를 해 2011년부터 학교당 700만원씩 지원하

고 있음.

4.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분석：질적 분석

1) 질적 조사 개요

◦조사 상

－생활권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서북권 2개교, 동북권 2개교, 서남권 1

개교를 선정하여, 교장, 교감  생활부장을 비롯하여 학교보안 을 

상으로 면담 실시

◦주요 내용

－학내 안  요도, 학교 안 사고 경험 정도와 처리, 학교안 을 한 

조치, 학교안 시설(CCTV, 비상벨, 핫라인 등)의 리, 학교보안 의 

학교안  기여도와 선발과정, 학교보안 으로서 역할과 업무, 주로 하

는 일, 업무 시 애로사항, 학교와 시에 한 요구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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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조사 결과

◦학교안 시설의 설치, 역할과 효과

－ CCTV 설치 자체가 외부인과 학생들에게 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

시에 사건 발생의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에서 체로 정 인 평

가임.

－ CCTV의 체계  리와 문 인력이 필요함.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인력이 부족하여 학생 안 이 당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역할

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비상벨은 만약의 사고에 비하여 설치해 두는 것으로 학교 장에서는 

이해하나, 실제 활용이 드물어 효용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 임.

◦학교보안  운  실태

－학교보안 의 배치에 한 학교 장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배

치 자체가 외부에 한 경계 강화의 의미로 작용하며, 둘째, 철 한 학

교출입 리의 가능, 셋째, 학교와 외부를 연결하는 사람의 존재로 학교

에서 안심도가 향상되었다는 의견임. 즉, 학교보안 제의 효과에 해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반 으로 높으며, 학교보안  배치로 학교

가 안 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학교보안  운  방식의 변경으로, 학교에서는 직 선발에 따른 업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학교보안 을 직  리하게 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 역시 갑작스런 학교보안 의 결근 등의 부재 시 

체인력이 부재함으로써 안 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력교

체가 쉽지 않은  등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음.

◦학교안  요구사항

－먼 , 학교보안  련 요구사항으로는 학교보안 의 인력풀을 구성하

여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재의 1교 2인에서 학교보

안 을 학교 실에 맞춰 보강해 주기를 기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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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안  시설 련 요구사항으로는 실내 취약지역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해  것과 외부인과 학생들의 통로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것을 요구함.

5.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분석：실증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상  방법

－서울시 내 556개 국공립 등학교를 상으로 2012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자공문을 이용한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은 

학교용 설문과 학교보안  설문으로 구성됨.

구분 내용

학교용

학교현황

�학교의 배경과 환경

(교문개수, 담장유무, 학교복합화시설 유무, 학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

학교안전 인식 및 

안전관리 실태

�학교 내외부 안전성에 대한 인식

�학생안전관리 사항

�학교안전 저해 원인 등

학교 안전시설
�학교안전시설 설치 실태

�CCTV, 모니터, 비상벨 등 관리실태

학교보안관 제도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한 인식

�보안관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 등

학교보안관용

학교보안관 업무 �학교보완관의 주요 업무와 역할

학교보안관 제도 �보안관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보완점

학교 안전시설 개선 �학교안전 개선을 위한 의견

<표 1> 설문조사 내용

◦회수  분석

－학교 설문은 총 412개교가 응답하여 회수율이 74.1%, 학교보안 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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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이 73.2%로 추정됨.

－통계패키지 PASW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교차분석, 

ANOVA, T검증을 수행함.

2) 실증조사 결과

◦학내 안  인식  리 실태

－학내 시설이 안 하다는 인식은 4.26 (5  기 )으로 높았으며, 상

으로 학교 주변지역이 안 하다는 인식은 3.67 으로 낮게 나타남.

－학내 안 을 해하는 요인으로 52%의 학교는 안  담당 인력의 부족

을 들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개교한 지 오래된 학교(1980년 이 )의 지

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차이검증에서 드러남.

－학교안 을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는 1순 로 학교안  인력 확충

(40.5%)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안 을 한 산지원(16.5%)이 그다

음으로 나타남.

◦학내 안 시설 실태  리 실태

－학교안  시설의 설치 실태 조사 결과, 학교당 CCTV는 10.1 , 모니터

는 3.17 , 비상벨은 5,44 가 있음. CCTV 설치 수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 간 편차가 존재하여 추가 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57.5%에 해

당함.

－한편, CCTV의 교사 내 설치에 한 의견 조사에서는 복도나 계단 설치

는 3.56 으로 보통 이상의 의견을 보이나, 교실 내 설치는 1.85 으로 

매우 부정 임.

－ CCTV 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학교보안

이라는 비율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보안 과 담당교사가 번

갈아 확인한다는 비율이 22.1%로 그다음으로 나타남. 한 실시간 확

인에 한 조사에서는 78.4%의 학교가 그 다고 응답하여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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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으로 악되었으나, 녹화화면 확인 빈도에서는 상황이 발생

한 경우에는 확인한다는 응답이 56.1%로 나타남.

－한편, 모니터링 리에서의 어려움에 한 조사에서는 1순 로 담인

력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선명도가 

낮아 사물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이 28.9%로 그다음으로 나타남. 여 히 

학교에서는 담 인력의 부족을 애로 으로 들고 있어, 면담조사와 일

치되는 결과임.

◦외부인 출입 리 실태

－ 88.5%의 학교가 학교보안 을 통한 출입 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방문 약을 통한 출입 리를 하는 학교도 4.1%임. 특히, 동북권에

서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됨.

－외부인 출입 리 개선 방향에 한 조사 결과, 모든 방문자는 학교보안

실의 안내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는 데에 한 의견이 4.84 으로 동

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 방문 약에 한해 출입 허용(3.66 ), 외

부인과 학부모 지정 통로  공간 지정(3.98 )에 한 의견은 보통 이

상의 호응을 보이고 있음. 다만, 명찰을 패용하면 별다른 제지 없이 출

입한다는 데에 한 의견은 2.68 으로 매우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학교보안 제도

－학교에 배치된 보안 이 우선 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외부인 출입 통

제와 등⋅하교 시 교통지도이며(47.7%),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는 업

무는 외부 출입자 통제와 학생  외부인 폭력행 에 한 통제임

(44.8%).

－학교 구성원들이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해 학내 안 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한다는 에서 학교보안 제도의 효과성을 알 수 있음.



x

－학교보안 제도 개선에 한 학교 조사에서 력 조회 강화(4.35 ), 추

가 배치(4.05 )는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청장년층의 학교보안  

채용(3.7 ), 주말 근무 시행(3.64 ), 경찰 에 하는 권한 부여(3.31

)는 보통 이상의 동의 수 을 보 으나, 주  근무시간 연장(3.23 )

이나 학내 경찰 배치(3.27 )는 다소 부정 으로 인식함.

－한편, 학교보안 은 학교와 달리 이들 항목에 해 반 으로 동의 정

도가 낮음. 력 조회 강화(4.05 ), 경찰 에 하는 권한 부여(3.64 )

만이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여주었고, 추가 배치(3.05 ), 청장년

층 학교보안  채용(2.43 )은 보통 이하의 낮은 동의를 보임. 특히, 학

내 경찰 배치(1.79 ), 주  근무 시간 연장(1.54 ), 주말 근무 시행

(1.58 ) 등 학교보안 의 근무 조건과 직결된 개선 방향은 매우 부정

으로 인식함.

6. 학내 학생안전 관리방안

1) 학교안전시설 관리방안

<영상관제시스템 강화>

◦학내 CCTV 통합 리실 설치

－설치 주체가 달라 제각각인 CCTV 리를 한 통합 리실 설치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력하여 학내 CCTV 통합 제실 설치를 지원

◦CCTV 모니터링 담 인력 확보

－ CCTV 상이 녹화되지만 실시간 모니터 확인 담 인력이 없어, 장

기 으로 담 인력의 확보 검토 필요

◦교사 내(복도, 계단 등)에 CCTV 설치

－학생의 인권 침해 소지로 재 CCTV는 학교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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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임.

－노후화가 심하고, 외진 곳이 많은 학교에 한해 복도나 계단에 CCTV 설

치를 제안함.

<출입관리 강화>

◦상시 출입자 출입증 발

－학부모 외에 자원 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자, 평

생교육 수강 지역민 등 다양한 사람들에 한 신분확인과 유효 기간을 

명기한 출입증으로 출입 리를 강화함.

－출입 가능 지역과 시간을 제시하여 학교 인력을 리함.

◦학부모 사  방문 신청 유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부모 사  방문 신청을 유도하여 안 한 학교 

리 방안 구축

◦학내 인력 력조회 강화

－ 력 조회 필수 상이 아닌 학교 회계직  방과후강사, 행정직원 등에 

한 력 조회도 강화시켜 나감. 

－ 한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나아가 종합 인 력조회를 필수 사항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출입관리 시설 설치>

◦외부인 이용 통로 설치

－외부인 용 이용통로를 설치하여 학생과 외부인을 분리함으로써 사  

방을 강화함.

◦출입 리 가시성 확보 시설 설치

－주 출입구 인  공간에 안내데스크  로비 근처에 행정실을 설치하여 

신원확인을 비롯한 안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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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리 보안시스템 구축

－리더기  도어록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자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

<신축학교에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의무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용을 신설 

는 신축학교 심으로 확장함.

2) 학교안전 관리 인력 운영방안

◦학교보안  인력풀 운

－학교보안 의 병가, 휴가 등에 따른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많아 학교보

안  인력풀을 운 함.

－학교보안  채용 시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란을 만들

어 운 하는 방식으로 인력풀을 구축하여 일 인 력 조회를 가능

하게 하고 결원에 한 즉각 인 처를 할 수 있도록 운 함.

◦경호 유경험 청장년층의 학교보안  채용

－학교보안 을 직 교원, 경찰  등에서 선발할 뿐 아니라 경호 련 

유경험자 는 유자격자인 청장년층으로 선발 기회를 확 할 것을 제

안함.

－ 장기 으로 학교안 을 책임지는 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3) 학교-지역사회 학교안전 연계방안

◦ 등학교- 출소 연계

－학교안  방 차원에서 단 학교와 경찰서 간의 연계 시스템을 마련함.

－ 출소의 경찰 이 순찰 지역 내에 있는 등학교를 포함하여 순찰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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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CCTV와 통합 리

－자치구 통합 제센터와 연결하여 학내 당직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모

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학내 안   요인에 

처함.

4) 학교안전을 위한 공적 기반 구축

◦학교안  종합계획 수립

－ 재 개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와 비상벨, 핫라인, 학교

보안  등의 제도를 통합 운 할 종합 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학교안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학교보안 의 채용과 리, 추가 배치, 

학내 CCTV와 지역 내 CCTV의 통합 제시스템 운 , 경찰서와 학교안

 연계방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교안  확보 방안 등의 학교안

 시설과 인력, 지역사회와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 인 계획이 포함됨.

◦학교안 지수 개발  리

－학교의 안  황을 악한 뒤 이에 한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안 지수를 개발하여, 이 지수에 따라 학교안 을 한 시설과 인력, 

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학교안  조례 제정

－ ‘(가칭) 서울시 학교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안 지원 종합계획

을 추진해 나가도록 법  근거를 마련함.

5) 정책제언

◦ 재 시설과 인력의 지원을 해 많은 비용이 투입된 상황임. 안 시설은 

기 투자뿐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도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이를 

차 으로 이기 해 기 단계부터 안  설계를 하는 CPTED를 용

한 학교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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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지수가 떨어지는 학교에 학교보안  1~2명을 추가 배치해 나갈 

것을 제안함. 추가배치와 더불어 학교보안 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

무 효과성을 상승시키고, 이를 지원할 상 제 시스템과 출입 리 시스

템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안 에 한 학교 내외 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요구됨. 학교안 을 담

당하는 학교보안 과 교사를 상으로 안 교육이 우선 실시되고, 학생들

에게는 외부인의 폭력 등 험 상황에 한 응 방법을 교육하여 학생 스

스로의 안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간의 공통된 

조 역시 요한 사항으로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상이라는 을 환기

시켜야 함. 지역 주민의 학생 안 을 한 자발 인 조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체가 더불어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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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곳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생

활하는 곳으로, 학교는 학습을 진하고 도울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이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학령기 학생들은 하루 일과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 학교에서의 안  문제는 요하다. 과거에는 주

민의 학교 출입이 많지 않았지만, 1999년 학교 개방화 정책으로 사정이 달라졌

다. 2000년  들어서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1) 학교시설 복합

화사업2) 등으로 이 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학

생  교사 외에 방과후학교 강사, 원어민 강사, 학부모 자원 사자, 학생 멘

1) 도심속에 효율 인 녹지공간 확보를 하여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열린학교 사업 즉, 학교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 으며 학교공원화 사업은 공원 녹지공간 조성, 학교담장 허물기, 지역주

민을 한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말한다.

2)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란 체육⋅문화⋅복지시설들을 학교 내에 설치⋅운 함으로써 학교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 복합화사업은 학교시설비와 부지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복합화 시설투자비와 운 비는 지자체가 부담(국고보조 포함)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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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식 조리원 등 상당한 인력의 학교 상주  방문이 늘고 있다. 이런 와 에

서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내 폭력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학교 보안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 히 학교 내 안 이 허술하여 학부모들은 불안을 느끼

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 학생의 안 을 해 2010년 국에서 1,000개교를 

학교안 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안 을 

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학교보안  배치와 CCTV 설치를 통

해 학교 학생안 을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 히 학교안  취약 

지역의 등학교에 학교 보안 의 추가 배치  CCTV 추가 설치 등에 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교안 을 해 출입자동인식시

스템  경비보안 등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 하게 체크하

는 등 학생 안 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안 과 련된 연구는 주로 학내 안 사고  학교폭력 선상에

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학교 시설  환경에서 안

리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내 학교의 학생안  

실태에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아직도 학교안 을 한 시스템 구축에 한 

공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 학

생안  실태를 분석하여 안 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학교 내 학생안  문제가 거론되는  시 에서 학내 안 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가 

학교 내 학생안 을 해 지속 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학생안 시설인 CCTV 

 비상시스템의 운 과 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내 모든 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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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운 과 리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내 학생안  실태의 기  조사에 기 해 궁극 으로 등학교 내 

학생안 을 한 방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학교안  리방안을 마련하는 이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을 등학교의 학교안 으로 한정한다. 학교안 은 학교 에 

따라 리 방안이 다를 것이다. 등학교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안 사고의 

험이 크지만, ⋅고등학교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안  문제, 컨  학교폭력 

 왕따로 인한 문제 등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의 학교안 실태를 악하는 동시에 그에 한 안 리 방안을 마련하

는 것으로 연구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안   학교안 리로 개념  범 를 한정한다. 후술하겠지만, 

학교안 은 학교안 교육과 학교안 리, 그리고 안 사고로 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 리를 심으로 학교안 을 다룰 것이며, 학교안 교

육과 학교안 사고는 학교안 리를 이해하기 한 측면에서 근한다.

셋째, 학교안 과 종종 연결되는 학교폭력도 학교안  차원으로 한정한다. 

즉, 학교안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방하는 정책  제도에 한 분석과 조사

로 제한한다.

2. 연구 내용

이상의 연구범 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안 의 개념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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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을 한 주요 정책  련 법률 분석

◦서울시 학교안  황 분석

－학교안 사고 황, 학교폭력 황 등

－학교안  지원 인력(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 , 스쿨폴리스 등) 황

◦서울시 학교안  지원 제도  사업

－학교보안  제도

－ CCTV 설치  비상시스템 구축 사업

◦학교안  실태와 요구

－학교안 시설 실태

－학교보안  운  실태

◦학내 학생안  리방안  정책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문헌,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통해 학내 학생안 에 한 황  

련 연구들을 검토하 다. 학교 안 의 개념과 정책, 학교 안 리  학교 

안 사고 련 법률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2. 면담조사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에서의 안  리 실태를 악하기 해 설문조사 외

에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면담은 학교장 는 교감  생활부장을 상으로 

학생들의 학교안 에 해 조사하 다. 한 학교안 과 련하여 서울시에서 

각 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학교 보안 도 면담조사에 포함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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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학교 장조사를 하 다. 장조사는 서울시 5

개 권역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5개교를 방문하여 CCTV 설치 황, 비상벨 

설치 장소 확인, 학교보안 실 확인  운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통해 악할 수 없는 시설의 치  설치 상황 등을 장에서 

확인함으로써, 학교 안 을 해 설치된 시설  환경이 제 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 설문조사

학교에서 구체 으로 어떻게 안  리를 하고 있는지에 한 실태를 악하

고, 학교 안 과 련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하며, 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  제도의 실태, 운 황  만족도 등을 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목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서울시내 국공립 등학교 556개교를 상으로 자공문에 의한 

웹 설문방식을 이용하 다. 등학교의 학교안   학교보안  담당부장과 학

교보안  1,112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4)

5. 자문회의

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에 한 자문을 얻었다.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연구 범 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한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학교 안  리 방안 마련에 한 자문의견을 수렴하

여 연구에 반 하 다.

3) 자세한 면담조사 방법  내용은 4장에서 다루었다.

4) 구체 인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은 5장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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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자문회의는 서울시 학교보안  제도, CCTV 운 과 가장 련이 있는 

서울시 계자, 서울시교육청 계자  문가 외에 교육시민단체 계자를 

상으로 개최하 다.

제4절 연구체계

이 연구는 학교안  문헌과 사업 분석,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생안 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학내 학생안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이 연구의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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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교안전의 개념과 정책

제1절 학교안전의 개념

1. 안전과 학교안전

안 (Safety)의 사  의미는 “ 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

하고 온 한 상태, 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로 개념이 규정된다. 안

에 한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먼  심리학  에서 안 을 인간의 기본욕

구로 제시한 매슬로우(Maslow)를 들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을 통

해 하  욕구인 안  욕구가 충족되어야 인간의 기본 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으로 보았다. 보건  건강의 에서 보면, WHO(세계보건기구)는 “단

지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 , 정신  사회 으로 안녕한 상태”를 안 으로 

보았으며, 한 석(1987)도 이런 에서 안 을 “신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

며 환경으로부터 건 한 신체의 완 한 확보”로 보았다(허경, 2010：6에서 재

인용). 한편, 폴리오(Florio, 1981)는 “안 이란 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를 

제거함을 목 으로 하는 인간행동의 차이에 따라서 일어난 상황 는 상태이다. 

혹은 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를 제거함을 목 으로 하는 물리  환경의 

설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황 는 상태”(김선덕, 2000：10에서 재인용)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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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안 을 물리  환경과의 한 련 속에서 악하고 있다. 이상

의 안 의 개념과 같이, 약간씩 개념 규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으로 안

을 ‘ 험이나 사고가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안 이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험이나 사고가 일어나

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의 “생존과 보호에 련된 모든 

것”(김 한, 2010：4)으로, 단지 학교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안 이라 할 수 

있다.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 법률(2012)은 학교안 을 교육활동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는 신체에 피해

를 주는 모든 사고  학교 식 등 학교장의 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는 교육활동 참여자5)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학교 안 은 학생이 안 에 한 태도나 자세, 능력을 키우고 배우는 

학교 안  교육과 학생들을 험으로부터 안 하게 유지하는 학교 안 리를 

포 한다(김선덕, 2000：7에서 재인용).

학교 안전 교육

학교안전

학교 안전 관리

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1995). 안전보건교육지도안. p. 29(김선덕, 2000：7에서 재인용)

<그림 2-1> 안전체계 모형

이외에도 학교안 과 련하여 ‘안 사고’  ‘사고 처리’가 있다. 이상에서 

개념 으로 살펴본 것처럼, 학교안 은 학교 안 교육, 학교 안 리, 학교 안

사고와 불가분의 계이며, 이들이 단  학교에서의 안 체계를 구성한다. 

5) 학생 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①학교장의 승인 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

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②비 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비 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

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2장 학교안전의 개념과 정책  13

학교에서 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교육과 안 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학교에서의 안 리는 사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 에 악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만일에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학생들의 

안 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학교 안 과 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학교안 실태에 한 연구, 학교안 제도 활성화 연구, 학교폭력실태 

연구, 학교안  시스템연구로 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안  실태에 한 연구는 주로 ( 등)학교의 안 교육 실태, 안

사고 실태, 학교안  리구조 조사 주의 연구(강병일⋅김남진, 2010; 소비자

안 본부 생활안 , 공배완⋅안황권 2009; 이명선, 2008; 박지은⋅이명선, 

2002)들이 부분이다. 이  박지은(2002)의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황과 학교안  리구조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안  리구조가 사고에 미치

는 향을 악하여 안 사고 방방안을 마련하 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고등학생들의 안 사고를 감소시키기 한 방안

을 마련한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 이다.

둘째, 학교안 제도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학교안 을 확보

하기 한 운  방안, 매뉴얼  가이드(한국화재소방학회, 2005) 등에 한 연

구가 있으며, 정귀 (2011)의 연구는 학교안 제도로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배움터 지킴이 실태를 심으로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과 련된 연구가 있다. 학교폭력 실태(김재엽⋅장용언⋅민지

아, 2011; 청소년폭력 방재단, 2009), 학교폭력 방(이덕경, 2010), 학교폭력

으로부터 안 시스템 구축(박성철, 2010)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넷째, 학교안 시스템 련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학교 시설 측면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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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를 구축하기 한 방안과 시스템을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강은 ⋅ 

Richard Schneider⋅김민경(2010)의 연구는 범죄 방을 한 학교 건물의 실태 

분석과 함께 ‘범죄 방을 한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안 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분 안 사고와 련된 실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과 성폭행 사건들이 두되면서 ⋅장기 인 

에서 학내에서의 학생안 리 방안에 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더불

어 학교폭력 실태 심의 연구들은 학교안 과 연 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제2절 학교안전 정책

1. 학교안전 정책 추진경과

학교에서 학생 안 에 한 문제는 1980~1990년 에는 주로 학교에서의 안

사고에 한 것이 부분이었다. 교과 활동  휴식시간, 방과후 시간에 발생

하는 안 사고의 처리가 학교 안 리에서 심을 이루었다. 학교 안 사고의 

처리를 해 1987년 12월에 학교안 공제회가 마련되었다. 학교안  사고의 처

리를 한 학교안 공제회가 마련되긴 하 으나, 법률  근거를 갖춘 것은 

2007년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서 다.

1990년  반 이후에는 학교폭력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 문민정부

가 들어서면서 이에 한 책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심각하게 두되지 않아서 ‘왕따’ 등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정도 다. 그러다 1999년 학교 개방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0년 

이후 학교안  련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었다.

2003년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안  원년’이 선포되었다. 이를 

해 국무총리실에 어린이 안 추진반이 설치돼 법령ㆍ제도를 정비하고 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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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제품에 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요 과제로 선정해 안 한 사회를 만

들어 나가기로 하 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씩 이기로 하 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청도 각 등학교에 경찰 을 배치해 교통사고 방 활동을 

펴기로 하 다(오마이뉴스, 2003.5.6).

2004년에는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폭력 방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스쿨폴리스에서 명칭을 변경한 

배움터 지킴이가 부산지역을 심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에 이르러서는 ‘학

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에 근거해 국으로 확  시행되기에 이르

다. 이후 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등학교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  등하교 도우미제6) 등이 실시되는 동시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4시간, 365일 학교안 망’을 구축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국 1,000개교를 

학생안 강화학교로 시범 선정하여 운 하고, 2011년 이후 확  시행하고 있

다.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방  자살방지를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상담인력 배치7)와 학교안  보호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으로 시기별 학교안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 등학교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2008년 제1회 국민아이디어 통령상 표창을 받은 아이디어로

서, 2009년 김수철 사건 이후 7월에 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 책 추진 계획에 따라 확  

시행하기로 하 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억의 시범사업을 통해 학부모에게 문자

서비스를 송하는 이 사업은 2010년 100억, 2011년 100억을 들여 국 5,800여 교로 확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지원비 25억 삭감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지면서 확  시행

되지 못하 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자녀의 치정보 학부모 휴 폰으로 SMS 송, 

등⋅하교, 방학기간 주요 이동지  확인, 자녀의 이동경로 확인서비스, 등하교 도우미제 병행 

운  등이다. ‘등⋅하교 도우미제’는 단 학교별로 자율 으로 운 하는 것으로, 자원 사자와 

학부모 조직을 활용하도록 하 다.

7) 학교폭력 문상담사 1,800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추후 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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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추진 내용

1987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1996년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 선포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폭력 5개년 계획 수립

⇩

2005년 배움터 지킴이 운영(부산지역)

2008년 배움터 지킴이 확대 

2009년
초등학교 문자 알리미 서비스(시범사업)

등하교 도우미제

2010년
‘24시간, 365일 학교안전망’ 구축 발표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개교 선정

2012년
상담전문인력 배치

공익요원의 학교안전 보조인력으로 활용

<그림 2-2> 학교안전 정책의 추진 경과

2. 주요 학교안전 정책

1) 배움터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8)는 과거 학교에 있던 수 , 경비요원 신 퇴직 군인⋅경찰⋅

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의 등⋅하교  교내 활동 시 안 을 돌보는 

제도이다. 

배움터 지킴이가 단  학교에 배치된 것은 2004년 ‘학교폭력 방  책에 

8) 배움터 지킴이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라는 이름 신으로 2006년 경찰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장에

서 방, 제지하여 불량서클 결성, 집단따돌림 등 상습화를 사 에 차단하며, 피해학생을 보호

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자이다(경찰청, 2005; 정귀  2011 재인용). 순수 우리말로 학교  

배우는 곳을 말하는 ‘배움터’와 학교폭력  외부의 강제 인 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지킴이’의 합성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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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제정과 학교폭력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학교폭력 방을 한 

방안에서 비롯되었다. 학교폭력에 한 실태 조사에서 그 심각성이 나타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학교폭력 방  책이 마련되면서, 학교에 상담교사 

 책임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경찰, 교사 등 

일자리 창출과 련되었다. 부산 경찰청은 가장 먼  2005년 4월 29일 배움터 

지킴이 발 식을 갖고, 5월 2일 시작으로 약 3달 동안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켰

다.9) 이후 정 인 반응으로 11월에 부산  지역으로 확 되었다(정귀 , 

2011：115).

배움터 지킴이는 2005년 국 57개교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교육인

자원부와 경찰청이 2006년 3월 30일 ‘2006년 배움터 지킴이 워크   발

식’을 개최하고 상학교를 100개교로 확 하여 운 하 다. 배움터 지킴이는 

100개교에 2명씩 총 200명이 활동하 다. 시범운  학교 을 보면, 학교가 

73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25개교, 등학교 2개교 등 총 100개교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 9 6 6 5 5 5 105 5 5 6 6 6 6 6 4 100

출처：서울경찰청 2006.6.30. 보도자료(http://www.smpa.go.kr).

<표 2-1> 2006년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학교 현황
(단위：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 73 25 100

출처：서울경찰청 2006.6.30. 보도자료(http://www.smpa.go.kr).

<표 2-2> 배움터지킴이 학교급별 시범운영 현황(2006)
(단위：개교)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교원, 경찰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련 문

가를 선발하여 운 되었으며, 2006년 시범사업 시행 때의 배움터 지킴이의 

9) 배움터 지킴이란 이름을 공모하기 까지는 스쿨폴리스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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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보면, 퇴직 경찰과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 다.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전문가 계

102 72 26 200

출처：서울경찰청 2006.6.30. 보도자료(http://www.smpa.go.kr).

<표 2-3>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인력 현황(2006)
(단위：명)

배움터 지킴이는 2006년 시범 운 을 시작으로 2007년 국 ⋅ ⋅고에 

배치되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국 으로 도입된 이후에 2008년 5월 1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교육 원회에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 확  여부에 한 회

의가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 방지를 해 CCTV 설치 확   배움터 지킴이

의 확  시행에 한 주장이 실효성 없는 책이라는 이유로 비 을 받기도 하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6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피해신고 기간 운

과 련된 국민 담화문’을 통해 배움터 지킴이를 2010년까지 국 학교의 

70%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

배움터 지킴이의 학교 상주는 후술할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설치 기능)과 학교폭력 방  책 5개

년 기본계획에 의해서다. 학교폭력 방  청소년보호에 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에서 채용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주로 등⋅하교지도  취약시간 

순회활동을 담당한다. 배움터 지킴이의 주요 역할을 구체 으로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교외 순회지도

◦학교폭력 방  인성지도 보조

◦학교폭력 련 학생  부 응 학생 등 상담

◦등⋅하교지도  교통안  지도, 교문지도

◦ ⋅ ⋅고 지구별 통합 의회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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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2) 365일,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

365일, 24시간 학교안 망 서비스 구축은 2010년 6월 서울의 우신 등학교

에서 발생한 등학생의 납치 성폭행 사건의 책으로 마련된 학교안  정책

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시킬 것을 발표하 다. 배움터 

지킴이, 자원 사자, 경찰  민간경비를 활용하여 학교의 24시간 순시 시스템

을 구축하고, CCTV 설치 안 구역  학교 내 안 구역(Safe-Zone)을 지정하

여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 도서 , 시청각실, 특별실 등의 안 을 강화

하며, 나아가 등학생들의 안 한 등⋅하교를 한 ‘안심알리미’를 면 확

하고 SMS로 학부모들에게 방과후활동의 자녀 출결 상황을 송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한 학교출입인에 한 방문증 제도를 시범 운 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계부처 간 긴 한 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에게 학교안 공제회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최 한 보상

하고, 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처치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

이 골자이다.

365일, 24시간 학교안 망 서비스의 운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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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0.6.10. 보도자료.

<그림 2-3> 365일,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의 운영체계

3) 학생안전강화학교

학생안 강화학교는 학내외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됨에 따

라 안  취약지역에 치한 학교를 안 한 학교로 만들기 한 제도이다. 2006

년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365일 온종일 안 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개발 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고 험 안 취약 상학교를 

선정하여, 경비인력 배치와 경비실  학교출입보완장치의 설치로 학교를 안

구역화하고자 하 다. 즉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 지킴이 등 경비인력을 배

치하여 취약 통학로의 순찰  외부인 출입 리  인근 성범죄자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 경비 인력은 당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

으나,10) 민간경비 혹은 배움터 지킴이 형태로 확  운 되었다. 2010년 학생안

강화학교는 국 으로 1,000개교가 선정되었다.

10)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운  주체를 넘김에 따라 인건비가 많이 필요해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2011년에는 산책정이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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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학교 수 선정된 학교 수

총계 5,855 1,000

서울 587 113

부산 398 64

대구 213 39

인천 226 41

광주 145 26

대전 138 26

울산 121 22

경기 1,143 194

강원 353 66

충북 259 41

충남 430 65

전북 414 62

전남 433 70

경북 494 80

경남 495 75

제주 106 16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0.8.31. 보도자료.

<표 2-4> 2010년 시도별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학교 수
(단위：개교)

4)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11)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1월 5일 외부출입자 통제를 한 시설 설치  운

, 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  개

선, 학생보호인력 운  내실화, 학교안 에 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성 강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보호  학교안  강화를 한 개선방안｣을 

발표하 다. 한 학교안  강화를 한 정부 차원의 종합 인 지원 정책으로 

네 가지 차원에서 안  강화 책을 제안하 다.

첫째, 외부출입자 통제를 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 한다. 재 체 학교의 

11) 2012년 11월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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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 불과한 경비실을 2012년까지 확  설치하여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는 역

할을 담당하게 한다. 학교 내 교직원  학생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은 지정한 

장소(경비실, 행정실 등)에서 방문증을 지 ⋅패용해야 학교 출입이 가능하도

록 한다. 신규 혹은 신축학교를 심으로 학교 교사에 자동개폐 출입문을 설치

하여 출입문 활용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 을 개선한다.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기기를 개선하고 시⋅도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으로 설치를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40만 화소 

이하로 상 식별이 어려운 기기는 2015년까지 고화질(최소 51만 화소 이상)로 

추가설치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등학교는 지

자체에서 운 하는 통합 제 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응을 강화

할 정이다.

셋째,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환한다. 2014년까지 기

존의 등학생 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체 ⋅ ⋅고 학생을 상으로 하

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로 단계 으로 교체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방

안과 휴 폰 미사용자의 경우 U-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여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학생보호인력 운 을 내실화한다. 학생보호 인력의 채용 차와 근무

(활동)여건, 책임의 범  등을 명시한 ｢학생보호인력 운  표  가이드라인｣을 

보 하고 연 2회 정기 인 연수를 통해 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 합 

인력 확보를 해 인력 선정기 을 정립하고 홍보를 강화할 정이며 해당인력

에 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역 계기 에서 추천받은 우수인

력풀을 작성하여 할학교에 배포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안  공백을 최

소화할 정이다. 학교 담 경찰 의 역할도 강화하여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안뿐 아니라 학교안 을 한 순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교안 에 한 책무성 강화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안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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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평가, 교육, 검 등을 강화하

고, 학교장 상으로 학교폭력 방교육에 학교안 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해 홍포 캠페인을 학생과 학부모 상으로 

실시할 정이다.

제3절 학교안전 관련 법률

학교안 과 련된 법률은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 법률’과 ‘학교

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을 들 수 있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에서의 안 사고를 방⋅처리하기 해 1987년 12월 학교안 공제회

가 설립되고, 2007년 1월 26일 학교안  방  보상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12) 이 법률은 1987년부터 시⋅도별로 민법에 

따른 비 리법인 형태로 운 하고 있는 시⋅도별 학교안 공제회를 법제화하

여, 보상정책의 통일성과 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학교안  방  보상에 한 법률은 ① 학교안 사고를 방하고 학생⋅교

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 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정하게 

보상하기 한 법률, ② 학교안 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해 필요한 사항

12) 법률에 따라 학교안  공제회에 각  학교는 의무 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비는 다음

의 1인당 공제료를 기 으로 학생수(4월 1일자 기 )를 곱한 총액이 된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가입비

(원)
1,500 1,920 3,520 4,180

1,920 1,920

3,520 3,520 800

4,180 4,180

<표 2-a>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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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  방  보상에 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학교안 사고 방(제 5-10

조), 학교안 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학교안 공제회의 설립(제 11-27조), 

학교안 공제 앙회 설립 등(제 28-33조), 공제 여의 종류  지  등에 한 

사항(제 34-48조), 공제료의 산정기 (제 49-51조), 학교안 공제  사고 방기

(제 52-56조),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제 57-64조)이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법률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5-1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와 사고발생 위험

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3)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

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교과부 장관이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감

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도록 명시함.

 ：이때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

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2-5>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①

13) 재난  안 리 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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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5-1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와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4)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교과부 장관이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도록 명시함.

 ：이때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보상공

제 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제11-27조)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담당자는 교육감

 ：가입자 - 학교장으로 하되, 외국인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승인을 통해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 설립

 ：교육감은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법인)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 지급 및 관련 업무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 학교안전공제보

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 수행

 ：구성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

여 교육감이 임명함.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설립 등

(제28-33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운영 /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 

-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둠.

<표 2-6>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②

14) 재난  안 리 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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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34-48조)

- 공제급여의 종류

 ：요양급여15) -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지급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이후에 장해가 있을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

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지급

 ：간병급여_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상속인에게 지급,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

 ：장의비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이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지급

 ：위로금 - 학교안전사고 이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

- 공제급여액의 결정은 공제급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법원의 판결로 피공제자에게 

지급되어야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액을 부담하도록 함.

공제료의 산정기준

(제49-51조)

- 공제가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고지서에 공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명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공제자의 공제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제52-56조)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조성을 위해 교육감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 충당을 위한 기금을 설치

-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표 2-7>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③

15) 요양 범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성, 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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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제57-64조)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

구를 담당하고 있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 구성

- 심리결정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명시

 ：기한 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1차에 한해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재심사 청구 역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결정의 효력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제기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하였을 

때 결정 내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있음.

<표 2-8>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④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

원의 종합 책 마련의 필요성이 두되어 2004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방과 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

호하고, 가해학생 선도,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을 건 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 으로 하

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 특징은 상이 되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의 학교 내외에서 발

생하는 ‘학교폭력16)’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특별법을 우선으로 

용하게 되어 있다. 한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제반 비행(非行)에 한 징계

16) 본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 , 박, 약취⋅유인, 명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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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는 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방하고 근 하기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에 필요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

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 )으로 하여  ‘학교폭력의 방  책에 한 기

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 다.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 책

원회, 시⋅도 소속의 학교폭력 책지역 원회(지역 원회), 단  학교 소속

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자치 원회) 등 학교폭력 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 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에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 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방하기 해 학교 내 학

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세한 법률 사항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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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학교안전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학교안전 현황

1. 학교안전 현황

1)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에 일어나는 학교안 사고 건수를 학교안 공제회에서 지 한 

공제 여 황을 통해 국 으로 살펴보면 학교안 사고가 2007년 41,114건

에서 2011년 59,012건으로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학교안  황을 학교안 사고로 지 된 공제 여 건수로 추정해 

보면, 지 건수는 2007년 5,193건에서 2011년 8,716건으로 16.7%로 증가하

다. 2011년 서울의 학교안 사고 공제 여 건수는 년 비 10.9% 증가하 으

며, 이는 국 지  건수의 14.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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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전국 41,114
48,551
(18.1)

53,231
(9.6)

56,427
(6.0)

59,012
(10.4)

서울 5,193
6,926
(13.3)

- 8,000
8,716
(10.9)

서울/전국 12.6 14.2 - 14.2 14.7

금액

전국 17,000
17,233

(1.4)
19,623
(13.9)

22,834
(16.3)

23,052
(10.3)

서울 2,510
3,180
(12.7)

- 3,130
3,705
(8.4)

서울/전국 14.8 18.4 - 13.7 16.1

<표 3-1> 학교안전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추이
(단위：건, %, 백만원)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학교안전공제회 통계자료,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자료실 재구성

한편, 서울시 학교 별 안 공제회 2011년 지  황을 보면, 지  건수로는 

등학교가 2,9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교안 사고 발생비율로 보면 

학교가 0.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1,000명당 8.6명이 학

교안 사고로 학교안 공제회에서 공제 여를 받았다. 이는 발달 단계상 성장

기에 놓여 있는 학생의 학교안 사고가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학교

이나 각종 학교 구분 없이 서울시 체로 보면, 지 비율은 0.62%로 1,000명당 

6.2명이 2011년 학교안 공제회의 공제 여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안

사고가 1,000명당 6.2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기타학교 계

건수(A) 409 2,927 2,868 2,358 19 21 3 8,716*

학생수(B) 81,237 535,948 330,219 353,632 4,907 3,504 4,938 1,314,385

지급률

(A/B)
0.5 0.54 0.86 0.67 0.02 0.60 0.06 0.62

<표 3-2> 서울시 학교급별 안전사고건수(2011)
(단위：건, 명, %)

* 평생교육시설 60명 포함

출처：서울교육통계(2011),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지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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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 발생 수는 2006년 1,348건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

다 2009년 1,008건으로 감소세를 보 으나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

다. 학교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06년 1.07건에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1.03건으로 어들었으나 2010년 1.58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 통계를 보면, 단 학교에서 폭력이 여 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서울시 학교폭력 발생건수
(단위： 개교,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1,348 1,608 1,860 1,305 2,014

학교당
발생건수*

1,259(1.07) 1,266(1.27) 1,278(1.45) 1,266(1.03) 1,274(1.58)

* 발생건수/전체 초중고 학교수

출처：서울교육통계(2006∼2010), 서울시교육청(2006~2011), 학교폭력 발생현황

학교폭력은 수 신고된 것을 심으로 발생 건수를 악하기 때문에 학교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표 3-3>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학교

폭력 자진 신고기간의 운 을 통해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신고⋅검거된 건수는 

2007년 4,485건에서 2009년 5,01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31건은 학교폭력으

로 가해 학생이 구속된 경우이다.

연도 2007 2008 2009

신고건수 4,485 4,028 5,013

구속건수 14 17 31

출처：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교육청 정책 자료-업무자료실, 2010, 학교 폭력을 위한 종합대책, p.2에서 인용)

<표 3-4> 학교폭력 신고건수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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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 인력 배치 현황

1) 배움터 지킴이

서울시는 학교안  활동을 해 2007년 등학교 71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 으며, 2008년에는 학교 체 365개교가 포함된 

486개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 다. 2009년에는 서울시내 고 체 학

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등학교에 학

교보안 을 배치함으로써 배움터 지킴이는 ⋅고등학교에만 배치되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초 71 71 541 541 *

중 - 365 371 371 -

고 50 50 308 308 -

계 121 486 1,220 1,220

*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보안관으로 대체

출처：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정책자료실(http://www.sen.go.kr/we)

<표 3-5> 서울시 배움터 지킴이 현황
(단위：명) 

2) 스쿨폴리스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학교지원 경찰 ) 제도”는 문 경찰 을 교육

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운 하고 있

다(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방  근  책의 일

환으로, 2012년 1월 4일 서울시교육청과 스쿨폴리스 약  발 식을 가졌다. 

스쿨폴리스는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당 1명씩 총 11명을 선발하여 교육

장에서 아래 표와 같은 선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스쿨폴리스는 교육학과, 

청소년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 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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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각급학교 방문, 

범죄예방교육 전담

전담경찰관이 사례 위주의 학생 친화적 맞춤형 교안작성 및 각급학교 출강 

범죄예방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극대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준비된 전담경찰관의 참여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가

해⋅피해학생 선도 및 지원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Wee센터 등 연계, 선도처분 학생 대상 특별선도교육 시 참여, 특화된 프로그

램 제시로 재범방지 효과 제고

지역 내 선도⋅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지원청, 학교와 Hot-line 역할 및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로 

One-Stop 선도체계 구축

비행청소년 솔루션 협의회 

운영

지역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비행청소년 솔루션협의회” 구성, 저연령 고위험군 

비행청소년 대상 종합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표 3-6> 스쿨폴리스 주요 업무

출처：서울지방경찰청 2012.1.4자 보도자료(http://www.smpa.go.kr)

출처：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2012.1.4)

<그림 3-1> 학교폭력 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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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1명의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 )를 운 하는 동시에 

각  학교에는 ‘학교담당경찰 ’을 학교별로 1명씩 지정 운 하여 학교폭력에 

한 실태를 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스쿨폴리스와 연계 강화를 통해 학

교폭력에 한 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그림 3-1> 참조).

이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안  Dream ”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항을 검하도록 하 다.

제2절 서울시 학교안전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  지원사업에는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학교보안  배치, 핫라인 설치 등이 있다.

1. 초등학교 CCTV 설치

등학교 CCTV 설치사업은 교내 안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 범죄 등 사회  으로부터 학생들이 안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안 망 조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45개 등학교에 701  설치를 시작으로 CCTV는 2011년에는 488

가 설치되어 총 3,465 가 설치되었다.17) 교내 취약지역과 스쿨존에 각각 

CCTV가 설치되었다. 재 학교당 평균 6.0 의 CCTV가 설치된 상황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된 산은 약 245억원에 달한다.

17) ⋅고등학교의 CCTV 설치는 서울시교육청의 산으로 하고 있다. 2011년에는 55개교에 

385백만원의 산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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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설치대상 145개교
221개교

(12개교 추가설치)

184개교

(57개교 추가설치)

30개교

(280개교 추가설치)

-

(100개교 추가설치)
580개교 

설치대수 701대 858대 900대 518대 488대 3,465대

교내

취약지역

666곳

(95%)

847곳

(99%)

850곳

(94%)

116곳

(22%)
488곳

2,479대

(83%)

스쿨존
35곳

(5%)

11곳

(5%)

50곳

(6%)

402곳

(78%)
-

498대

(17%)

소요예산 60억원 60억원 60억원 58억원 7억원 245억원 

<표 3-7> 서울시 초등학교 CCTV 설치현황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2012). 내부자료 재구성

2. 초등학교 비상호출(SOS) 시스템 설치

등학교 비상호출 시스템 설치는 2011년 학교보안  배치와 더불어 이루어

진 사업이다. 즉 등학교 학교보안 과 연계하여, 각 등학교에 비상호출 시

스템을 설치하여 기상황 발생 시 긴 구조 등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도

록 한 사업이다. 비상호출 시스템은 2011년 국⋅공립 551개교에 설치되었다.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 홈페이지(http://edu.seoul.go.kr)

<그림 3-2> 초등학교 비상시스템 작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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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호출 시스템은 안 과 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 내 구역에 비상

벨을 설치하여 험 발생 시 학생이 르면 즉각 수신기(학교 교무실)에 해당 

구역이 표시되고, 학교 보안  호출기에도 해당 구역이 표시되어 즉시 출동하

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비상시스템의 작동체계는 <그림 3-2>와 같다.

3. 학교보안관제도

학교보안 은 학교폭력에 한 학부모, 학생의 불안감 해소  학교안 망 

구축이 사회  문제로 두되면서 2011년부터 배치되었다.18) 특히, 학교의 지

역사회 개방에 따른 출입 리 등 학교안 에 한 요구가 증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학교보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안 제도란 서울시 국⋅공립 등학교의 학교폭력 방을 한 담

인력인 학교보안 을 배치⋅운 하여 제도 으로 학교안 을 구축하는 사업

(서울시, 2010)이다. 재 학교보안 이 배치된 학교는 서울시내 국⋅공립 등

학교 556개교로 총 1,112명(학교당 2명)의 학교보안 이 배치되어 있다.

학교보안 은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아침 7시 30분부터 방과후학교가 

종료되는 녁 9시까지 근무하며, 1일 2교 로 운 하고 있다. 학생들의 하교가 

맞물리는 3시간 30분 동안 2명의 학교보안 이 근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

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안 의 주요 역할은 학교폭력 등 방활동을 

통한 학생안  보호, 외부인 출입 리  통제, 출입 장 등록  출입증 교부, 

등⋅하교지도  취약시간 내 교내⋅외 순찰 등이다.

학교보안 의 주요활동 실 을 2012년 12월 기 으로 보면, 체 활동실 의 

55.7%인 753,275건이 교내외 순찰활동이었으며, 등⋅하교 지도가 25.7%를 차지

하고 있다. 학교 무단 출입 발은 78,566건으로 8.5%, 학교폭력 방 활동 실

은 111,987건으로 5.8%이며, 실제 SOS시스템 출동 건수는 27,195건으로 2%이다.

18) 학교보안 은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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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내⋅외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무단 출입 

적발

폭력예방

활동

SOS시스템 

출동

부적응선도

활동
계 

활동 건수 753,275 348,385 78,566 111,987 27,195 31,683 1,351,091

백분율 55.7 25.7 8.5 5.8 2 2.3 100

<표 3-8> 학교보안관제도 주요활동 실적
(단위：건, %) 

2012년 12월 기준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2012). 내부자료 재구성

올해로 2년째 서울시내 모든 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 은 2011

년에는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4개 업체에 탁 운 하 으나(부록 참조), 2012

년에는 각 등학교에서 직 선발하여 활용하도록 하 다(<표 3-9> 참조).19)  

구 분 2011년

⇨

2012년 3월 이후

배치대상 국⋅공립초등학교 556개교 국⋅공립초등학교 556개교

운영방식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 학교 직영운영

지원체계 시 ⇨ 학교 ⇨ 운영업체 시 ⇨ 학교

월 급여 879천원 1,105천원

소요예산 14,479백만원 17,980백만원

<표 3-9> 학교보안관 운영방식 변경 내용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 내부자료(2012).

19)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운 방식을 변경하여 학교에서 직  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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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학교 보안 배치와 더불어 학교보안 의 업무의 효율  수행

을 해 학교보안 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보안 실은 2011년 1개교당 

7백만원씩 지원해 342개교에 설치되었다. 2012년에는 133개교에 학교보안 실

을 추가로 설치한다.

<표 3-10> 학교보안관실 설치 현황
(단위：개교,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계

설치(개교) 80* 342 133 475 555

지원주체 교과부 서울시 - -

지원액 1개교당 6,500 1개교당 7,000 - -

 *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 40개교는 신규설치, 93개교는 기능보강 지원(1개교당 2,000천원) 예정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2012). 내부자료 재구성

4. 기타 사업：학교보안관과 112 신고센터 간 핫라인 설치 운영

핫라인(Hot-line)이란 학교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 을 할 경찰

서의 최우선 긴  응 연락체계(112 신고센터)에 편입하여 외부인 침입 등 

긴 상황 발생 시 즉각 인 공조체계를 마련하기 한 사업이다. 즉 할 경찰

지구   순찰차량에 학교보안  화번호를 긴  처리번호로 입력하여 지역

경찰의 PDA에 입력하고 112 통합지령실에 D/B화하는 시스템이다.

긴 상황 발생 시 각 등학교의 학교보안 은 사 에 입력된 화번호를 이

용하여 경찰에 긴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경찰 지구 의 순찰차량 등이 최우

선으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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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분석：

질적 분석

제1절 질적 조사 개요

1. 면담(현장)조사 대상

학교 내 학생안 의 구체  실태를 악하기 하여 학교안  문제의 노출빈

도가 상 으로 높은 서울시내 등학교를 상으로 면담  장방문조사를 

병행하 다.

면담조사 상학교는 서울의 생활권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

다. 학교안 은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치한 학교일수록 요하며 학

교안 리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단하에 서울의 동남권은 제외하고, 상

으로 열악한 한강 이북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기 을 가지고 개별 등학교와 을 통해 면담을 허락받은 학

교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허락을 한 등학교는 5개교로, 권역별로 보면 

서북권 2개교, 동북권 2개교, 서남권 1개교로 이들 학교의 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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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면담조사 학교 위치

다솔 는 은평구에 소재해 있으며, 학교 규모가 24학 으로 작고 교사가 노

후화되었으며, 주변지역은 다세  주택이 집한 지역이다. 한 출입문은 2개

소이며 정문에서 후문이 보여 학교보안 이 출입통제를 하기에 수월한 편이다. 

바다 는 서 문구에 소재해 있고, 학교 규모가 커 교감이 2명이 있으며, 출입

문도 4개소가 되어 출입 리에 애로가 있다. 한 학교복합화시설이 이루어진 

곳으로, 최근에 교사를 신축하 으며, 주변지역은 다세  주택과 아 트가 혼

재된 지역이다. 청산 는 강북구에 소재한 학교로 30여년 이상 된 교사가 매우 

노후화되었으나 학교 강당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출입문은 2개소이다. 아

름 는 랑구에 소재한 학교로 주변지역이 아 트 집 지역이며, 출입문은 1

개소이다. 리 는 악구에 소재한 학교로 주변지역이 다가구 주택이 집한 

주거지역이어서 골목길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상황이다.

면담은 이상의 5개교에서 학교안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교감  생활부

장을 상으로 실시하 다. 5개교의 면담 상자는 교장 2명, 교감 2명, 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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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명이다. 이외에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학교보안 이 학교

안 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악하기 해 각 학교의 학교보안  1명

씩 면담하 다. 면담은 총 11명을 상으로 하 으며, 각 학교를 방문하여 반구

조화된 면담지를 가지고 실시하 다. 구체 인 면담 상자와 상학교는 다음

과 같다.20)

구분 대상자 직위 학교명 지역

교사

김미영 교장 다솔초 은평구

차윤수⋅김병희 교감 바다초 서대문구

최남희 생활부장 청산초 강북구

김성호 교장 누리초 관악구

남기준 생활부장 아름초 중랑구

학교

보안관

이창호 학교보안관 다솔초 은평구

김준민 학교보안관 바다초 서대문구

양호선 학교보안관 청산초 강북구

장병인 학교보안관 누리초 관악구

반준 학교보안관 아름초 중랑구

<표 4-1> 면담 대상자 현황

2. 조사 내용

학교안  일반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보안   CCTV, 비상벨 등

에 한 구체 인 실태를 악하기 한 면담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  교감, 생활부장에게는 주로 학교안  책임자로서 학교안 에 한 

생각과 실태, 리 황을 조사하 다.

20) 면담 상자와 상학교 모두 가명이다.



46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학교안  일반

－ 요하게 생각하는 학내 안

－학교안 사고 경험 정도와 처리

－학교안 을 한 조치

－지역민에 한 안 리

◦학교안 시설(CCTV, 비상벨, 핫라인 설치 등)의 리

－학교안 시설의 설치  리, 어려움

－안 시설의 방효과  실제 사용 정도

－학교안 시설 운 의 문제 과 개선

－필요한 학교안 시설

◦학교보안

－학교보안 의 역할과 외부인 출입 리 정도

－학교보안  배치 후의 비교, 장⋅단

－직 환 후 선발 과정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반응과 만족도

－학교보안 제도의 개선  보완 사항

학교보안 에게는 학교보안 으로서 역할과 업무 등을 심으로 조사하 다.

◦학교보안  배치  교육 여부

－주 교육내용, 교육횟수 등

－ 장에의 도움 정도

◦학교보안  업무

－주로 하는 일

－비상벨 작동 시 출동 경험

－외부인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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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연계한 학교안  활동과 도움 정도

－학교보안  업무 시 어려운 

◦학교보안 에 한 인식과 요구사항

－교사, 학생, 학부모의 반응과 만족도

－학교와 시에 한 요구 사항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1. 학교안전시설 실태

1) 학교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1) 학교안전시설(CCTV, 비상벨)의 설치

장방문한 5개 등학교 모두 CCTV를 많게는 11 , 게는 7 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설치 장소는 주로 정문, 후문  출입문이며, 교사 외곽의 

후미진 곳 등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4-2>, <그림 4-3> 참조).

<그림 4-2> 청산초 CCTV 설치모습 <그림 4-3> 다솔초 CCTV 설치모습

21)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등학교당 평균 10.1 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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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역시 장방문한 학교 모두 여러  설치되어 있다. 2011년에 설치된 

비상벨은 재 학교 건물 내⋅외부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비상벨은 CCTV와 

달리 건물 안에도 설치되며, 학생들이 비상 시에 벨을 르도록 되어 있어 으슥

한 건물 안과 운동장, 놀이터 등 후미진 곳에 설치된 학교가 많다(<그림 4-4>, 

<그림 4-5> 참조).

<그림 4-4> 실외 비상벨(청산초) <그림 4-5> 실내 비상벨(바다초)

(2) 학교안전시설의 역할

<CCTV의 역할 및 효과>

CCTV 설치 안내문이 학교 곳곳에 부착되어 있어, 어디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재학생뿐 아니라 외부인들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CCTV 설치안내문(다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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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말하는 CCTV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CCTV 설치 자체가 외부인이나 학생들에게 경고의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본다. 정문, 후문 등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촬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 에 큰 기여는 아닐지라도 설치 자

체로 경각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름 등학교의 생활부장은 CCTV의 도움

에 해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

[사례 1][사례 1]

없는 거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CCTV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눈으로

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거만 가지고도 뭐 외부인이나 나쁜 사람들한테 

경고가 되는 거죠. 교무실에 CCTV 화면이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죠.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아름초 남기준부장).

둘째, CCTV는 학교안 의 사  방 효과보다 사건 발생 이후에 확인하는 

용도에 그친다. 교내에 CCTV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안 을 해하는 상황이 발

생할 당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응을 즉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각 등학교에서 CCTV의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이 발생한 후에 이를 확인하는 차

원에서 CCTV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의 사례는 학생안

과 련된 것은 아니지만 교내에서 CCTV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 다.

[사례 2][사례 2]

시시때때로 이거 보긴 하는데, 무슨 사고, 애를 잃어버렸다 하실 경우에 그런 사고

가 있을 때 돌려보면서 이제 찾는 거죠. 지난번에 1학년짜리, 1학년짜리를 이렇게 해

서 찾았어요. 하교 길에 엄마가 애가 안 왔다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CCTV를 봤는데 거기서 발견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애는 집으로 잘 갔죠(창신초 최남

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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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한 교사들은 CCTV가 범죄나 폭력 등 문제 상황을 사 에 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언 한 것처럼 경계나 경고의 메시지를  수는 있으나, 

근본 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 학생안 을 하는 상황에 유

효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례 3][사례 3]

CCTV 설치 뭐 그거는 곳곳에다가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예방효과까지는 잘 모르

겠어요. 나중에 사고가 있을 때 좀 찾아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유용한데, 예방효과

까지는 기대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은

요(청산초 최남희부장).

교사들은 재 외곽에 설치된 CCTV는 충분히 사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바다 처럼 복

합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하 주차장과 교사가 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학

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 4][사례 4]

차윤수：주차장이 통하고 그래요. 저쪽에 통하는 거기에 우유 급식 창고가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흔한 말로 준 취약지구죠.

김병희：아마도 거기 그런 곳에 설치 요청을 했는데 실내라는 이유로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바다초).

<비상시스템(비상벨)의 효과>

장조사에서도 비상시스템은 황에서 살핀 것과 차이가 없다. 비상벨은 

의 사진에서와 같이 실내외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마다 번호가 있어 학

교보안 이나 학교 담당자는 벨이 울리면 그 치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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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이 설치된 곳 역시 학교에서 안 교육을 통해 안내되어 있어 학생들이 

체로 알고 있다. 학교보안 의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어 치 번호가 뜨게 되

어 있으며, 동시에 교무실에도 울리게 되어 있어, 비상벨이 작동되면 학교보안

은 출동하고, 일이 종료된 후에 교무실의 부 를 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면담한 학교에서 비상벨이 작동된 경우를 조사해 보니, 부분은 학생들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여 비상벨이 울린 은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몇 번 정도 비상벨이 울린 이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사례 5][사례 5]

실질적인 거는 아니고, 장난으로 애들이 많이 해요. 저 놀이터 옆에도 있거든요. 애

들이 뭐 놀다가도 뜻 없이 누르고 그러죠(바다초 차윤수 교감).

리 에서는 학생 간의 말싸움 에 한 아동이 벨을 러 출동한 이 있다. 

학생들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벨이 울리면 학교보안 이 출동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사례 6][사례 6]

비상벨이 저희가 한 두어 번인가 울려가지고요. 사실 진짜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

고 아이들이 잘 모르고요. 자기가 조금 불리했을 때, 싸울 때 불리했는데도 누른 적이 

있고요. 내가 불리하니까 도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누른 거죠(누리초 김성호 교장).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로 들어 온 주민이 비상벨을 작동시킨 희한한 상황이 

청산 에서 발생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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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사례 7]

실제로 작동된 건 아니고요 애들이 장난삼아 작동한 게 한 번 있었고요. 어떤 할아

버지께서 보안관한테 할 말 있다고 저걸 눌러가지고 작동시킨 적 있었는데요. 저거

는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한 후, 작동방법하고 주의할 사

항 그걸 다 교육을 시켰더니, 몇 건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장난으로 한 적은 없어

요. 실제상황도 없었어요(청산초).

그러나 학교 장의 실제 기 상황에서 비상벨이 작동된 은 면담학교에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 설치된 비상시스템의 역할과 효과에 해서 교사

들은 CCTV만큼 호의 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CCTV가 사후 확인 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비상벨은 에서 본 것처럼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8][사례 8]

제가 보기에 저 비상벨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누르기가 참 힘들어요. 비상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큰 효과는 없는 

거 같고요(청산초 최남희 부장).

[사례 9][사례 9]

저희가 다섯 군데 돼있어요. 실질적인 거는 아니고, 장난으로 애들이 많이 해요. 저 

놀이터 옆에도 있거든요. 애들이 뭐 놀다가도 뜻 없이 누르고 이러면 울리죠. 저위에

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 비상 때는 그 저 효과 있다는 얘기, 있다고 보질 않는데요. 

오히려 애들한테는 그냥 장난거리 하나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죠(바다초 차윤

수 교감).

비상벨의 효과에 해 정 인 평가를 하진 않지만, 정말  상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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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사례 10][사례 10]

저희들이 인제 주로 후미진 곳에,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저기 옥상 올라가는 그런

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약한 자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에다 그 벨은 SOS벨을 해놨습니다. 높이도 아이들 

높이로 해놨어요. 그것도 뭐 예방효과가 꽤 있다고 봅니다(누리초 김성호 교장).

[사례 11][사례 11]

애들 한두 번 해보고 지겨워서 안합니다.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근데 있으면 만약에 

하나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일어

난 게 큰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아름초 남기준 교장).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시스템의 효과를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약을’ 한 비라는 것이 장의 지배 인 의견이다.

(3) 관리의 문제점 및 어려움

학교 면담에서 제기된 학교안 시설의 문제   어려움은 주로 CCTV에 

한 것이다. 주요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TV의 통합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설치 시기도 다르고 설치 주체도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등 설치 지원을 해주는 곳이 다르다. 그 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CCTV를 한 곳

에서 통합하여 모니터링하여 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 으로 각기 다

른 설치로 인해 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CCTV 운 의 어려

움을 말한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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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사례 12]

모니터가 당직실에 있는데, 이런 것을 작년에 한 대 설치했어요. 올해 하나 또 만들

어요. 이제 세 개가 되는데, 전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 

얼굴이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이제 통합해야죠(바다초 차윤수).

둘째, 모니터 리 담 인원이 없어 실시간 확인이 충실하지 못하다. 등학

교마다 CCTV 모니터는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CCTV 모니터는 교무실 는 

행정실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지만,22) 학교보안 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

다.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사람들이 늘 있는 곳이긴 하지만 항상 업무를 하는 

곳이어서 모니터 화면을 계속 주시하는 사람은 없다.

[사례 13][사례 13]

제가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숙직실에 하나 있거든요. 또 교무실에도 사실은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화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수는 사실 없어요. 아시다시피 자기 업무가 있는데, 거기 교실에 사무실에 CCTV 있다 

그래서 그 CCTV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누리초 

김성호 교장).

셋째, CCTV 모니터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지나친 화면 분할로 사물 인식

이 어렵다. 에 기술한 담 인원의 부재도 있지만, 방문한 학교들은 모니터 

한 에 작게는 5 , 많게는 11 의 CCTV에서 보내는 화면이 보인다. 실

으로 한 에 학교를 들고 나는 차량과 사람들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화면 분할

로 히는 화면이 매우 작으며 화질 역시 흑백이어서 선명하지 않다.

22) 방문 학교의 교무실의 한켠에 모니터가 달려 있으며, 실시간으로 촬 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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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사례 14]

현재 되어 있는 그 모니터 상태가 CCTV, 이렇게 보듯이 희미해요, 희미하고 선명치

가 않고. 그리고 이제 화면 하나에 분할되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깐 어떻게 보면 그거를 관리하는 분이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위에 

있어서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볼 때 아니면 관리한다고 쳐다본다는 그건 못해요. 그

냥 켜놓고 있는 상태죠. 그나마도 혹시나 뭐 사무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쉴 때나 이

렇게 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선명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가 못해요(바라초 차윤수 교감).

2. 학교보안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학교보안관 운영 실태

(1) 학교보안관 배치 후의 변화

재 서울시내 등학교에는 학교당 2명의 학교보안 이 배치되어 있다. 학

교 보안 은 아침부터 녁까지 학생들의 안 을 해 등⋅하교 지도, 교내 순

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학교보안 이 배치된 후 학교에서 느끼는 변화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보안 이 배치된 것 자체가 외부에 한 경계를 의미한다. 학교보

안 이 제복을 입고 교문 앞에서 출입 통제를 함으로써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

이 쉽게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학교보안 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부인들이 함부로 학교에 들고 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15][사례 15]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외부인이 학교에 오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를 많이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제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많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충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제복을 입고 있는 자체가, 왜 우리가 저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도 보면 

경찰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아! 근처에서 뭐 나쁜 짓은 안 되겠다 마음먹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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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안관 제복을 입고, 훈시를 하고, 딱 있으니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

계가 철저하구나. 뭐 그런 거를 갖고도 저는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으로 생각을 하는데요(누리초 김상호 교장).

둘째, 학교보안 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철 히 리한다. 학교보안 의 

주요 업무  하나가 출입 리이다.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학교보안 실에 

들러 학교를 찾아온 목 을 알리고 출입일지에 입교 시간과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다음 외부인 방문증을 받아 패용한 후 학교로 들어갈 수 있다(<그

림 4-7>, <그림 4-8> 참조). 방문한 학교의 학교보안 실에는 출입 리 일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안내를 받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림 4-7> 출입관리 일지 <그림 4-8> 방문객 출입증

면담학교들은 학교 출입 리가 철 해지고 엄격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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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사례 16]

학교보안관님이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왔는지, 아까 보셨으면 

아시잖습니까? 왜 오셨는지, 또 이제 방과후학교로 왔으면 방과후학교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렇게 다 물은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담당선생님한테 이런 사람이 

찾아오기로 했는데요. 만나기로 하겠습니까. 인터폰한 다음에 들여보내죠.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왜 왔는지 목적을 확실히 해야죠. 근데 외부인이라고 

하면 그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학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말 하게 

돼있죠. 그런 경우는 바로 들키게 되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방문증을 목에 걸고 

들어가게 합니다(아람초 남기준 교장).

교사들은 학교보안 의 출입통제에서 로다운 면모를 본다고 말한다. 혹시 

학생들의 안 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될 경우, 꼭 확인을 거쳐 출입을 허

락하고 있다. 아름 의 학교보안 은 학생이 찾아와 학생을 찾으면 핸드폰으

로 사진을 어 송하여 맞는지를 확인하는 등 로다운 직업의식을 보이기도 

한다.

[사례 17][사례 17]

학교보안관의 업무가 학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그리고 폭력이

나 이런 데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상급생들이 와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건데, 우리 학교보안관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왔다 그러면 걔들이 왜 왔는지, 또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정확히 다 파악하세요. 그리

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걸 사진을 찍으세요. 와서 방문해서 너희들 뭐 둘러댔다 할

지라도 진짜 그런 목적하고 달라서, 선생님한테 핸드폰으로 전송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요(아름초 남기준 교장).

셋째, 학교보안  배치로 외부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여 안

심할 수 있다. 학교보안 과 경찰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구성원들

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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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사례 18]

우선 마음이 든든해요. 문제가 생기고 연락하면, 출동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준

다, 그리고 일단은 외부인에게 1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있죠(바다초, 김병희 교감).

교사들도 학생들이 교사들의 에 띄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늘 학교보안 이 학교 안 에서 순찰하면서 안 을 지

키고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인 것이다.

[사례 19][사례 19]

애들이 이렇게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구역이 있잖아요. 특히나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서 보안관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지켜봐주니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주 좋

죠(청산초 최남희 부장).

(2) 학교구성원의 반응

학교보안  배치에 해 학교구성원은 호의 이며, ‘성공 인’ 일이라고 말

한다. 외부인의 출입으로 성폭력 등 학교안 에 을 느 던 등학교로서는 

상시 출입 통제를 한다는 에서 교사나 학부모 모두 반응이 좋다. 다음은 바다

의 학교보안 제에 한 평가이다.

[사례 20][사례 20]

김병희：안전문제에 있어서 보안관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주 잘 한 겁니다. 정말, 아주 

성공한 거예요.

연구자：어떤 점에서 그러신가요?

차윤수：이분들이 많이 통제를 하죠.

김병희：일단 그분들 활동이 아침부터 교문, 정문에 서서 교통지도부터 시작을 해요. 

7시 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비상벨 누르면 거기 또 통제가 되고,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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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고 9시까지 저희가 퇴근할 무렵부터는 아예 우리 현관문에 서서 다 

통제를, 그렇지 않으면 퇴근한 후에는 당직기사 한 명 딱 계시거든요. 이분들

이 저녁 7시 반인가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그 뒤에 외부 출입인들도 통제가 

되고요,

차윤수：많아요, 좋아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다투고 그럴 때도 그렇고요(바다초).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학교보안 이 있기 때문에 안 해졌다고 생각

하고 신뢰하는 편이다.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통제를 받아 기에는 불

편함을 느 지만 정착되면서 자녀들을 안 하게 보호해 다는 신뢰가 생긴 것

이다.

[사례 21][사례 21]

최남희：보안관, 보안관님이 있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불편하긴 해요. 통제를 한다든

가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훨씬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생각

이 돼요. 보안관님이 있으니까요.

연구자：지역민들은 이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통제 때문에요. 

최남희：그렇죠. 이 지역주민들이 운동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제재를 하니까 그

런 면은 있죠. 그치만은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청산초).

학부모도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차 학교보안 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갖

게 된다. 학교보안 이 자녀를 안 하게 해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호

의다.

[사례 22][사례 22]

부모님들도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내 자식을 지켜주시는 분이니까요. 호의적으

로 하고요. 보안관들도 이제 대부분 출입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갖고 알

고 있죠. 이제 차량 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도 보안관은 아셔요(누리초 김성

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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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보안관 운영 변경에 따른 문제점

2012년 3월부터 학교보안  운 방식이 기존의 시 탁에서 학교장 직  선

발방식으로 바 었다. 직 으로 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느끼

는 불편함은 상 으로 큰 것으로 면담 결과 나타났다.

첫째, 학교구성원은 업무 증가를 우려한다. 면담 학교의 학교보안 은 올해 

신규로 채용된 경우가 없었으며, 작년에 학교보안 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다시 

채용된 것이 부 다. 그 기 때문에 학교보안 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

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존과 달리 학교장이 직  학교보안 을 선발

해서 채용하는 것은 여러 모로 학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에

서 탁을 하면 학교보안  련 업무가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례 23][사례 23]

우선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는 우리 학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됐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았는데요(청산초 최남희 부장).

둘째, 체 인력이 없어 학교보안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학교직 으

로 학교보안 이 바 면서 학교 장에서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의 단 발생 

시 이를 신할 인력의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에서 불편이 발생한다.

[사례 24][사례 24]

어느 학교에서 보안관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상을 당했다고 하든가, 병가

를 내게 되었다든가 그러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잉여인력이 와서 그 

시간을 커버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두 명을 임용한 체제로 하다 보니

까, 대체 보안관을 세울 수도 없고, 한 사람 보고 12시간 근무하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취약시간대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바다초 차윤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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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문한 다솔 는 학교보안 이 장기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병가 낸 동안에 학교보안  업무를 해  체 인력을 하게 구해야 했다.

[사례 25][사례 25]

저희가 갑자기 구했어요. 이분도 그렇게 수술이 오래 될 줄 모르시고 금방 나온다 

이러는데요. 보안관님이 저렇게 병가를 내실 때, 구해야 되잖아요. 저희가요. 그럴 때 

빨리 오늘 중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인력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

죠. 지금은 이제 계약이 넘어오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업체는 손을 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구해야 

할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다솔초 김미영 교장).

셋째, 학교보안  리가 부담스럽다. 학교 직 으로 바 면서 학교는 선발

과 채용만이 아니라 리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 다고 생각한다. 면담한 

학교의 교사들은 그동안 시가 업체에 탁했을 때는 학교보안 의 리, 평가 

등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직 인 상황에서는 학교보안 의 근무 등을 리해

야 해서 부담스럽고 일이 많다고 여긴다. 다음은 학교의 리 부담에 한 바다

의 사례이다. 

[사례 26][사례 26]

교감들은 그랬어요. 왜 이게 갑자기 학교에서 채용부터 시작을 하라고 할까? 그러

면 아무래도 그 전에도 담당교사 내지는 부장이 있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다 시작

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무시간 체크 그리고 이번에도 온 거 보니까 평가도 학교 자체

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기본자료 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시에서 계속 

임용을 했어요. 특별한 그 뭐 학교 평가 요구하지 않고, 간단하게요. 근데 자세하게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바다초 차윤수 교감).

넷째, 인력 교체가 수월하지 않다. 학교직 으로 바 면서 학교보안 의 근

무상태나 불만이 있을 경우, 기존처럼 탁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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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학교 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기존 탁체계에서는 

학교보안 을 학교가 리하지만 리의 최종 책임이 탁업체에 있었기 때문

에 학교 측에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재의 직

 시스템에서는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는 어려움이 있다.

[사례 27][사례 27]

달라진 건 없죠. 물론 이분들이 인사권자가 학교장이니까 더 성실히 하겠다는 마음

은 있을 수 있으나, 작년에도 제가 관리자로 봤을 때 불성실한 면이 있다 그럴 땐 일

단 한두 번 말씀드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는 저희가 그 위탁관리

업체한테 부탁을 하면 얼른 교체가 가능했거든요(누리초 김성호 교장).

3. 학교안전 요구사항

1) 학교보안관제 관련 요구

학교보안 제와 련한 요구는 직 환으로 인한 학교 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한 요구와 처우에 한 것이다.

첫째, 학교보안  인력풀의 구성이다. 학교보안 이 근무할 수 없는 일이 발

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마련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

란다.

둘째, 학교보안 의 보강이다. 재 학교규모와 계없이 등학교 1개당 2

명의 학교보안 이 배치되어 있는데 학교규모가 크거나 출입문이 여러 곳인 학

교는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학교 장의 요구이다. 특히, 면담한 

바다 는 복합화 시설이 있고 교문이 4개여서 이에 한 요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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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8][사례 28]

적은 학교도 두 명이고, 큰 학교도 둘, 우리 학교 규모가 어떤 학교 두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도 두 명이고, 우리도 두 명이면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보안관의 배치를 늘려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계속 순찰을 도는 거죠. 

교대로, 계시고 또 한 번 돌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바다초 차윤

수 교감).

셋째, 학교보안 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 재 학교보안 실이 비좁아서 하

루 종일 업무를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학교 리자들은 말한다.

[사례 29][사례 29]

제가 가보면 조금 거기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근무할 장소로는 

조금 협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놓고 했는데, 좁은 곳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좁은데다 컴퓨터고 

다 갖다드리긴 드렸는데, 그분들 근무하는 장소가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죠(누리초 김성호 교장).

2) 학교안전시설 관련 요구

학교안 시설 련 요구는 CCTV에 한 것과 학교 개방에 따라 안 펜스 

등의 시설 설치에 한 것이 주다.

먼 , 실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이다. 재 교사 외곽에

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합화 시설 등으로 기존 교사와 달리 학교에 후

미진 곳이 많아지면서 이런 곳은 실내이더라도 CCTV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4-9> 참조). 따라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교문에서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실내 출입에 한 철 한 통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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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사례 30]

차윤수：건물 내 지하가 있어요. 외부에는 CCTV가 있는데 건물 내부에 지하가 있어요.

연구자：학교 건물 중에 지하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차윤수：있어요. 거기가 완전지하가 아니고 저쪽에요. 주차장이 통하고 그래요. 저쪽

에 통하는, 거기에 우유창고가 있어요.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요. 그러

다 보니까는 흔한 말로 준취약지구죠.

<그림 4-9> 지하로 통하는 계단(바다초)

다음은 외부인과 학생들의 교내 통로를 구분할 수 있는 담 는 통로를 설치

해 달라는 요구이다. 이는 외부인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거나 복합화 건

물이 있어 정문을 통해 복합화 시설인 수 장, 헬스장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학교에서 주로 제기되는 요구이다. 청산 는 지역민이 정문과 후문 사이의 

길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상황이어서 수업 시간에도 후문을 폐쇄할 수 없고, 학



제4장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분석：질적 분석  65

교보안 은 정문에만 있어 학생안 을 염려하고 있다. 이런 곳에 학생과 지역

민을 분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사례 31][사례 31]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가장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학로 통행로 쪽에 

담장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문제예요. 그렇게 담장을 하게 되면 보안관실에서 위

쪽에서 오는 사람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사람, 올라오는 사람 다 통제를 할 수 있거

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문 후문이 다 개방된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청산초 최남희 부장).

제3절 소결

서울시 학교안  실태를 알아보기 해 교사와 학교보안 을 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 다. 일반 인 학교 안 에 한 사항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안  사업에 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TV 설치에 해 교사들은 체 으로 정 인 입장을 보인다. 

CCTV가 학생들의 안 에 크게 기여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외부인과 학생들

에게 기본 인 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사건에 해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도 높게 평

가하고 있다. 그러나 CCTV가 근본 인 문제 을 사 방하거나 해결하는 용

도가 아니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 실시간으로 학생 안 이 

당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둘째, CCTV 설비의 리 체계와 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 않다. 

재 CCTV의 설치 주체가 각기 달라 통합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인력도 부족하며 선명하지 않은 화질, 지나친 화면 분할로 

실질 인 사물인식이 어렵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설치된 CCTV를 극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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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 인 문제 이 존재한다. CCTV 설치가 실질 으

로 학생안  향상에 도움이 되기 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비상벨에 한 의견 역시 만약의 사고에 비하여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어 효용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학교보안 제도에 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학생 모두 정 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 이에 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안 이 출입을 통제하여 방문자의 신원을 악하는 과정에서 무

단 침입에 의한 범죄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에서 호응이 크다. 그

러나 학교보안 을 운 하는 과정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보안  운

 방식이 기존의 시 탁에서 학교장 직 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학교 자체

으로 운  과정상 발생하는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보안  선

발을 한 업무량 증가와 더불어 인력의 부재 시 체 인력을 자체 으로 수

하기 어렵다는 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학교보안 의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학교의 황에 맞춘 학교보안 과 설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장에

서는 일 으로 배치되는 학교보안 이나 CCTV 기기를 학교 실에 맞춰 제

공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학교보안 이 학교 규모와 계없이 1개교당 2명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출입구가 많거나 학교규모가 큰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조에 따라 취약지역에 한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학교보안 의 자격요건 에서 체력이 요하다는 이 자주 언 되고 

있다. 학교보안 은 부분 60  이상이므로 효과 인 업무 수행을 해서는 

정기 인 교육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학교보안 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

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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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교보안 의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재 학교보안 이 CCTV를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보안 실에서 즉각 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리를 비

우고 학교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실 으로 수시로 CCTV 모니터링 업

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한 학교보안 에 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단순 

경비로 취 받거나 무단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더불어 학교보안  내부 으로는 보안  연령이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 자기 방어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가 어렵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학교안  개선을 한 극

인 산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 인 어려움이 많아 학교와 학교보안 의 양측 

모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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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 분석：

실증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실시

1) 조사목적

서울시 등학교 안  황  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이 설문의 결과는 서

울시 내 등학교의 안 황을 악하고 차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한 정책 제안에 반 하 다.

2) 조사기간 및 방법

2012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 까지 자 공문을 이용한 웹 기반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3) 조사대상

서울시 내 사립 등학교를 제외한 556개 모든 국⋅공립 등학교(2012년 10

월 기 )의 학생안 담당교사(생활부장)와 재직 인 학교보안 을 상으로 

학교 안 실태와 인식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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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내용

학교용 설문을 통해 해당 학교의 안  황과 주변 배경, 학교안 에 한 

인식  리 실태, CCTV나 비상벨 등 학교 안 시설, 학교보안  제도와 효과

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학교보안 으로서 교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한 질문과 학교보안

 제도에 한 보안 의 인식  보완 , 보안  입장에서 학교안  개선을 

한 의견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 다.

구분 내용

학교용

학교현황

�학교의 배경과 환경

(교문개수, 담장유무, 학교복합화시설 유무, 학내 안전사고발생

건수 등)

학교안전 인식 및 안전관리 

실태

�학교 내외부 안전성에 대한 인식

�학생안전관리 사항

�학교안전 저해 원인 등

학교 안전시설
�학교안전시설 설치 실태

�CCTV, 모니터, 비상벨 등 관리실태

학교보안관 제도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한 인식

�보안관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 등

학교보안관용

학교보안관 업무 �학교보안관의 주요 업무와 역할

학교보안관 제도 �보안관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보완점

학교 안전시설 개선 �학교안전 개선을 위한 의견

<표 5-1> 설문조사 내용

2. 설문 회수

1) 회수율

서울시내 국⋅공립 등학교 556개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2개교가 조사에 응해 74.1%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조사응답률은 동남권

에 소재한 학교가 81.7%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에 소재한 학교는 67.6%로 가



제5장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 분석：실증 분석  73

장 낮았다. 학교보안 의 회수율은 73.2% 는데, 응답률은 재 국공립 등학

교에 의무 으로 2명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토 로 국⋅공립 등학

교 556개교에 재직 인 학교보안 을 1,112명으로 추정하여 산출하 다. 권역

별로 보면 동북권이 71.1%로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권역 소재지
학교 학교보안관

학교수 응답수 회수율(%) 보안관수 응답수 회수율(%)

도심권

종로구 12 10 83.3 24 21 87.5

중구 9 6 66.7 18 16 88.9

용산구 14 10 71.4 28 22 78.6

소계 35 26 74.3 70 59 84.3

동북권

성동구 19 18 94.7 38 33 86.8

광진구 19 11 57.9 38 23 60.5

동대문구 18 16 88.9 36 29 80.6

중랑구 21 12 57.1 42 29 69.0

성북구 24 16 66.7 48 29 60.4

강북구 13 7 53.8 26 22 84.6

도봉구 21 11 52.4 42 30 71.4

노원구 38 26 68.4 76 51 67.1

소계 173 117 67.6 346 246 71.1

서북권

은평구 26 19 73.1 52 41 78.8

서대문구 14 8 57.1 28 22 78.6

마포구 21 19 90.5 42 31 73.8

소계 61 46 75.4 122 94 77.0

서남권

양천구 30 20 66.7 60 41 68.3

강서구 35 29 82.9 70 58 82.9

구로구 24 18 75.0 48 31 64.6

금천구 17 12 70.6 34 20 58.8

영등포구 23 19 82.6 46 29 63.0

동작구 20 16 80.0 40 30 75.0

관악구 22 15 68.2 44 35 79.5

소계 170 129 75.9 340 244 71.8

동남권

서초구 22 16 72.7 44 33 75.0

강남구 31 26 83.9 62 49 79.0

송파구 37 26 70.3 74 55 74.3

강동구 26 26 100.0 52 34 65.4

소계 115 94 81.7 230 171 74.3

계 556 412 74.1 1112 814 73.2

<표 5-2> 설문조사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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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특성

(1) 학교 

설문조사에 응한 학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학 수가 24개 이하로 학년당 

4개 학  이하인 학교가 101개교로 24.5%를 차지하고 한 학년당 7개 학  이상

이라 할 수 있는 42개 학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가 25.5%에 달하며, 학교당 

평균 학 수는 33.6개로 나타난다. 개교연도를 보면, 1980년 이 에 개교한 학

교가 48.1%로 반가량에 달하며, 1981년~1990년 사이에 개교한 학교는 

30.6%, 1991년 이후 개교한 학교는 21.4%로,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학교안 과 련이 깊은 교문 개수를 조사해 본 결과, 반 

이상인 60.4%가 2개 이하, 38.8%는 3개 이상으로 나타나 학교당 평균 2.4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다.

교사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한 등학교는 체 412개교  206개교로 반

에 해당하 다. 학교 담장을 보유한 학교는 392개교로 95.1% 으며, 보유하지 

않은 20개교는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담장을 없앤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복합화 

시설이 있는 학교는 105개교로 응답 학교의 1/4에 해당하며, 학교복합화 시설

은 1개동인 학교가 87.3% 반면, 3개동 이상인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해 학교복합

화시설이 있는 등학교는 평균 으로 1.14개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한 학기 동안 안 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77.9%의 학교가 1건 

미만인데 비해 3건 이상 발생한 학교는 13.8%로 조사되어 학교당 평균 1.14건

의 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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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배경 구분 빈도 % 평균

학급수

24개 이하 101 24.5

33.625~41개 207 50.2

42개 이상 104 25.2

개교연도

1980년 이전 198 48.1

1974.71981~1990 126 30.6

1991년 이후 88 21.4

교문개수
2개 이하 249 60.4

2.4
3개 이상 160 38.8

교사신축(리모델링)여부
유 206 50.0

-
무 206 50.0

학교담장
유 392 95.1

-
무 20 4.9

학교복합화 시설
유 105 25.5

-
무 307 74.5

학교복합화 시설 개수

(보유 학교)

1개 89 87.3

1.19
2개 8 7.8

3개 이상 5 4.9

소계 102 100.0

안전사고 발생건수

1건 미만 304 77.9

1.14
1~2건 32 8.2

3건 이상 54 13.8

소계 390 100.0

계 412 100.0 -

<표 5-3> 학교 특성

(2) 학교보안관

학교보안 의 배경변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에 응한 814명의 

보안   남자가 780명으로 체  95.8%를 차지해 남성이 압도 으로 많았

다. 연령을 보면 61세~69세가 69.0%, 60세 이하는 23.0%에 불과해 반 이상

이 60세 이상이며, 학교보안  평균 연령은 62.5세로 조사되었다. 근무 경력을 

보면 1~2년 근무가 83.4%로 부분이었다. 2년 이상 근무는 4.3%로 나타났는

데, 이 경우는 학교보안 제 시행 기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 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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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보면, 경찰이 210명(25.8%), 군인이 216명(26.5%)으로 가장 많고, 이

어 교원이 110명(13.5%), 공무원이 96명(11.8%), 소방 이 4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살펴보면 공직이 아닌 사기업 근무자(회사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안 과 련된 경력 혹은 자격 요건에 해 살펴본 결과 반 

이상이 보안업무와 련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련 경력

이 없거나 교육을 받은 이 없다는 응답도 22.9%에 달해, 학교보안 을 한 

업무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보안관 배경 구분 빈도 % 평균

성별
남자 780 95.8

-
여자 34 4.2

연령

60세 이하 187 23.1

62.5(세)
61~69세 562 69.4

70세 이상 61 7.5

소계 810 100.0

배움터 지킴이 경력
유

1년 미만 23 2.8

 2.3(년)
1~2년 176 21.3

2년 초과 108 13.3

소계 310 38.1

무 504 61.9 -

보안관 근무경력

1년 미만 99 12.2

 1.9(년)
1~2년 679 83.4

2년 초과 35 4.3

결측 1 .1

과거 직업

교원 110 13.5

-

경찰 210 25.8

군인 216 26.5

소방관 4 .5

공무원 96 11.8

기타 178 21.9

경력 또는 자격증

(중복선택)

경호관련 경력 205 25.2

-

보안업무 교육이수 464 57.0

상담 등 자격보유 82 10.1

기타 210 25.8

없음 186 22.9

계 814 100.0

<표 5-4> 학교보안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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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분석

통계 패키지 PASW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교차분석, ANOVA, 

T검증을 실시하 다.

제2절 학교안전 인식과 안전관리 실태

1. 학교안전 인식

서울시 등학교에서는 학교안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학내와 주변 

환경에 한 안  인식을 5  척도로 조사하 다. 

‘학내 시설은 안 하다’는 평균 4.26 (5  기 ), ‘학교폭력으로부터 안 하

다’는 평균 4.17 으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학교폭력에서도 ⋅고등학교보

다 등학교가 안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의 침입

으로부터 안 하다’는 3.75 으로 나타나 학내 안 과 학교폭력에 비해 안 에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한 ‘등하굣길 교통사고로부터 안 하다’는 3.60 으로 가장 낮고, ‘학교 주

변지역 환경이 안 하다’ 역시 평균 3.67 으로 낮아, 등학교가 학교 주변 환

경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등학교 주변지역이 스쿨존으

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교는 여 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

의 분석 결과는 다음 그래 와 같다.

<그림 5-1> 학내외 안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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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에 한 인식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구체 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내 시설의 안  인식은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부록표 3-1> 참조).

다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학교안 사고 발생건수에 따라 학내 시설의 

안 에 해 어느 정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F=2.66, p=.071). 특

이한 은 안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학교에서 학내 시설을 더 안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내 시설의 안 에 해 경각심

을 가지는 학교일수록 안 사고의 발생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부터 안  인식에 한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배

경 변인에 따라 학교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록표 3-2> 참조). 

셋째,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 에 한 인식에서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교문 개수와 학교 담장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5-2>, <그

림 5-3> 참조). 교문 개수가 3개 이상인 학교보다 2개 이하인 학교가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더 안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문 개수가 많으면 출

입자 리에 어려움을 겪어 외부 침입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교 담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 하

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상 등학교  20개교가 담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담장이 없는 학교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

(2.95 )로 외부인 침입에 안 하다는 인식이 낮았다.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된 담장이 없는 학교에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 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는 것은 학교안 을 해 등학교의 담장 재설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부록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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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외부침입으로부터 안전인식

(차이검증)

<그림 5-3> 외부침입으로부터 안전인식

(차이검증)

넷째, 등⋅하교 교통사고로부터 안 에 한 인식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5-4> 참조). 동남권

에 치한 학교는 평균 3.89 으로 등하굣길 교통사고로부터 가장 안 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 로 동북권의 학교는 평균 3.55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상 으로 동북권 학교의 주변교통 환경에 한 안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재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학 수나 개교연도에 따른 집

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 수나 개교연도는 학교의 내부 인 요소와 

련이 깊고, 교통사고처럼 학교 주변 도로 환경 등에 향을 받는 요소는 소재

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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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등⋅하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인식(차이검증)

다섯째, 학교 주변 환경에 한 인식에서는 소재지별, 개교연도에 따른 집

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5-5>, <그림 5-6> 참조). 먼 , 소재지

별로 보면, 동남권 학교들이 주변 환경을 가장 높게 안 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반면, 서북권 학교들은 주변 환경에 한 안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개교연도로 보면, 1980년 이후 개교 학교가 1980년 이  개교 학교보다 주변

지역 환경을 더 안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최근 개교 학

교는 재개발계획에 따른 새로운 주거단지의 형성과 함께 설립되어, 그 이 의 

개교 학교보다 상 으로 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부록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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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학교 주변 환경 안전인식

(차이검증)
<그림 5-6> 학교 주변 환경 안전인식

(차이검증)

2. 학생안전 관리 실태 및 저해 원인

1) 안전관리 실태

등학교에서의 반 인 학내 학생안  리 실태를 안  표지  부착, 운

동장과 통행로의 구분, 안  창살과 안  바 설치, 안  지침 비치, 정기 인 안

검 실시 등으로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험장소나 시설물에 안  표지 이 부착되어 있다’는 93.7%, ‘운동장과 통

행로가 구분되어 있다’는 93.9%의 학교가 ‘ ’로 응답하 다. 안  창살  안

바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9.8%, 안  상태를 검하기 한 지침을 비치

하고 있는 학교는 93.4%이며, 학교안 을 한 시설  장소에 한 정기 검

은 95.1%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등학교에서의 학

교안  리 실태는 비교  양호한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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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위험장소나 시설물에는 안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② 운동장과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다. ③ 교실과 

복도 창문에 안전 창살 및 안전 바가 설치되어 있다. ④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지침이 비치되어 

있다. ⑤ 학교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림 5-7> 학내 학생안전 관리 시설물 실태

2) 학교안전 저해 원인과 개선 사항 

(1) 저해원인

등학교에서 학교안 을 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조사한 결과, 50.2%가 담

당 인력의 부족을 들어 다른 의견에 비해 두드러진 응답률을 보 다. 이는 국⋅

공립 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  2명과 학생안  담 교사(생활부장)가 

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질  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

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12.9%가 학내 안 을 한 련 시설의 

부족, 10.2%가 학내 안  련 산의 부족을 해 원인으로 지목하 다. 

13.7%의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 주변 환경의 취약 (유해업소, 교통 문제 등)과 

외부인 출입통제의 어려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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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학교안전 저해 원인

한편, 학교안  해 원인에 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교연도와 

학교안 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5-5> 참조). 1980

년 이 에 개교한 학교는 학교안 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런 차이는 유의미하다. 개교연도가 오래된 학교는 시설이 낙후

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안 사고 발생건수가 1건 미만인 학교는 학내 안

을 한 산 부족을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비해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안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학교는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주변 환경의 취약

이나 학교 주변의 다른 시설물들과 연결되어 있어 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

생하는 문제  때문에 기타 요소를 선택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학교 주변 스쿨존을 학교와 지역 주민이 더불어 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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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개교

연도

80년 이전 26 13.1 105 53.0 4 2.0 18 9.1 12 6.1 3 1.5 30 15.2 198 100.0

32.259**

(.001)

1981~1990 20 15.9 64 50.8 7 5.6 17 13.5 5 4.0 6 4.8 7 5.6 126 100.0

1991년 이후 7 8.0 38 43.2 9 10.2 7 8.0 2 2.3 6 6.8 19 21.6 88 100.0

계 53 12.9 207 50.2 20 4.9 42 10.2 19 4.6 15 3.6 56 13.6 412 100.0

안전

사고

1회 미만 39 12.8 159 52.3 12 3.9 36 11.8 11 3.6 10 3.3 37 12.2 304 100.0

21.557*

(.043)

1~2회 6 18.8 13 40.6 3 9.4 3 9.4 3 9.4 0 0.0 4 12.5 32 100.0

2회 초과 6 11.1 23 42.6 2 3.7 2 3.7 2 3.7 5 9.3 14 25.9 54 100.0

계 51 13.1 195 50.0 17 4.4 41 10.5 16 4.1 15 3.8 55 14.1 390 100.0

* p<.05, ** p<.01

보기：① 학내 안전을 위한 관련시설이 미흡하다. ② 학교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③ 학내 구성원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 ④ 학내 안전을 위한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⑤ 안전 관련 제도(법, 규정 등)가 미비하다. 

⑥ 학내안전을 위한 운영 매뉴얼이 없다. ⑦ 기타

<표 5-5> 학교안전 저해 원인(차이검증)

(2) 학교안전 개선 사항

학교안 을 개선하기 해 가장 요한 것에 해 우선순 로 조사하 다. 

조사 결과, 1순 에서는 40.5%의 응답자가 학교안 을 담당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16.5%가 학교 안 을 한 산 지원 확 , 15.8%는 

구성원들의 학교안  의식고양을 꼽았다. 2순  응답에서는 24.5%가 학교 안

을 한 산 지원 확 를 선택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9%가 구성원들의 학

교안  의식 고양이라고 응답하 다.

이는 학교안 을 해하는 요소로 학교안  담당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학교안 을 개선하기 해 무엇

보다 인력 확충이 가장 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순  응답에서 20.9%가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구성원의 학교안  

의식이 커져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은 기본 인 학교 시설과 충분한 산도 

요하지만, 지역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안 에 

한 의식 수 을 높이는 것이 요함을 시사하는 바다. 따라서 지역민을 상으

로 안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민과 함께 학생들의 안

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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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학내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학교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늘어야 한다. ③ 학교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④ 학교장의 학교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구성원들의 학교안전 의식이 커져야 한다. ⑥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

어야 한다. ⑦ 학교안전을 위한 법 또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⑧ 기타

<그림 5-9> 학교안전 개선 사항(우선순위)

한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별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교 담장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그림 5-10> 참조). 담장이 없는 학교는 담장

이 있는 학교보다 학내 안 시설 확보를 1순 로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기 때

문이다. 담장이 없는 학교의 총 빈도가 20개교에 불과해 이 을 유의하고 결과 

값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담장 역시 학내 안 시설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안  개선을 한 2순 에서의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CCT5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5-11>, <부록표 3-6> 참조). CCTV를 5

 이하 보유한 학교는 학내 안 시설 확보를 6  이상 보유한 학교보다 더 많

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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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학내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학교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늘어야 한다. ③ 학교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④ 학교장의 학교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구성원들의 학교안전 의식이 커져야 한다. ⑥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

어야 한다. ⑦ 학교안전을 위한 법 또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림 5-10> 학교안전 개선 중요점(차이검증：1순위)

보기：① 학내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학교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늘어야 한다. ③ 학교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④ 학교장의 학교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구성원들의 학교안전 의식이 커져야 한다. ⑥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

어야 한다. ⑦ 학교안전을 위한 법 또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림 5-11> 학교안전 개선 중요점(차이검증：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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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교안전시설 운영 실태

1. 학교안전시설 설치

1) 안전시설 설치대수

학교안 을 한 CCTV, 모니터, 비상벨의 설치 수를 조사하 다. 먼 , 

CCTV는 학교당 평균 10.1 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수가 

6~10 인 학교가 체의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  이하인 학교가 

19%로 나타났다(<그림 5-12> 참조). 16  이상 설치한 학교도 12.8%나 되었는

데, 이는 학교복합화 시설이 있는 학교나 신축 학교(BTL)의 경우로 추정된다. 

CCTV의 주 설치장소는 교문 앞, 주차장, 출입구 등이다.

<그림 5-12> CCTV 설치대수

둘째, 모니터의 설치 수는 학교당 평균 3.17 이며, 과반수(50.4%)의 학교

가 3 의 모니터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13> 참조). 모니터의 설

치장소는 교무실, 당직실, 보안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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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CCTV모니터 설치 개수

셋째, 비상벨은 학교당 평균 5.4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5개가 설치된 학교

가 57.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개 이하인 학교는 14.9%에 불과하다

(<그림 5-14> 참조). 비상벨은 교사 내 복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5-14> 비상벨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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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추가 설치

(1) 추가 설치 필요성

CCTV 추가 설치에 해 57.6%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설치 수에 따른 유의미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5-15>, <부록 표 3-7> 참조). 설치 수가 16  이상인 학교

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학교 지원에서 복 

지원과 지역 불균형을 이기 해서는 학교의 황을 분명하게 악하고 필요

성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추가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5> CCTV 추가 설치 필요성 <그림 5-16> CCTV 추가 설치 필요성

(차이검증)

(2) 추가 설치 불필요 이유

CCTV 추가 설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학교는 ‘ 재 설치 수로 충분하

다’는 의견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사생활  인권침해 소지에 한 우려도 

20.0%로 나타났다(<그림 5-17> 참조). 학교당 평균 설치 수가 10 가 넘는 상

황이므로 추가 설치에 한 학교의 호응은 높지 않은 편이며, 사생활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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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등의 우려로 추가 설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한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소재지나 학 수, 개교연도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교문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그림 5-18>, <부록표 3-8> 참조). 

CCTV, 모니터, 비상벨 모두 재의 설치 수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

으나, 교문 개수가 3개 이상인 학교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에 한 염려 비율이 

높았다. 한 교문 개수가 3개 이상인 학교는 기타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 는

데, 주 의견은 직 인 모니터링 등을 한 인력 투입이 더 시 하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설치에 해 신 하게 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기：① 현재 설치 대수로 충분하다. ②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더 이상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

③ 학교안전의 예방효과가 적다. ④ 설치 및 유지 비용에 예산 소모가 크다. ⑤ 기타

<그림 5-17> CCTV 추가 설치 불필요 <그림 5-18> CCTV 추가 설치 불필요

(차이검증)

(3) 교사 내 CCTV 설치

‘복도⋅계단에 CCTV 설치’에 한 학교의 의견은 평균 3.56 (5  척도)으

로 찬성하는 쪽의 비율이 조  더 높았다. 그러나 ‘교실 내 CCTV 설치’에 한 

의견은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1.85 으로 반 하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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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참조).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추가 으로 분석한 결과, 학 수와 CCTV의 추가 필요 

수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그림 5-20>, <부록표 3-9> 참

조). 학 수가 많은 큰 규모의 학교가 은 규모의 학교보다 설치 의견이 더 높

았다. 이는 학 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학내안  확보의 어려움도 커

져, 학내 안 시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19> CCTV 교사 내 설치에 대한 동의

<그림 5-20> 복도⋅계단 CCTV 설치(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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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시설 관리

1) CCTV 관리 실태

(1) CCTV 모니터링 담당자

CCTV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보안 이 주로 확인한다는 의견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보안 과 담당교사가 번갈아가면서 확인한다는 

의견이 22.1%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도 20.9%를 차지했는데, 응답내용은 교

감, 당직자, 학교보안 , 행정실직원 등 담당자들이 번갈아가면서 확인한다는 

것으로 다수가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5-21> 참조).

모니터 수를 기 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그림 5-22>, <부록표 3-11> 참조). 즉, 모니터가 6  이상인 학교는 학교

보안 과 담당자가 번갈아가면서 확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모니터가 2개 이

하인 학교는 당직자가 확인한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가 많은 경우 혼자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수의 인원이 리를 하게 되고, 모니터가 은 경우 당직자 혼자 확인해도 충

분히 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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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특별히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 ② 주로 학교보안관이 확인한다. ③ 주로 담당교사가 확인한다. ④ 학교보

안관과 담당교사가 번갈아가며 확인한다. ⑤ 주로 당직자가 확인한다. ⑥ 기타 

<그림 5-21> CCTV 모니터링 확인 담당자 <그림 5-22> CCTV 모니터링 확인 담당자 

(차이검증)

(2) 실시간 모니터링 여부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학교는 체의 78.4%로 상당히 많은 학교

에서 확인을 해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21.6%로 드러나, 모니터 확인이 어려운 이유를 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5-23> CCTV 모니터 실시간 확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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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단 간의 차이 검증 결과 CCTV  모니터 개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그림 5-24>, <그림 5-25>, <부록표 3-12> 참조). CCTV가 11~15

개인 학교의 실시간 확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개~10개 이하인 학교의 실시

간 확인 비율이 뒤를 이었다. 상 으로 CCTV가 5개 이하거나 16개 이상인 

학교는 실시간 확인 비율이 낮았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도 3 인 학교가 2개 이

하거나 4개 이상인 학교보다 실시간 확인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한 숫자의 

CCTV와 모니터를 보유한 학교가 이에 한 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 로 각 학교의 규모별로 정한 CCTV와 모니

터 숫자를 산정하여 계획 으로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4> CCTV 모니터 실시간 확인 필요성

(차이검증)

<그림 5-25> CCTV 모니터 실시간 확인 필요성

(차이검증)

(3) 녹화 확인 빈도

학교에서 CCTV 녹화를 얼마만큼 자주 확인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56.1%의 학교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확인하고 있으며, 매일 확인하는 학교

는 17.2%, 일주일에 한번정도 확인하는 학교도 10.2%로 나타났다(<그림 5-26> 

참조). 이에 따라 CCTV 녹화 화면 확인 빈도의 정한 수 을 악하여 제시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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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담장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부록표 3-13> 참조), 담장이 없는 학교가 담장이 있는 학교

보다 교내 안 에 한 경각심이 더 높아 화면을 정기 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5-26> CCTV 녹화 화면 확인 빈도

(4) 모니터링 시 어려움

CCTV 모니터를 리할 때 겪는 어려움에 해, 1순 에서는 ‘모니터링 담 

인력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화질로 선

명도가 낮아 사물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은 28.9%로 많았다. 2순 에서는 ‘다분

할로 화면이 작아 신원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28.4%, ‘모니터링 담 인력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23.3%로, 체 으로 CCTV 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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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낮은 화질로 선명도가 낮아 사물인식이 어렵다. ② 다분할로 화면이 작아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 ③ 

설치 모니터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④ 설치된 CCTV 및 모니터의 기종이 

제각기여서 통합관리가 어렵다. ⑤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모니터실(장소)이 마땅치 않다. ⑥ 모니터

링 전담 인력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

<그림 5-27> CCTV 모니터 관리 애로사항 인식

한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보면 1순 에서는 CCTV 수, 모니터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참조). CCTV 보유 수

가 6  이상인 학교는 CCTV 보유 수가 5개 이하인 학교보다 다분할 화면으

로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CCTV 설치 수 확충만

이 아니라 모니터의 질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CTV가 5  

이하인 학교와 모니터가 2  이하인 학교는 ‘설치 모니터의 수가 으로 

부족하다’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았다. 이는 으로 수가 

부족한 CCTV와 모니터로는 학교 안 을 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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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CCTV

개수

5개 이하 21 27.3 7 9.1 14 18.2 2 2.6 0 0.0 33 42.9 77 100.0

37.513**

(.001)

6~10개 46 28.2 33 20.2 5 3.1 8 4.9 6 3.7 65 39.9 163 100.0

11~15개 34 29.8 23 20.2 2 1.8 8 7.0 4 3.5 43 37.7 114 100.0

16개 이상 16 30.8 10 19.2 3 5.8 1 1.9 0 0.0 22 42.3 52 100.0

계 117 28.8 73 18.0 24 5.9 19 4.7 10 2.5 163 40.1 406 100.0

모니터 

개수

2대 이하 33 28.0 14 11.9 14 11.9 4 3.4 5 4.2 48 40.7 118 100.0

20.783*

(.023)

3대 62 30.5 42 20.7 8 3.9 8 3.9 2 1.0 81 39.9 203 100.0

4대 이상 22 26.8 16 19.5 2 2.4 7 8.5 3 3.7 32 39.0 82 100.0

계 117 29.0 72 17.9 24 6.0 19 4.7 10 2.5 161 40.0 403 100.0

CCTV

필요

대수

2대 이하 32 32.0 9 9.0 9 9.0 2 2.0 3 3.0 45 45.0 100 100.0

18.659*

(.045)

3~5대 30 34.1 21 23.9 7 8.0 6 6.8 2 2.3 22 25.0 88 100.0

6대 이상 12 40.0 4 13.3 5 16.7 1 3.3 0 0.0 8 26.7 30 100.0

계 74 33.9 34 15.6 21 9.6 9 4.1 5 2.3 75 34.4 218 100.0

* p<.05, ** p<.01

보기：① 낮은 화질로 선명도가 낮아 사물인식이 어렵다. ② 다분할로 화면이 작아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 ③ 설치

모니터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④ 설치된 CCTV 및 모니터의 기종이 제각기여

서 통합관리가 어렵다. ⑤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모니터실(장소)이 마땅치 않다. ⑥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

<표 5-6> CCTV 모니터 관리 애로사항(차이검증：1순위)

한 2순  응답의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교연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3-14> 참조). 1980년 이 인 학교는 

1981년 이후인 학교보다 다분할로 화면이 작아 신원확인이 어렵다를 2순 로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개교연도가 1991년 이후인 학교는 모니터링 

담 인력의 부족을 꼽은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고 안 시설도 상 으로 잘 갖춰져 있어 시설보다 인력의 필

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단된다.

2) 비상벨 관리 실태

(1) 핫라인 구축

주변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한 학교는 95.9%에 달하며, 4.1%의 학교는 핫

라인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의 학교는 핫라인이 없어 비상시 

경찰과 공조 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으로, 재 서울시가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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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안 사고에 응하기 한 핫라인 구축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모든 학교에 핫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림 5-28>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여부

(2) 비상벨 관리

학교에서 비상벨의 사용 상황, 사용 방법, 설치 장소와 치, 비상벨 작동 시 

응 등 반 인 비상벨 리에 해 조사하 다. 조사 결과 각각의 평균 수

는 4.51, 4.53, 4.34, 4.46 으로 매우 높아 비상벨 련 사항이 비교  잘 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9> 비상벨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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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벨을 사용해야 할 상황의 숙지에 해서는 비상벨 개수에 따른 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0>, <부록표 3-15> 참조). 비상벨이 

4개 이하인 학교가 5개 이상인 학교보다 비상벨 사용 상황을 알고 있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벨을 교내에 더 많이 설치한 학교일수록 비상벨에 

한 근성이 높아 비상벨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해 학생들에게 더 숙지시

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비상벨 사용방법의 숙지에서는 소재지나 학 수, 개교연도에 따른 차

이는 없으나, 비상벨 개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림 5-31>, <부록표 3-16> 참조). 비상벨이 4개 이하인 학교가 평균 4.15 으

로 세 집단  가장 낮았으며, 5개인 학교는 평균 4.56 , 6개 이상인 학교는 

평균 4.65 으로 차 평균 수가 높아진다. 이는 비상벨을 더 많이 설치한 학

교일수록 사용방법을 더 잘 숙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학교에서 비상

벨 련 교육이 더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5-30> 비상벨 사용 상황 숙지(차이검증) <그림 5-31> 비상벨 사용 방법 숙지(차이검증) 

셋째, 비상벨 설치 장소와 치의 숙지에 한 집단 간 차이검증에서는 비상

벨 개수와 CCTV 개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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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그림 5-33>, <부록표 3-17> 참조). 비상벨 개수를 기 으로 분석한 결

과 이  문항과 같이 비상벨이 교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평균 수가 높

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32> 비상벨 설치 장소⋅위치 인식

(차이검증)
<그림 5-33> 비상벨 설치 장소⋅위치 인식

(차이검증)

넷째, 비상벨 작동 시 학교의 응에 한 숙지에서도 비상벨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그림 5-34>, <부록표 3-18> 참조). 앞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상벨이 더 많은 학교일수록 구성원들이 비상벨에 한 

응을 숙지하는 정도가 높다.

<그림 5-34> 비상벨 대응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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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안전시설의 효과

1) 효과 있는 학교안전 시설

학교안  리시설 실태 조사 결과 학교에서 학생안  리시설물이 확보 된 

상태이나, 안  바와 안  창살이 미설치된 학교가 10%에 이르러 안 시설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교안  시설에 한 효과를 악하

는 것도 요하다.

78.6%의 학교는 학교보안 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해 시설물보다 인력

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CCTV는 14.8%로 나타나 시설물 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35> 참조).

학교보안 에게 동일하게 학교안  시설  효과가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68.2%가 CCTV를 선택해 가장 많았으며(<그림 5-35> 참조), 이어 7.0%가 비상

벨, 6.4%가 안 바와 창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11.4%)을 선택한 학교보

안 들은 담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학교 담장 역시 학교안 의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학교보안관은 기타로 질문함

<그림 5-35> 학교 안전시설 및 인력에 대한 효과성 인식(학교, 학교보안관)

2) 학교안전을 위한 개선 시설

학교보안 을 상으로 ‘학교 안 을 해 보완  개선이 시 한 것’을 조사

한 결과, 24.1%가 출입구를 선택해 가장 많았으며, CCTV가 22.2%, 사각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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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항목(18.7%)에 한 주된 의견은 학교 담장을 

개선해야 한다(펜스 설치 등)는 것으로 외부인 리를 해 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6> 보완⋅개선이 시급한 학교 시설물(학교보안관)

제4절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

1. 외부인 출입 실태

학교의 외부인 출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88.8%의 학교가 학교보안 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4.1%의 학교는 방문 약을 통해 철 하게 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한다고 응답한 학교

도 1.9%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학생안 을 한 외부인 출입 리에 좀 더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37> 참조).

<그림 5-37> 서울시 초등학교 외부인 출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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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인 출입관리 개선

외부인 출입 리 개선 방향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방문자는 보안

실의 안내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는 평균 4.84 으로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

다. ‘사 에 방문 약을 한 경우에 한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평균 3.66

으로 평균 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 이며, ‘학부모  지역 주민이 출입 가능한 

공간과 통로를 제한하여 지정한다’는 평균 3.98 으로 높은 동의수 을 나타내

고 있다. ‘명찰을 패용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게 한다’는 평균 2.68

으로 평균 수를 하회하는 부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림 5-38> 참조). 

학교의 의견은 체 으로 학교보안 실을 통한 출입에 무게 심을 두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사 방문 약이나 지정된 공간, 통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리하는 방안에 해서도 정 인 것으로 악된다.

문항 내용：1. 모든 방문자는 보안관실의 안내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

2.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경우에 한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3. 학부모 및 지역민이 출입 가능한 공간과 통로를 제한하여 지정한다.

4. 명찰을 패용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38> 외부인 출입관리 개선방향

구체 으로 출입 리 개선 방향에 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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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모든 방문자가 학교보안 실의 안내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는 문항은 

복합화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유의미하게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39>, <부록표 3-20> 참조). 복합화 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물과 련된 근성이나 이용도가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모든 방문

자를 지속 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둘째, 사  방문 약을 한 경우에 한해 출입시킨다는 문항은 소재지, 개교연

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5-40>, <부록표 3-21> 참조). 동남권이 

평균 3.99 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북권이 평균 3.39 으로 동의 정

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생활수 과 환경에 따른 향일 수 있으

며, 안 에 한 경각심이 동남권이 높은 편이고 서북권이 상 으로 낮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  개교 학교는 사 약에 한해 출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학부모  지역민이 출입 가능한 공간과 통로를 제한하여 지정한다는 

문항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3-22> 참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개교연도를 기 으로 보았을 때 

1980년 이  개교 학교는 외부인 출입구역 지정에 해 평균 4.11 으로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1981년 이후 개교 학교는 평균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개교연도가 오래된 학교는 상 으

로 시설이 낙후되어 리가 더 용이한 구역 지정 방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명찰 패용을 통해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문항에 한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는 학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부록표 

3-23> 참조). 24개 학  이하 학교보다 25개 학  이상 학교에서 이 문항에 동

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규모가 커질수록 학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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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교사의 리 불가능한 범 가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 규모에 계없이 학교당 2명씩 배치하는 학교보안 과 학내 안 담당 교사

로는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의 리구역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잠재 인 안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5-39> 학교보안관실 확인절차(차이검증) <그림 5-40> 사전 방문 예약(차이검증)

제5절 학교보안관제 실태

1. 학교보안관제 운영

1) 학교보안관 선발

(1) 선발 방식

① 직접선발 방식 찬반여부

학교보안  직 선발에 해 78.2%의 학교가 찬성하고, 21.8%의 학교가 반

하여 과반수가 학교 직 선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그림 5-41> 참조).

학교보안  직 선발 찬반 의견에 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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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수에 의한 집단구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다(<그림 5-42>, 

<부록표 3-24> 참조). 교문 개수가 3개 이상인 학교는 2개 이하인 학교보다 직

선발 방식에 해 반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보안 을 배

치해야 할 장소가 많을수록 직 선발을 반 하는 입장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1> 학교보안관 직접선발 <그림 5-42> 학교보안관 직접선발(차이검증)

학교보안  직 선발에 찬성하는 이유로 64.6%가 학교에 합한 사람을 선

발하기 용이하다는 을 선택하 다(<그림 5-43> 참조). 직 선발에 반 하는 

이유로는 44.6%가 학교보안  선발에 따른 업무 증가를 꼽아 업무 가 에 해 

염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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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학교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용이하다. 

② 학교장이 선발권자여서 학교보안관을 관리

하기 쉽다. ③ 학교보안관의 보수가 향상된다. 

④ 기타

<그림 5-43> 학교보안관 직접선발 찬성이유 

보기：① 학교보안관 선발에 따른 업무가 증가한다. ② 

학교보안관에 대한 학교장 관리 책임이 커진다. ③ 

학교보안관의 휴가, 병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④ 보안관의 능력, 

의지 등 자격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⑤ 기타

<그림 5-44> 학교보안관 직접선발 반대이유  

(2) 선발 기준

학교보안  선발 기 에 해 학교와 학교보안 에게 조사하 다. 학교 응답

을 보면, 1순 로 57.5%가 사명감을 선택하 으며, 이어 28.9%가 경험(과거경

력)을 선택하 다. 2순 로는 47.6%가 경험(과거경력)을, 25.2%가 사명감을, 

21.2%가 체력을 선택하 다.

학교보안 의 응답을 보면, 1순 로 51.1%가 사명감, 27.1%가 경험을 선택

하여 학교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2순 로는 36.5%가 경험을 선택해 가

장 많았으며, 이어 27.1%가 사명감을, 23.1%가 체력을 선택해 학교보안 은 체

력 인 부분도 요시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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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학교보안관 선발기준(학교) <그림 5-46> 학교보안관 선발기준(학교보안관)

2) 학교보안관 업무

(1) 수행 업무

① 우선 수행업무

학교보안 이 우선 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 1순 로 47.7%가 외부인 출

입자 통제  확인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30.1%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

를 들었다. 2순 로 가장 높은 의견은 1순 와 마찬가지로 외부 출입자 통제 

 확인(34.2%)이었으며, 그다음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28.2%)로 나타

났다. 즉, 학교보안 은 외부인 출입 통제와 등⋅하교 시 교통지도를 가장 우선

인 업무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장 조사한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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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 ②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확인. ③ 학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순찰. ④ 학생 폭력 및 외부인 폭력 행위에 대한 통제. 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현장 선도 활동. ⑥ 

CCTV 모니터 확인

<그림 5-47> 학교보안관 우선수행 업무 인식

한편, 우선 수행업무에 해 학교보안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

해 보았다. 먼 , 1순  분석 결과 자격 보유 유형에 따라 업무의 우선순 에 

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8>, <부록표 3-25> 참조). 경호나 

보안 련 경력 집단은 외부 출입자 통제  확인을 선택한 비율이 반가량으

로 매우 높았다.

반면, 상담 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학교보안 은 외부 출입자 통제  

확인을 선택한 비율이 더 낮고 학생의 등⋅하교 교통지도를 1순 로 꼽은 비율

이 상당히 높았다. 보안 경력 학교보안 은 외부 출입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방

비하는 차원에서 신원확인과 출입 통제에 더 경각심을 가지는데 비해, 상담 등 

자격 보유 학교보안 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련된 안 사고라 할 수 있는 

교통 지도에 상 으로 더 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학교보안 의 과거직업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5-49>, <부록표 3-26> 참조). 학생 등하교 

교통지도에 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생 폭력  외부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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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에 한 통제에서 과거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 다. 경찰⋅군인⋅소방  

집단은 교원⋅공무원 집단보다 학생 폭력  외부인 폭력행 에 한 통제를 

든 비율이 더 높아 과거 직업 경험에 따라 우선 수행업무에 한 태도가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8> 학교보안관 우선수행 업무

(차이검증：1순위)
<그림 5-49> 학교보안관 우선수행 업무

(차이검증：2순위)

보기：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 ②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확인. ③ 학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순찰. ④ 학생 폭력 및 외부인 폭력 행위에 대한 통제. 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현장 선도 활동. ⑥

CCTV 모니터 확인

② 중요업무

학교보안 이 가장 요한 업무로 인식하는 것에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1순 에는 외부 출입자 통제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학생  외부

인 폭력 행 에 한 통제가 35.9%, 등⋅하교 지도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2순 에는 외부 출입자 통제  확인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학생 폭력 

 외부인 폭력행 에 한 통제가 23.1%로 나타나 1순  선택과 유사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체 으로 ‘외부 출입자 통제  확인’을 가장 요한 업무로 보고 있는 

은 실제 우선 수행업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 행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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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두 번째로 요한 업무라는 의견은 실제 수행업무와 약간의 차이를 보

다. 학교보안  업무에서 폭력 행 에 한 통제는 요도가 매우 높으나 자

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기：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 ②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확인. ③ 학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순찰. ④ 학생 폭력 및 외부인 폭력 행위에 대한 통제. 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현장 선도 활동. ⑥ 

CCTV 모니터 확인

<그림 5-50> 학교보안관 중요업무 인식

(2) 업무 만족도

학교보안 은 업무 만족도가 평균 4.11 으로 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51> 참조).

구체 으로 집단에 따라 업무 만족에 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그림 5-52>, <부록표 3-26> 

참조).

업무 만족도는 경찰⋅군인⋅소방  직업을 가졌던 학교보안 이 평균 4.02

, 교원⋅공무원 직업을 가졌던 학교보안 이 평균 4.14 , 그 외 기타 직업군

은 평균 4.27 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경찰⋅군인⋅소방  직업을 가졌던 학

교보안 이 상 으로 업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과거 직업과 달리 학교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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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이 작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51> 학교보안관 업무만족도 <그림 5-52> 학교보안관 업무만족도(차이검증)

(3) 근무 시 애로사항

학교보안 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을 조사한 결과, 1순 로는 ‘출입 

통제에서 지역민의 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각지 ,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을 효과 으로 리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29.0%, ‘구성원이 학교보안 을 보안 문 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

이 17.6%로 나타났다.

2순 로는 ‘사각지 ,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을 효과 으로 리하기 어렵다’

는 의견에 28.5%로 가장 많았으며, 학내 출입 통제 등 지역민의 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25.2%로 뒤를 이었다(<그림 5-53> 참조). 지역민의 조

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애로 으로 높게 지 된 결과로 보건 , 학내 

안 에 한 지역 구성원의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보안 의 애로사항에 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보면, 1순 에서는 배

움터 지킴이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그림 5-54>, <부록표 3-30> 참조), 2순 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제5장 서울시 학교안전 실태 분석：실증 분석  113

가 나타나지 않았다(<부록표 3-31> 참조).

배움터 지킴이 경력이 있는 집단은 지역민의 조를 구하기 어렵다와 사각지

,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의 효과  리가 어렵다는 데 더 높은 의견을 주었다. 

배움터 지킴이 경력이 있는 집단은 학교보안  이 에 직 인 업무 련 경

험이 존재하여 구성원들의 조와 련된 주변 환경 문제에 한 인식보다 직

인 업무 련 애로사항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다. ②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③ 학교 구성원

(학생⋅학부모⋅교사)이 학교보안관을 보안전문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④ 학내 출입통제 등 지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⑤ 학교 안의 사각지대,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⑥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범죄를 홀로 관리⋅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⑦ 기타

<그림 5-53> 학교보안관 근무 시 애로사항 <그림 5-54> 학교보안관 근무 시 애로사항

(차이검증：1순위)

2. 학교보안관제 효과

1) 배치 후 효과

학교를 상으로 학교보안  배치 후 학내 안 이 향상되었는가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를 보면 99.0%의 학교가 학내 안 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학교

보안 이 학내 안 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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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은 1%에 불과하다.

안 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에 따른 학내 안  강

화(61.2%)를 가장 많이 선택하 다. 다음으로 학교보안 의 배치로 심리  안

감을 확보하 다는 응답이 27.4%, 외부인에게 경각심을 줘서 안  방 효과

가 커졌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나 다각도로 안 도가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56> 참조).

학내 안 이 향상된 에 하여 학 수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

증되었다(<부록표 3-32> 참조). 24개 학  이하 학교에서 ‘외부인 통제로 학내 

안 이 강화되었다’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42개 학  이상 학교는 ‘교내 

안 에 한 심리  안 감이 확보되었다’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보기：① 학내 사고발생이 줄었다. ② 학생 간 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가 줄어들었다. ③ 외부인 출입 통제로

학내 안전이 강화되었다. ④ 학교보안관 배치로 교내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되었다. ⑤ 외부

인에게 경각심을 줘서 안전 예방효과가 커졌다. ⑥ 기타

<그림 5-55> 학교보안관 배치 후 학내안전 

향상 인식

<그림 5-56> 학교보안관 배치 후 학내안전이 

향상된 점

2) 학교 안전에 기여한 점

학교보안 에게는 학교보안 으로 학교안 에 기여한 을 조사하 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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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를 보면 1순 로는 ‘출입 통제로 학내 안 이 강화되었다’가 55.5%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보안  배치로 교내 안 성에 해 심리  안 감

이 확보되었다’가 27.0%로 나타났다.

2순 로는 ‘학교보안  배치로 교내 안 성에 해 심리  안 감이 확보되

었다’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외부인에게 경각심을 줘서 방

효과가 커졌다’가 29.2%로 악되었다.

<그림 5-57> 학교보안관의 학교안전 기여도 인식

3. 학교보안관제 개선사항

1) 학교보안관제의 부족한 점

학교보안 제도의 미흡한 에 해서는 ‘근무시간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다’

는 의견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제압 등 신속한 응에 역부족’이라

는 의견이 24.3%로 뒤를 이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안 을 개선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10.2%나 되었다(<그림 5-58> 참조).

재 배치 인력으로 학교안 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다른 질

문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를 개선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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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제압 등 신속한 응에서도 역부족이라는 응답은 실제 폭력의 제압이 

실 으로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할 학교보안 의 기 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5-58> 학교보안관 제도의 미흡한 점

2) 학교보안관제 보완 방향

학교보안 제도 보완 방향에 한 인식을 학교와 학교보안 을 상으로 

조사하 다. 조사항목은 ‘ 재 2인에서 추가 배치한다’, ‘주  근무시간을 

재보다 늘린다’, ‘주말 근무를 시행한다’, ‘자격을 갖춘 청장년층도 학교보안

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학교보안 에 한 력조회를 강화한다’, ‘경찰

에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학교보안  배치보다 학내 경찰을 배치한다’

의 7개이다.

학교의 경우 학교보안  력조회 강화는 평균 4.35 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주  근무 시간 연장은 평균 3.23 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학교보안 의 추가 배치는 평균 4.03 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 으며, 

경찰 에 하는 권한 부여는 평균 3.71 , 학교보안  지원 상 확 는 평균 

3.70 , 주말근무는 평균 3.64 으로 보통 이상의 동의 수 을 보 다.

학교보안 의 경우 학교보안 에 한 력조회를 강화한다는 평균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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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높았고, 주  근무시간을 재보다 연장한다는 평균 1.54 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보안 의 력조회나 권한 강화에는 학교의 입장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학교보안  추가 배치는 학교가 평균 4.05 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지만, 학교보안 은 평균 3.05 으로 도  입장이 많아 차이를 보

다.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근무시간 연장을 비롯하여 주말 근무 방안이

다. 학교는 찬성 정도가 보통 수 보다 조  더 높았으나 학교보안 은 체

로 반 하는 의견을 나타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

인 향을 받는 학교보안 이 근무조건의 악화 등을 우려해 동의 정도가 낮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학내 배치 시간을 늘리려면 재 인력의 근

무 시간 연장보다 인력 확충을 통한 합당한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5-59> 학교보안관제 보완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각 문항에 한 집단 간 차이를 구체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안  추가 배치 방안에 한 집단별 차이에서 학교는 학 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24개 학  이하 학교보다 42개 학  이상 학교가 

학교보안  추가 배치에 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부록표 

3-34> 참조). 이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재 배치된 학교보안 의 인력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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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교보안 의 차이 검증 결과, 경력 2년 과 집단이 추가 배치에 부정 인 

입장이 많은 반면, 2년 이하인 집단은 추가배치에 해 도 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 기부터 근무한 학교보안 이 업무의 숙련

도가 높아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보안  근무시간 연장에 한 학교 입장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체 으로 모든 집단이 보통 정도의 동의 수 을 나타내고 

있었다(<부록표 3-35> 참조). 학교보안 의 근무시간 연장 방안에 해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공통 으로 학교보안 은 주  근무시간 연장에 해 

반 하는 의견을 보 지만, 보안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은 평균 1.34 , 2년

을 과한 집단은 평균 1.63 으로 보안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이 근무시간 

연장에 해 더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3-36> 참조).

셋째, 학교보안 의 주말근무에 한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학교는 개교연

도에서, 학보교안 은 보안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부록표 

3-37>, <부록표 3-38> 참조). 개교연도가 더 오래된 학교는 평균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0년 이  개교 학교가 학교보안 의 주말 근무 방안에 

더 동의하고 있어, 주말 근무를 통한 학교 안 강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보안 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1년 미만 경력 집단이 2년 

과 경력 집단에 비해 더 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보안  선발 상을 은 층으로 확 하는 것에 해 학교는 개교

연도, 학교보안 은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되

었다(<부록표 3-39>, <부록표 3-40> 참조). 개교연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1980년 이  개교 학교는 평균 3.84 으로 가장 높은 반면, 1991년 이후 개교 

학교는 평균 3.47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교연도가 오래될수

록 학교보안  선발 상층을 넓히는데 동조 인 것은 학교시설이 낙후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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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경이 열악해 고령층보다 은 층의 보안 인력을 더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보안  력조회 강화에 한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와 학교보안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록표 3-41>, <부

록표 3-42> 참조).

여섯째, 학교보안  권한 강화에 한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는 신축 교사가 

있는 학교는 그 지 않은 학교보다 유의미한 수 에서 동의 정도가 더 높고, 학

교보안 은 경찰⋅군인⋅소방  직이 교원⋅공무원⋅기타 직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3-43>, <부록표 3-44> 참조).

일곱째, 학내에 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에 한 차이 검증 결과, 학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부록표 3-45>), 학교보안 은 소재지

와 배움터 지킴이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부록표 3-46>). 동

의 정도는 도심권(1.63 )이 가장 낮은 반면, 동남권(1.96 )은 가장 높았으나, 

반 으로 학내 경찰 배치에는 부정 인 입장(1.7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

움터 지킴이 경력 집단이 그런 경력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평균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움터 지킴이 경력 학교보안 은 상 으로 경찰 배치에 

해 더 개방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실에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제6절 소결

서울시 학내 학생안  실태와 학교보안 제에 해 학교와 학교보안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하 다.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내외 안 에 해서는 학내 시설 안 에 한 학교의 인식이 높은 

반면, 상 으로 학교 주변 지역의 안 에 한 학교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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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학교 장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의 안 에 한 염려가 커 학교 주

변 환경의 안  확보가 상 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내 

안 만이 아니라 학외 스쿨존의 운 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안 해 요인으로 학교는 안  담당 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이 에 개교한 학교들이 이후에 개교한 학교들에 비

해 안  담당 인력의 부족에 한 의견이 높아, 련 정책의 시행 시 이들 학교

에 한 우선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안 을 개선하기 한 요사항으로 학교조사에서 1순 로 역시 

인력의 확충에 한 요구가 커, 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련 

인력 확충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셋째, 학교 내 안 시설로 학교당 평균 10.1 의 CCTV, 3.17 의 모니터, 

5.44 의 비상벨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CTV의 추가 설

치에 해서는 반 이상의 학교가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추가 설치의 필

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교의 상당수는 재 설치 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한편, 교사 내 CCTV 설치에 해서는 복도⋅계단 설치는 간 정

도(3.56 )로 동의하고 있으나, 교실 내 설치는 매우 낮은 동의 정도(1.85 )로 

나타나, 교사 내 CCTV 설치에는 공론화 과정과 신 한 근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넷째, CCTV 리 실태를 보면, 학교보안 이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1/3 이상이었으며,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의견은 78.4%로 나

타났다. 녹화 화면 확인 빈도에서는 과반수(56.1%)의 학교가 상황이 발생할 경

우에만 확인하고 있어, CCTV 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모니터링에서의 애로 으로 담 인력의 부재와 낮은 선명도로 인한 사

물 분간의 어려움이 꼽 , 모니터링 인력에 한 철 한 검토가 필요하고 모니

터 품질의 개선도 시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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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교의 외부인 출입 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체로(88.8%) 학교보

안 을 통한 출입 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부인의 출입

리에 한 개선 방향에 해서 학교는 모든 방문자의 학교보안 실의 안내에 

따른 출입에 매우 정 이며(4.84 ), 학부모와 지역민을 한 공간  통로 

지정에 해서도 동의 정도가 높다(3.98 ). 그러나 명찰 패용 후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하는 방안에 해서는 매우 조한 동의(2.68 )를 하고 있어, 학교 

장에서는 학교보안 실을 통한 출입 리에 호의 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교보안 제에 한 조사에서 학교보안 은 우선 수행업무로 출입

자 통제  확인을 들고 있으며, 요 업무 역시 출입자 통제  확인을 꼽고 

있다. 한 학교보안 은 자신의 업무에 해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4.11

) 조사되었다. 학교보안 의 어려움으로 1순 에서 약 1/3(29%)이 사각지 ,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을 효과 으로 리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지 하고 있어, 

학교보안  혼자 학내 공간을 안 하게 리하는 데 애로가 크다는 것을 보여

다.

일곱째, 학교보안 의 선발과 그 기 에 해 학교는 학교의 직 선발 방식

에 해 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용이한 을 가장 큰 

이유(50.0%)로 들고 있다. 한 학교는 학교보안  선발 기 으로 사명감을 1

순 에서 가장 요하게 들고 있어(57.5%), 학교보안  조사 결과(51.1%)와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학교보안 의 경력이나 체력보다 사명감을 

더 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근무시간이나 인력의 불충분이 학교보안 제의 부족한 으로 가장 

많이(46.6%) 지 되고 있으며, 개선사항에 한 의견도 이를 잘 반 하고 있다. 

재 학교당 2인인 학교보안 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에 해 학교는 높은(4.05

) 동의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보안 은 보통 이하(3.05 )의 동의를 보여 조

이다. 주  근무 시간 연장, 주말 근무 시행, 청장년층의 학교보안  지원 가

능, 학내 경찰 배치 방안에 해서는 학교는 보통의 동의 정도를 보 으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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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안 은 체로 낮은 동의를 하고 있어, 학교와 학교보안 의 온도차를 여

실히 드러내고 있다. 학교와 학교보안 의 동의 정도가 유사한 것은 력 조회 

강화와 학교보안 에게 권한 강화 부여 방안이다. 학교보안 제 보안, 개선과 

련하여 학교의 입장과 학교보안 의 입장차가 드러나 개선책 마련에 신 해

야 할 것이다.



제1  학교안 시설 리방안 

제2  학교안  리 인력 운 방안

제3  학교-지역사회 학교안  연계 구축 방안

제4  학교안 을 한 공  기반 구축

제6장 학내 학생안전 

관리방안   

제

6

장

학

내

학

생

안

전

관

리

방

안



제6장 학내 학생안전 관리방안  125

제6장
학내 학생안전 관리방안

제1절 학교안전시설 관리방안

1. 영상관제시스템 강화

1) 학내 CCTV 통합관리실 설치

조사 결과 서울시내 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학교당 평균 10.1 이며, 교

문과 교사 ⋅후면부로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장소 는 외진 장소에 주로 설

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설치된 CCTV는 부분이 학교 건물 외부

에 있어 외부인의 침입이나 출입 단속을 한 추가 설치보다는 이미 설치된 

CCTV 등 자보안시스템 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한 것으로 단된다. 

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등 여

러 기 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학교마다 설치연도가 다른 경우가 다반

사다. CCTV 모니터가 호환 가능한 등학교도 있지만 다수의 등학교의 모니

터는 사양과 종류가 달라 서로 간 호환이 불가능하다.

CCTV 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주로 교무실, 행정실, 학교보안 실 는 

숙직실로, 여기서도 여러 CCTV에서 보내오는 상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워  

모니터링에 불편함이 수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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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내에 CCTV 통합 제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 제실에서 기종

과 설치연도가 다르더라도 학내에 설치된 CCTV에서 보내오는 상을 녹화하

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장비 노후화로 인한 CCTV의 교체와 

모니터의 교체가 상되므로 이에 따른 한 호환 방식을 마련하여 학내 통

합 제실이 상장치의 통합 리를 맡도록 한다. 학내 통합 제실은 후술할 지

역 내 CCTV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해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력하여 CCTV 교체 설치와 더불어 학내 CCTV 통합 제실 

설치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보

학교설문조사 결과 재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주로 학교보

안 이었으며, 다음으로 담당교사, 당직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학교에

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을 하고 있긴(78.4%) 하지만, 사물을 식별하고 상황 발생을 꼼꼼히 체크

하기가 힘든 것이 학교 실이다. CCTV 모니터 리에서의 어려움으로 담인

력이 없어 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단 학교에서는 CCTV 모니

터링 담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

모니터 설치 장소는 체로 교무실, 당직실 는 학교보안 실이다. 교무실

은 지속 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CCTV 상이 녹화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지켜볼 인력도 부재하다. CCTV에서 보내온 상

이 모니터에 나타나지만 다른 일로 바쁜 교직원들이 상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녹화 장면을 확인하는 것이 실이다.

학교에서 CCTV 담 인력의 배치요구가 크지만 상당한 산이 필요하기 때

문에 단기간에 이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 으로 학교

안 을 확보하기 해 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상 

통합 제실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면 학교에서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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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기 된다.

3) 교사 내(복도, 계단 등) CCTV 설치

CCTV의 설치가 학교안 과 학교의 외부 통제를 차단하는 완벽한 해법은 아

니다. 학교안 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공간  요인도 요하며, 학내 학교

안 을 한 구성원들의 노력도 요하다.

학생인권의 침해 소지로 재 CCTV는 학교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학

교 건물 내부를 촬 하는 CCTV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학교 건물이 미로처럼 복

잡하고 노후화가 심한 경우 교사 내 후미지거나 외진 곳이 많아 학교안 을 확

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CCTV를 교실을 제외한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을 검

토하길 제안한다.23)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CCTV의 복도나 계단 설치에 

해 응답자들은 평균 이상의 높은 수(3.56 )로 동의하고 있어, 이에 한 

다각 인 검토가 요청된다. 교실이 아닌 복도나 계단에 CCTV 설치는 교권 침

해의 소지가 을 것이며, 복도나 계단 등 학내 후미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 을 하는 학생 간 폭력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해 발생 가능성이 ⋅고등학교에 비해 상 으로 어 CCTV의 교실 내 

설치는 권장할 만하지 않지만, 복도, 계단 등의 설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출입관리 강화

1) 상시 출입자 출입증 발급

등학교에 출입하는 인력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학부모 외에 자원 사자, 

23) 일본의 가와사키의 한 학교는 교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모니터 리실에서 100여

에 달하는 CCTV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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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자, 평생교육 수강 지역민 등 다양한 신

분의 사람들이 출입한다. 학내 학생안 을 해서는 제일 먼  이들에 한 출

입 리부터 해야 한다.

학교에 일정 기간 이상 상주하거나 반복 으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 하도록 한다. 출입증에는 신분 확인과 유효기간도 명기하며 출입증 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출입 리를 하도록 한다.

아래 표에서 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 출입하는 인력별로 학교

의 출입가능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출입증 색깔로 구분하도록 한다. 모든 구역

의 출입이 가능한 인력, 특정시간에 특정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인력, 복합화 

시설 이용자 등에게 각기 다른 색깔의 출입증을 발 하여 패용한 출입증만으로

도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리를 철 히 할 필요가 있다.

출입가능구역
출입인력

교사(복도, 교실) 운동장 복합화 건물

교사, 학교 회계직 등 상시 상시 -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봉사자 등 
특정 시간 특정 시간 -

복합화 시설 이용자 제한 제한 특정 시간

기타(택배, 학부모 등)
제한

(지정 장소)
- -

<표 6-1> 학교 내 인력의 학교 출입시간과 출입 가능 구역(예시)

특히, 학교복합화 시설이 있는 등학교는 학교복합화 시설의 로그램을 수

강하는 지역 주민에게도 출입증을 사  발 하여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가능성을 

여 나간다.

2) 학부모 사전 방문 신청

등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고등학교에 비해 빈번한 편이다. 외부

인의 출입을 리하는 학교보안 은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이 학부모인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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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학교

보안 과 학부모 사이에서 소란이 발생하곤 한다. 자녀나 교사를 찾아오는 학

부모나 학교에서 학생안 을 해 출입통제를 해야 하는 학교보안  모두 불편

한 상황이 되기 일쑤다.

따라서 학부모는 정된 학교방문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 에 방문 신청을 

하도록 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 회원만 이용 가능한 ‘학교 사  방문 신

청란’을 마련하고, 사 신청이 수되면 학교는 담임교사나 련 교사에게 학

부모 방문을 알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학

교보안 도 학부모 사  방문 약 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 학부모

의 신원과 방문 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학교 

출입을 간편하게 한다.

다만, 사 에 학교방문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작스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학부모를 해 학교보안 실을 통한 출입은 허용 가능하도록 한다. 종 과 마

찬가지로 학교의 주출입구에 설치된 학교보안 실에서 학교보안 의 안내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나 교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학교보안 이 학

부모의 방문 목   자녀, 담임교사 등을 확인한 후 출입하게 한다.

3) 학내 인력의 전력 조회 강화

학생 아닌 성인에 의한 학내 학생안 을 확보하기 해서는 학내 인력의 자

격을 강화시키고 이들에 한 력 조회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는 <표 6-2>

와 같이, 정교사  각종 교사, 방과후강사, 스포츠 강사  학교회계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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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필수 자격 요건 관련 자격요건(필수아님) 전력조회 필수 

정교사, 기간제 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 ㅇ

영양교사 영양교사(2급) - ㅇ

사서교사 사서교사 자격증 - ㅇ

보건교사 보건교사 자격증 - ㅇ

특수교사 특수학교 교원자격 - ㅇ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 ㅇ

시간강사 2급 정교사자격증 이상 -

방과후강사 - 수업관련 자격

영어회화 전문강사 - 중등 자격증

스포츠강사(운동코치) - 중등 자격증

산학겸임교사 - -

(행정)직원 - -

학

교

회

계

직

교무실무원 - -

사무행정실무원 - -

전산실무원 -
워드 프로세스 외 전산 관련 

자격증

사서직원 - 문헌정보학-실기교사자격증

과학실험원 - 과학지도 자격연수

특수교육보조교사 - 특수교육관련 과정이수

돌봄교사 - 돌봄교사 자격증

사감 - -

조리사/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학교보안관 - -

경비원 - -

미화원 - -

<표 6-2> 학내 인력의 자격 요건과 전력 조회 여부

정교사, 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문상담교사 등은 자격 소

지자로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임용되

기 에 력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24) 학교 회계직  방과후강사, 

24) 제10조( 력조회) ① 직공무원이나 정부 리 기업체 는 기타 공공기 에서 근무한 경력

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교육공무원이 에 근무

하 던 기 의 장에게 교육공무원 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력을 조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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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 등은 필수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력 조회 필수 상도 아니다.

학내 인력의 상당수가 력 조회 필수 상이 아니어서 교사 외에 다양한 인

력의 상주는 학생안 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한 특별법’(제20조)만이 의무사항으로 아동청소년 련 기 에 종

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6] [ 통령령 제24102호, 2012.9.14, 타법개정]

제20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4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조

회는 경찰 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는 기 (이하 “아동ㆍ

청소년 련 교육기  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인 사람(이하 “취업자”

라 한다) 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 정

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2.3.13>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 서의 장은 취업자 는 

취업 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 상

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련 교육기  등의 장에게 회

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2.3.13>

재 학내 인력에 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 등 력 

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내 인력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력조회를 요청받은 기 의 장은 교육공무원 력조사서(별지 제6

호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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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을 해서는 학교회계직 등의 력조회를 필수 사항으로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이다.

3. 출입관리 시설 설치

1) 외부인 이용 통로 설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복합화사업으로 학내 복합화 시설을 갖춘 학교

가 서울시내 등학교에 20%에 육박하고 있다. 면담에서도 담당교사들은 복합

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이들에 한 출입 리에 애로를 겪는

다는 호소한 이 있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원천 으로 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을 

제하면, 학교 공간을 들고 나는 외부인의 출입을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이 학

내 학생들의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잦게 되면 그만큼 학내 학생 안 을 하는 요인이 되므로, 학생과 외

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별도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먼 , 교문에서부터 학교복합화시설까지 복합화시설 이용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펜스나 울타리로 경계를 구획한다. 다음으로 술한 것처럼, 반드시 출

입증을 패용하고 복합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한 지정 통로 외에 학

교를 방문할 경우에는 학교보안 실을 통해 확인 차를 밟고 이용하도록 조치

한다.

외부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해서는 추가 산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서울시  자치구는 학내 학생들의 안 을 확보하기 한 일환으

로 외부인을 한 통로나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문이 여러 곳인 학교와 복합화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고 

교사가 여러 동으로 되어 있어 학교보안 이 한 에 학교를 볼 수 없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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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학교에 해서는 우선 으로 외부인의 출입과 학생들의 출입이 분리되게 

별도의 통로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나간다. 지정통로 설치를 한 재원 조달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매칭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 출입 지정 통로는 일본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학내 학생안  방

법이다. 특히, 지역민의 평생학습이나 문화체육활동, 자치활동을 해 학교시설

을 제공하는 학교는 교문에서부터 지역민이 이용하는 체육 이나 다목 실 등

까지 학생들과 부딪치지 않고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  학생과 외부인

이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을 제로화하고 있다.

서울시내 등학교의 학내 안 을 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학생과 지역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분리하고, 통로 역시 분리하여 안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구획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소요되는 산을 지원해 나가

야 할 것이다.

2) 출입관리 가시성 확보 시설 설치

학교안 을 한 설계가 용되지 않은 기존 학교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인 시설을 차 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야 한다.

<주출입구 인접 공간에 안내직원 데스크 설치>

재 부분의 등학교에는 정문 는 후문에 학교보안 실이 설치되어 있

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이들의 안내에 따라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 보니 운동장과 교사가 떨어져 있는 학교는 정문 외에 측문 는 학교복합

화시설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

라서 주출입구와 교내 다른 지역 사이에 일차 근 통제실을 두고, 외부인은 반

드시 주출입구를 통해 방문하도록 한다. 한 주출입구 인  공간에 학교보안

실 등 안내 직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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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근처에 행정실 배치>

주출입구에 안내 직원 공간을 두어 일차 으로 외부인의 근을 리하는 데

서 나아가 학생안 을 한 시설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사 로비 근처

에 행정실 등 행정구역을 치시켜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도록 한다. 한 행

정실과 교무실 등에서 로비가 보이도록 유리문을 설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도

록 한다.

3)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구축

부분의 학교는 교사가 여러 동이며, 출입할 수 있는 문 한 여러 개여서 

외부인이 어디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환경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 강화학교와 마찬가지로 장기 으로는 서울시내 등학교에 출입

리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교사동에 출입통제 리더기  도어록을 설치하여, 

학생  외부인의 출입을 자 으로 제어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다인 이용

시설이므로, 인식  독에서 처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사 안에서 밖

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동 인식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안 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출입 리 보안시스

템은 CCTV의 상 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 하도록 한다.

4. 신축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적용 의무화

최근 학내의 안 을 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신설 는 신축학교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용을 의무화할 것

을 제안한다. CPTED는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내 학생안 을 넘어서는 포

으로 안 한 학교를 만들기 한 설계 방식이다. 안 설계 기 에 따라 학교 안

의 공간, 시설, 시설물의 배치, 수목의 배치 등 안 을 해하는 제 요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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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기 한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안 한 학교시설을 만드는 방법이다.

재 서울시내 등학교의 경우 노후화가 심한 3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아 

이들 학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교사 신축 는 개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학교부터 CPTED를 용하여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안 하도록 한다.

제2절 학교안전 관리 인력 운영 방안

1. 학교보안관 인력풀 운영

서울시에서 시내 등학교 556곳에 배치하고 있는 학교보안 은 올해부터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발⋅채용하고 있다. 학교보안  담당 업체에서 학교보안

을 배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등학교 장에선 학교

보안 의 병가, 휴가 등에 따른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보안

 리에 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  담당교사는 결근하는 학교보안

이 생겨도 곧바로 체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학교보안 의 부재로 인한 

안  문제를 시 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재의 학교장 채용방식을 유지하되 결원이 발생하거

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체할 인력풀을 구축한다. 학교보안  인력풀은 서울

시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란을 만들어 운 한다. 학교보안 을 지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홈페이지 구인란에 지원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

록 하여, 결원이나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언 한 것처럼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력이나 

성범죄 력 등을 조회하는 것은 필수이다.

학교보안 이 필요하게 되면 학교는 학교보안  구인 홈페이지에서 정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 한 력 조회를 경찰청과 연계해 처리하도록 하여 신

속성을 확보해 나간다(<그림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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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학교보안관 인력풀 운영

2. 경호 유경험 청장년층의 학교보안관 채용

이 연구의 조사 결과 서울시내 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보안 의 평균 연령

은 62.5세로 고령층이 학교보안 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직 교원, 경찰 , 소방  등을 학교보안 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자 등이 학교보안 으로 유입되어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이다.

외부인의 침입 시 이들을 제압할 힘이 부족하다는 학교보안 의 지 과 더불

어 70세 이상의 고령 학교보안  배치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하될 가능성

이 있다. 앞으로 학교보안 을 직 교원, 경찰  등에서 선발할 뿐 아니라 경

호 련 유경험자 는 유자격자인 청장년층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 학교보안 은 8시간 근무에 120여만 원의 여를 받고 있어 청장년층의 

일자리로는 만족할 수 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으로 여를 개선하여 학교

안 을 책임질 수 있는 보안인력으로서 청장년층의 채용을 검토해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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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청장년층의 학교보안  채용을 통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한 상황에서 경찰 이 출동하기 에 일차 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보안 에게 경찰에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도 향후 

검토되어야 한다.

제3절 학교-지역사회 학교안전 연계 구축 방안

1. 초등학교-파출소 연계：경찰관의 학교 순찰

면담조사에서 학교보안 은 학내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하는 데 어려

움이 클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과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방과후에 외부인이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의 학내 침입이나 야간에 술 취한 주민의 학교 침

입 등을 학교보안 이 제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재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스쿨폴리스(학교지원

경찰 )를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범죄 방에 력하고 있

다. 그러나 재 배치되는 학교가 안 강화학교여서 다른 학교들은 경찰 의 

조를 얻기 어렵다. 물론 학교와 경찰서는 서울시에서 구축 지원하고 있는 핫

라인(Hot-line)이 있어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비상시, 범죄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된 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니라 학

교 안 을 한 방 차원에서 단 학교와 경찰서 간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

도록 한다. 출소의 경찰 이 지역 순찰을 할 때 순찰 지역 내에 있는 등학

교를 함께 순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생들의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

업이 시작되는 오후 3~4시부터 밤 11시까지 인근 출소에서 할 구역 내 

등학교를 순찰하여 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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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단체 CCTV와 통합관리

학내 학생안 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가 함께 커가는 아이

들의 안 을 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외에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등이 학내 CCTV 설치를 지원해 왔다고 볼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내에서 CCTV를 통합 리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므

로 학내 CCTV 통합 제실의 설치를 서둘러야 하며 동시에 학내 CCTV 통합

제실과 지자체의 범죄 방을 해 설치한 CCTV통합 제센터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야간의 CCTV 모니터링은 학교가 치해 있는 자치구의 통합 제

센터와 연결하여 학내의 당직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학내 안   요인에 처해 나가야 한다. 

제4절 학교안전을 위한 공적 기반 구축

1. 학교안전지원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는 학교안 을 한 학내 시설로서 CCTV와 비상벨, 핫라인 설치와 학

교보안  인력 배치를 서울시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재는 학교안 을 

한 개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종합 인 계획의 수립이 요청

된다. CCTV와 비상벨, 학교보안 에 소요되는 서울시 교육 력국의 산은 

188여 억원(2012년 기 )으로 교육 력국 체 산에서 차지하는 비 (약 

10%) 역시 지 않다.

향후 학교안 은 학내 폭력  성폭력 등으로 그 요성이 더해 갈 것이며, 

이에 한 정책 수립의 요구 역시 증 될 것으로 망된다. 재 서울시는 학교

보안  운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등학교에 학교보안  배치를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학교안 을 한 종합 인 계획에 따른 지원 정책은 수립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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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서울시는 ‘학교안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안 지

원 종합계획에는 학교보안 의 채용과 리, 추가 배치, 학내 CCTV와 지역 내 

CCTV의 통합 제시스템 운 , 경찰서와 학교안  연계방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교안  확보 방안 등의 학교안  시설과 인력, 지역사회 연계를 아우

르는 종합 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교안전 지수 개발 및 관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교육 산으로 학교안 을 확보하기 해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안 을 평가하는 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 안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교들이 존재하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 인 지원은 효과를 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상황을 악한 맞춤

형의 학교 안 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교안 을 리하기 한 지수의 개발이 시 하다. 서울시는 서울시교

육청과 력하여 학교안 지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별로 치해 있는 주변 

지역이 차이가 커 안 을 하는 요인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CCTV나 학교보안   학교보안 실 설치를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용할 수 

없다. 어떤 학교는 서  의 CCTV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학교는 후미진 곳이 

많아 십 여  이상의 CCTV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단을 하기 해서는 학교안 지수가 필요하다. 학교안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에 따라 학교안 을 한 시설과 인력, 산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 지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의 안 과 안 시설

◦학교안  리 지침  매뉴얼 구비와 처 능력

◦안 사고 발생건수, 학교폭력  범죄건수



140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구성원의 학교안 수칙 수 정도, 안 교육 정도

◦학교 주변의 해 정도

3. 학교안전 조례 제정

단 학교에서의 학생안 을 지원하기 해 서울시도 련 조례를 제정할 필

요가 있다. 재 학교안 과 련된 법률로는 ‘학교안  방  보상에 한 

법률’ ‘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이 있다. 서울시에는 학내 CCTV 설

치에 한 조례나 학교보안  배치에 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안

과는 직 인 거리가 있지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아

동⋅청소년의 안 에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25)

서울시가 학교안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

기 해서는 법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칭) 서울시 학교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을 통해 학교안 을 지원하기 해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 서울시교육청과 

조해야 할 일, 서울시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유 기 (경찰서, 청소년 기  

등)과 력 계 등을 규정하는 법제도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25) 제11조(안 하게 생활할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 을 해치는 사고를 방하기 하여 리 체계를 구

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하여 계기   지

역 주민과 력한다.

제30조(환경의 정비 등)  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리자(이하 “시설설치 리

자”라고 한다)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의 설치 리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 리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안 을 하여 사고발생을 방하기 한 안 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해 노력하

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 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기 , 보호자, 지역

주민들과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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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제1절 결론

이 연구는 학내 안 이 받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학내 학생안 의 실태

를 악하고, 그간 서울시에서 학내 안 을 해 추진해 온 CCTV 설치 지원 

사업과 학교보안 제의 실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내 학생안 을 한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서울시 내 등학교에는 평균 10여 에 이르는 지 않은 CCTV

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 으로 리할 통합 리실  담 인력이 확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뉴얼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을 해하는 요인으

로는 담 인력이 없다는  외에도 각 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경

찰서 등)에서 지원받아 설치된 CCTV와 모니터의 기종이 제각각이고 설치연도

가 달라 일 되고 종합 인 리가 학교 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 지목

된다. 무엇보다 모니터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과도한 화면 분할 등으로 사물

을 인식하는 데 애로가 있어 재의 모니터 시설로는 제 로 된 모니터링을 하

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효과에 한 학교의 태도는 학교안 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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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 효과가 있어, 학 수가 많고 학교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학교일

수록 CCTV 추가 설치에 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2010년 이후로 180여억원의 산을 들여 서울시내 국⋅공립 등학

교에 배치한 학교보안 에 한 학교 장의 기 와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12년에 학교보안 의 임용 방식이 학교장 직 선발로 변경됨에 따라 학

교보안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었지만, 장에서는 학교보안 의 운 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보안 의 출입 리 강화로 학내 구성원  학부

모의 만족이 높다는 사실이 면담조사에서 드러났으며, 처음에는 주변 인식의 

부족으로 교문 앞에서의 충돌이 빚어지긴 했지만 차 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밝 졌다. 학교보안 제와 련하여 학교는 학교보안 의 병가 

등 유고 시에 인력을 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 다. 학교복합화 시설이 있

는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보안 일수록 출입통제 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보안 은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70

세 이상의 고령도 많고, 50세 이하는 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보안 의 고

령화로 학내 폭력  안  해 요인으로부터 하게 처할지에 한 지

이 제기될 수 있다.

학교보안 제의 개선방향에 한 학교 담당교사와 학교보안 의 입장 차이

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화하는 데 신 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  근무시간 연장, 주말 근무, 청장년층의 학교보안  선발에 해서는 양측

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 지만, 학교보안  추가 배치, 경찰 에 하는 권한 

부여, 학교보안 에 한 력 조회 강화에 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내 학생안  리방안으로 

학내 학생안 시설 리 방안, 학교안  리 인력 운 방안, 지역사회와 학교

의 학교안  연계 방안, 학교안 을 한 공  기반구축 방안의 네 가지를 제시

하 다. 세부 인 방안의 제시와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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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원을 덧붙여 제안하 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학내 학생안 을 확보하기 해 시설과 인력의 지원에 우선순

를 두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과 인력의 

지원을 해 서울시도 꽤 많은 비용을 투입하 다. 안 시설을 마련하기 한 

지원은 기 투자뿐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지속 인 교체 비용이 충당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 비용을 차 여 나가기 해서는 방안에 제

시했던 CPTED를 용한 학교설계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설학교나 신축학교

에 가  빠르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인력의 지원은 학교보안 의 추가 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재 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학교당 2명의 학교보안 은 학교안 지수가 떨

어지는 학교에는 1~2명을 추가 배치하기를 제언한다. 한 장기 으로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한 학교보안 의 배치  보안 실의 설치 지원을 확 해 

나가길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의 학교안 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

등학교의 학교안 실태를 구체 으로 악하긴 어려웠으나, ⋅고등학교는 

등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 안  문제도 커 학교보안 의 추

가 배치를 검토할 것을 희망한다.

학교안 과 련하여 시 히 추진해야 할 사항은 CCTV 모니터 환경 개선이

다. CCTV가 학내안 시설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 학교

에서 련 장비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부 한 모니터 환경 때문에 CCTV

는 외부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 실시간 확인뿐만 아니라 녹

화된 화면에서도 사물 분간이 어려워 사후 처가 힘들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

이다. CCTV가 본래의 목 로 학생안 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기 해서는 실

시간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 기능의 향상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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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를 해 모니터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우선 으로 추진할 것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학내 안 시설 설치와 인력 배치와 더불어 학교안 에 한 학

교 내외 공동체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해 실질 으로 학교안 을 담

당하고 있는 학교보안 과 교사를 비롯해 교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상으로 

한 안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외부인의 폭력 

등 험 상황에 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시와 응 방법을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안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안  담당 교

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는 학교 상황에 맞춰 문제가 다발 으로 발생하는 장소

에 해 학생들에게 사  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재 학교보안 에게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 을 한 필수교육 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한 장

기 근속자를 상으로 정기 으로 안  재교육과 함께 보안 련 자격을 갖추

도록 문 인 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간의 공통된 조 역시 요한 사항이다. 학교 내 학생들

이 보호받아야 할 상이라는 을 정기 으로 환기시키는 홍보과정이 진행돼

야 한다. 특히, 학교복합화 시설이나 학교의 평생교육 로그램 수강 주민이 증

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이 증 되는 상황에서 향후 학생안 을 

해 자발  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학교보안 을 통한 출입 

통제의 목 을 분명히 밝히고 학교안  제고를 해 공동체의 노력이 필수 이

라는 을 홍보해 나간다. 학교안 은 서울시교육청이나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

라 지역이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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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부록 1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상

－ 용 상은 ⋅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임(제2조 2항).

－ 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 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

리 상자 등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을 방하고 근 하기 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

요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함.

－청소년 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 인 학교폭력 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련시책은 반 하도록 

노력

－국가  지자체는 학교폭력 방 근 을 해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 )는 조사⋅연구와 련 본 법 제6조 ‘학교폭력의 

방  책에 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학교폭력 책 기구 설치

－학교폭력 책 원회( 책 원회)

：국무총리 소속

  * 원장 2명을 포함한 20이내 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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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  책에 한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한 평가

：학교폭력과 련 계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

사항

：학교폭력과 련 교육청, 지역 원회, 지역 의회, 자치 원회, 문단

체  문가의 요청사항

－학교폭력 책지역 원회(지역 원회)

：시⋅도 소속

  *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실무 원 구성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방 책 매년 수립

：상담⋅치료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기  지정

－학교폭력 책지역 의회(지역 의회)

：시⋅군⋅구 소속 

  *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 원으로 구성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자치 원회)

：단  학교 소속

  * 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학교폭력의 방  책에 한 사항을 심의함.

  * 학교폭력의 방  책수립을 한 학교체제 구축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에 한 선도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교육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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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방  책 담당 담부서 실치⋅운

：학교폭력 방  책에 한 실시계획 수립⋅시행 / 연 2회 학교폭력 

실태 악

－학교폭력 조사  상담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방  책에 한 계획의 이행 지도

： 할 구역 학교폭력 서클 단속

－ 계기 들과의 조 

：학교폭력과 련된 개인 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할 경찰

서장  계 기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학교장의 역할

－ 문상담교사 배치  담기구 구성

：교감, 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을 주축으로 학교폭력 문

제를 담당하는 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방 로그램 구성  실시,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방교육 등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의 학교폭력 

방을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피해학생의 보호

：자치 원회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치료를 한 요양 / 학  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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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보호

：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 보호를 해 문기

에 요양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에 한 조치

－자치 원회는 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조치를 요청(단, 의무교육과정의 경우 퇴학처분은 미 용)

：피해학생에 한 서면사과 / 신고에 한  박  보복 지 / 학

교 사 / 사회 사 /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 교체 / 학 / 퇴학처분 

－재심청구

：피해학생 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역 원회에 재심 청구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 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청

구인에게 통보 → 다시 의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행정심  제기 

가능

－분쟁 조정

：자치 원회는 학교폭력과 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함. 

：분쟁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는 그 보호자 간 손해배상에 한 합의

◦학생 보호인력의 배치 등

－국가와 지자체 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방하기 해 학교 내 학생

보호인력 배치 활용 가능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활용에 해서는 련 문기  는 단체에 

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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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운영업체 현황부록 2

※ 2011년도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현황

운영

업체
(주)캡스텍 (주)한덕엔지니어링 (주)현장종합관리 (주)수호시스템 

권역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학교수 136개교 155개교 133개교 129개교 

보안관

수
272명 310명 266명 258명 

관할 

자치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6개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6개구)

종로, 중구, 용산,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8개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5개구)

<부록표 2-1> 2011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현황
(단위：개교, 명) 

*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기획팀(2011).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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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부록 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0 0.0 1 3.8 14 53.8 11 42.3 26 100.0 4.38

.187

동북권 2 1.7 6 5.1 11 9.4 40 34.2 58 49.6 117 100.0 4.25

서북권 0 0.0 2 4.3 6 13.0 15 32.6 23 50.0 46 100.0 4.28

서남권 3 2.3 4 3.1 6 4.7 63 48.8 53 41.1 129 100.0 4.23

동남권 1 1.1 3 3.2 9 9.6 37 39.4 44 46.8 94 100.0 4.28

계 6 1.5 15 3.6 33 8.0 169 41.0 189 45.9 412 100.0 4.26

학

급

수

24개 이하 2 2.0 3 3.0 9 8.9 37 36.6 50 49.5 101 100.0 4.29

.168

25~41개 3 1.4 7 3.4 14 6.8 90 43.5 93 44.9 207 100.0 4.27

42개 이상 1 1.0 5 4.8 10 9.6 42 40.4 46 44.2 104 100.0 4.22

계 6 1.5 15 3.6 33 8.0 169 41.0 189 45.9 412 100.0 4.26

개교

연도

80년 이전 2 1.0 8 4.0 21 10.6 86 43.4 81 40.9 198 100.0 4.19

1.321

1981~1990 1 0.8 3 2.4 10 7.9 54 42.9 58 46.0 126 100.0 4.31

91년 이후 3 3.4 4 4.5 2 2.3 29 33.0 50 56.8 88 100.0 4.35

계 6 1.5 15 3.6 33 8.0 169 41.0 189 45.9 412 100.0 4.26

안전

사고

1건 미만 4 1.3 12 3.9 27 8.9 120 39.5 141 46.4 304 100.0 4.26

2.662

(.071)

1~2건 1 3.1 1 3.1 4 12.5 16 50.0 10 31.3 32 100.0 4.03

3건 이상 0 0.0 1 1.9 2 3.7 22 40.7 29 53.7 54 100.0 4.46

계 5 1.3 14 3.6 33 8.5 158 40.5 180 46.2 390 100.0 4.27

총계 6 1.5 15 3.6 33 8.0 169 41.0 189 45.9 412 100.0 4.26

* p<.05, ** p<.01

<부록표 3-1> 학내 시설 안전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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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0 0.0 2 7.7 14 53.8 10 38.5 26 100.0 4.31

.878

동북권 2 1.7 2 1.7 16 13.7 60 51.3 37 31.6 117 100.0 4.09

서북권 0 0.0 4 8.7 4 8.7 18 39.1 20 43.5 46 100.0 4.17

서남권 1 0.8 4 3.1 13 10.1 70 54.3 41 31.8 129 100.0 4.13

동남권 0 0.0 3 3.2 9 9.6 42 44.7 40 42.6 94 100.0 4.27

계 3 0.7 13 3.2 44 10.7 204 49.5 148 35.9 412 100.0 4.17

학

급

수

24개 이하 1 1.0 3 3.0 10 9.9 42 41.6 45 44.6 101 100.0 4.26

.879

25~41개 2 1.0 5 2.4 27 13.0 100 48.3 73 35.3 207 100.0 4.14

42개 이상 0 0.0 5 4.8 7 6.7 62 59.6 30 28.8 104 100.0 4.13

계 3 0.7 13 3.2 44 10.7 204 49.5 148 35.9 412 100.0 4.17

개교

연도

80년 이전 1 0.5 9 4.5 22 11.1 103 52.0 63 31.8 198 100.0 4.10

1.356

1981~1990 0 0.0 2 1.6 15 11.9 60 47.6 49 38.9 126 100.0 4.24

91년 이후 2 2.3 2 2.3 7 8.0 41 46.6 36 40.9 88 100.0 4.22

계　 3 0.7 13 3.2 44 10.7 204 49.5 148 35.9 412 100.0 4.17

총계 3 0.7 13 3.2 44 10.7 204 49.5 148 35.9 412 100.0 4.17

* p<.05, ** p<.01

<부록표 3-2> 학교폭력 안전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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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3 11.5 6 23.1 10 38.5 7 26.9 26 100.0 3.81

1.021

동북권 4 3.4 17 14.5 25 21.4 46 39.3 25 21.4 117 100.0 3.61

서북권 3 6.5 4 8.7 8 17.4 21 45.7 10 21.7 46 100.0 3.67

서남권 4 3.1 16 12.4 20 15.5 53 41.1 36 27.9 129 100.0 3.78

동남권 3 3.2 11 11.7 12 12.8 35 37.2 33 35.1 94 100.0 3.89

계 14 3.4 51 12.4 71 17.2 165 40.0 111 26.9 412 100.0 3.75

개교

연도

80년 이전 8 4.0 28 14.1 36 18.2 83 41.9 43 21.7 198 100.0 3.63

2.343

(.097)

1981~1990 2 1.6 14 11.1 21 16.7 48 38.1 41 32.5 126 100.0 3.89

91년 이후 4 4.5 9 10.2 14 15.9 34 38.6 27 30.7 88 100.0 3.81

계　 14 3.4 51 12.4 71 17.2 165 40.0 111 26.9 412 100.0 3.75

교문

개수

2개 이하 6 2.4 26 10.4 37 14.9 106 42.6 74 29.7 249 100.0 3.87

7.812**

(.005)
3개 이상 8 5.0 24 15.0 34 21.3 58 36.3 36 22.5 160 100.0 3.56

계 14 3.4 50 12.2 71 17.4 164 40.1 110 26.9 409 100.0 3.75

학교

담장

있음 11 2.8 44 11.2 68 17.3 163 41.6 106 27.0 392 100.0 3.79

11.606**

(.001)
없음 3 15.0 7 35.0 3 15.0 2 10.0 5 25.0 20 100.0 2.95

계 14 3.4 51 12.4 71 17.2 165 40.0 111 26.9 412 100.0 3.75

총계 14 3.4 51 12.4 71 17.2 165 40.0 111 26.9 412 100.0 3.75

* p<.05, ** p<.01

<부록표 3-3>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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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4 15.4 6 23.1 11 42.3 5 19.2 26 100.0 3.65

3.103*

(.016)

동북권 4 3.4 20 17.1 37 31.6 37 31.6 19 16.2 117 100.0 3.40

서북권 1 2.2 7 15.2 9 19.6 23 50.0 6 13.0 46 100.0 3.57

서남권 2 1.6 23 17.8 27 20.9 53 41.1 24 18.6 129 100.0 3.57

동남권 3 3.2 6 6.4 14 14.9 46 48.9 25 26.6 94 100.0 3.89

계 10 2.4 60 14.6 93 22.6 170 41.3 79 19.2 412 100.0 3.60

학

급

수

24개 이하 2 2.0 17 16.8 19 18.8 38 37.6 25 24.8 101 100.0 3.66

.616

25~41개 5 2.4 32 15.5 52 25.1 81 39.1 37 17.9 207 100.0 3.55

42개 이상 3 2.9 11 10.6 22 21.2 51 49.0 17 16.3 104 100.0 3.65

계 10 2.4 60 14.6 93 22.6 170 41.3 79 19.2 412 100.0 3.60

개교

연도

80년 이전 4 2.0 37 18.7 45 22.7 76 38.4 36 18.2 198 100.0 3.52

1.251

1981~1990 3 2.4 16 12.7 27 21.4 55 43.7 25 19.8 126 100.0 3.66

91년 이후 3 3.4 7 8.0 21 23.9 39 44.3 18 20.5 88 100.0 3.70

계　 10 2.4 60 14.6 93 22.6 170 41.3 79 19.2 412 100.0 3.60

총계　 10 2.4 60 14.6 93 22.6 170 41.3 79 19.2 412 100.0 3.60

* p<.05, ** p<.01

<부록표 3-4> 등⋅하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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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6 23.1 6 23.1 7 26.9 7 26.9 26 100.0 3.58

5.797**

(.000)

동북권 7 6.0 16 13.7 26 22.2 44 37.6 24 20.5 117 100.0 3.53

서북권 3 6.5 10 21.7 8 17.4 15 32.6 10 21.7 46 100.0 3.41

서남권 3 2.3 23 17.8 26 20.2 53 41.1 24 18.6 129 100.0 3.56

동남권 2 2.1 5 5.3 13 13.8 32 34.0 42 44.7 94 100.0 4.14

계 15 3.6 60 14.6 79 19.2 151 36.7 107 26.0 412 100.0 3.67

학

급

수

24개 이하 5 5.0 16 15.8 17 16.8 32 31.7 31 30.7 101 100.0 3.67

.193

25~41개 5 2.4 36 17.4 40 19.3 74 35.7 52 25.1 207 100.0 3.64

42개 이상 5 4.8 8 7.7 22 21.2 45 43.3 24 23.1 104 100.0 3.72

계 15 3.6 60 14.6 79 19.2 151 36.7 107 26.0 412 100.0 3.67

개교

연도

80년 이전 10 5.1 43 21.7 44 22.2 68 34.3 33 16.7 198 100.0 3.36

15.857**

(.000)

1981~1990 2 1.6 11 8.7 24 19.0 49 38.9 40 31.7 126 100.0 3.90

91년 이후 3 3.4 6 6.8 11 12.5 34 38.6 34 38.6 88 100.0 4.02

계　 15 3.6 60 14.6 79 19.2 151 36.7 107 26.0 412 100.0 3.67

총계　 15 3.6 60 14.6 79 19.2 151 36.7 107 26.0 412 100.0 3.67

* p<.05, ** p<.01

<부록표 3-5> 학교 주변 환경 안전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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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6 23.1 6 23.1 7 26.9 0 0.0 5 19.2 1 3.8 1 3.8 26 100.0

13.298

동북권 17 14.5 33 28.2 16 13.7 3 2.6 25 21.4 7 6.0 16 13.7 117 100.0

서북권 8 17.4 9 19.6 9 19.6 0 0.0 10 21.7 4 8.7 6 13.0 46 100.0

서남권 23 17.8 29 22.5 23 17.8 5 3.9 27 20.9 5 3.9 17 13.2 129 100.0

동남권 12 12.8 24 25.5 18 19.1 2 2.1 19 20.2 8 8.5 11 11.7 94 100.0

계 66 16.0 101 24.5 73 17.7 10 2.4 86 20.9 25 6.1 51 12.4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23 22.8 33 32.7 10 9.9 3 3.0 17 16.8 3 3.0 12 11.9 101 100.0

19.739

(.072)

25~41개 28 13.5 50 24.2 39 18.8 6 2.9 47 22.7 14 6.8 23 11.1 207 100.0

42개 이상 15 14.4 18 17.3 24 23.1 1 1.0 22 21.2 8 7.7 16 15.4 104 100.0

계 66 16.0 101 24.5 73 17.7 10 2.4 86 20.9 25 6.1 51 12.4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31 15.7 42 21.2 43 21.7 6 3.0 42 21.2 6 3.0 28 14.1 198 100.0

18.930

(.090)

1981~1990 18 14.3 31 24.6 20 15.9 1 0.8 31 24.6 11 8.7 14 11.1 126 100.0

91년 이후 17 19.3 28 31.8 10 11.4 3 3.4 13 14.8 8 9.1 9 10.2 88 100.0

계　 66 16.0 101 24.5 73 17.7 10 2.4 86 20.9 25 6.1 51 12.4 412 100.0

CC

TV

개수

5개 이하 18 23.4 14 18.2 16 20.8 2 2.6 16 20.8 4 5.2 7 9.1 77 100.0

29.775*

(.040)

6~10개 18 11.0 38 23.3 22 13.5 6 3.7 38 23.3 12 7.4 29 17.8 163 100.0

11~15개 20 17.5 37 32.5 24 21.1 2 1.8 21 18.4 5 4.4 5 4.4 114 100.0

16개 이상 7 13.5 11 21.2 10 19.2 0 0.0 10 19.2 4 7.7 10 19.2 52 100.0

계 63 15.5 100 24.6 72 17.7 10 2.5 85 20.9 25 6.2 51 12.6 406 100.0

총계 66 16.0 101 24.5 73 17.7 10 2.4 86 20.9 25 6.1 51 12.4 412 100.0

* p<.05, ** p<.01

보기：① 학내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학교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늘어야 한다. ③ 학교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④ 학교장의 학교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구성원들의 학교안전 의식이 커져야 한다. ⑥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

야 한다. ⑦ 학교안전을 위한 법 또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부록표 3-6> 학교 안전 개선 중요점(차이검증：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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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찬성 반대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7 65.4 9 34.6 26 100.0

3.691

동북권 74 63.2 43 36.8 117 100.0

서북권 25 54.3 21 45.7 46 100.0

서남권 72 55.8 57 44.2 129 100.0

동남권 49 52.1 45 47.9 94 100.0

계 237 57.5 175 42.5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60 59.4 41 40.6 101 100.0

2.190
25~41개 112 54.1 95 45.9 207 100.0

42개 이상 65 62.5 39 37.5 104 100.0

계 237 57.5 175 42.5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110 55.6 88 44.4 198 100.0

.609
1981~1990 75 59.5 51 40.5 126 100.0

91년 이후 52 59.1 36 40.9 88 100.0

계　 237 57.5 175 42.5 412 100.0

복합화

시설

있음 68 64.8 37 35.2 105 100.0

3.021

(.082)
없음 169 55.0 138 45.0 307 100.0

계 237 57.5 175 42.5 412 100.0

CCTV 

개수

5개 이하 54 70.1 23 29.9 77 100.0

11.668**

(.009)

6~10개 91 55.8 72 44.2 163 100.0

11~15개 68 59.6 46 40.4 114 100.0

16개 이상 21 40.4 31 59.6 52 100.0

계 234 57.6 172 42.4 406 100.0

총계 237 57.5 175 42.5 412 100.0

* p<.05, ** p<.01

<부록표 3-7> CCTV 추가 설치 필요성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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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대수
충분

사생활 침해 
우려

예방효과
미미

예산소모
과다

기타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6 66.7 2 22.2 0 0.0 1 11.1 0 0.0 9 100.0

14.014

동북권 29 69.0 8 19.0 2 4.8 0 0.0 3 7.1 42 100.0

서북권 12 57.1 4 19.0 3 14.3 0 0.0 2 9.5 21 100.0

서남권 37 62.7 11 18.6 3 5.1 4 6.8 4 6.8 59 100.0

동남권 24 54.5 10 22.7 7 15.9 1 2.3 2 4.5 44 100.0

계 108 61.7 35 20.0 15 8.6 6 3.4 11 6.3 175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23 59.0 6 15.4 4 10.3 2 5.1 4 10.3 39 100.0

3.604
25~41개 58 61.1 22 23.2 8 8.4 3 3.2 4 4.2 95 100.0

42개 이상 27 65.9 7 17.1 3 7.3 1 2.4 3 7.3 41 100.0

계 108 61.7 35 20.0 15 8.6 6 3.4 11 6.3 175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58 65.2 17 19.1 7 7.9 3 3.4 4 4.5 89 100.0

7.683

1981~1990 27 54.0 13 26.0 6 12.0 2 4.0 2 4.0 50 100.0

91년 이후 23 63.9 5 13.9 2 5.6 1 2.8 5 13.9 36 100.0

계　 108 61.7 35 20.0 15 8.6 6 3.4 11 6.3 175 100.0

교문

개수

2개 이하 77 68.8 19 17.0 10 8.9 3 2.7 3 2.7 112 100.0

10.487*

(.033)
3개 이상 31 50.0 16 25.8 5 8.1 2 3.2 8 12.9 62 100.0

계 108 62.1 35 20.1 15 8.6 5 2.9 11 6.3 174 100.0

CC

TV

개수

5개 이하 11 55.0 4 20.0 4 20.0 0 0.0 1 5.0 20 100.0

14.634

6~10개 41 58.6 12 17.1 7 10.0 5 7.1 5 7.1 70 100.0

11~15개 31 60.8 15 29.4 3 5.9 0 0.0 2 3.9 51 100.0

16개 이상 23 74.2 4 12.9 1 3.2 1 3.2 2 6.5 31 100.0

계 106 61.6 35 20.3 15 8.7 6 3.5 10 5.8 172 100.0

총계 108 61.7 35 20.0 15 8.6 6 3.4 11 6.3 175 100.0

* p<.05, ** p<.01

<부록표 3-8> CCTV 추가 설치 불필요 이유(차이검증)



168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구분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보통이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3 11.5 6 23.1 6 23.1 4 15.4 7 23.9 26 100.0 3.23

.650

동북권 10 8.5 10 8.5 27 23.1 36 30.8 34 29.1 117 100.0 3.63

서북권 3 6.5 5 10.9 9 19.6 18 39.1 11 23.9 46 100.0 3.63

서남권 13 10.1 12 9.3 25 19.4 49 38.0 30 23.3 129 100.0 3.55

동남권 5 5.3 12 12.8 26 27.7 31 33.0 20 21.3 94 100.0 3.52

계 34 8.3 45 10.9 93 22.6 138 33.5 102 24.8 412 100.0 3.56

학

급

수

24개 이하 7 6.9 13 12.9 20 19.8 33 32.7 28 27.7 101 100.0 3.61

4.141*

(.017)

25~41개 22 10.6 25 12.1 50 24.2 68 32.9 42 20.3 207 100.0 3.40

42개 이상 5 4.8 7 6.7 23 22.1 37 35.6 32 30.8 104 100.0 3.81

계 34 8.3 45 10.9 93 22.6 138 33.5 102 24.8 412 100.0 3.56

개교

연도

80년 이전 18 9.1 21 10.6 41 20.7 68 34.3 50 25.3 198 100.0 3.56

.135

1981~1990 13 10.3 11 8.7 34 27.0 34 27.0 34 27.0 126 100.0 3.52

91년 이후 3 3.4 13 14.8 18 20.5 36 40.9 18 20.5 88 100.0 3.60

계 34 8.3 45 10.9 93 22.6 138 33.5 102 24.8 412 100.0 3.56

CCTV

필요

대수

2대 이하 7 7.0 13 13.0 29 29.0 29 29.0 22 22.0 100 100.0 3.46

13.982**

(.000)

3~5대 4 4.5 6 6.8 9 10.2 37 42.0 32 36.4 88 100.0 3.99

6대 이상 1 3.3 0 .0 1 3.3 6 20.0 22 73.3 30 100.0 4.60

계 12 5.5 19 8.7 39 17.9 72 33.0 76 34.9 218 100.0 3.83

총계 34 8.3 45 10.9 93 22.6 138 33.5 102 24.8 412 100.0 3.56

* p<.05, ** p<.01

<부록표 3-9> 복도⋅계단에 CCTV 설치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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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보통이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3 50.0 4 15.4 5 19.2 2 7.7 2 7.7 26 100.0 2.08

.392

동북권 68 58.1 18 15.4 17 14.5 9 7.7 5 4.3 117 100.0 1.85

서북권 25 54.3 8 17.4 9 19.6 2 4.3 2 4.3 46 100.0 1.87

서남권 74 57.4 26 20.0 15 11.6 11 8.5 3 2.3 129 100.0 1.78

동남권 50 53.2 18 19.1 17 18.1 4 4.3 5 5.3 94 100.0 1.89

계 230 55.8 74 18.0 63 15.3 28 6.8 17 4.1 412 100.0 1.85

학

급

수

24개 이하 55 54.5 16 15.8 14 13.9 11 10.9 5 5.0 101 100.0 1.96

1.134

25~41개 113 54.6 38 18.4 35 16.9 12 5.8 9 4.3 207 100.0 1.87

42개 이상 62 59.6 20 19.2 14 13.5 5 4.8 3 2.9 104 100.0 1.72

계 230 55.8 74 18.0 63 15.3 28 6.8 17 4.1 412 100.0 1.85

개교

연도

80년 이전 111 56.1 36 18.2 32 16.2 11 5.6 8 4.0 198 100.0 1.83

.235

1981~1990 70 55.6 20 15.9 19 15.1 11 8.7 6 4.8 126 100.0 1.91

91년 이후 49 55.7 18 20.5 12 13.6 6 6.8 3 3.4 88 100.0 1.82

계 230 55.8 74 18.0 63 15.3 28 6.8 17 4.1 412 100.0 1.85

CCTV

필요

대수

2대 이하 63 63.0 11 11.0 21 21.0 5 5.0 0 .0 100 100.0 1.68

3.605*

(.029)

3~5대 41 46.6 20 22.7 14 15.9 7 8.0 6 6.8 88 100.0 2.06

6대 이상 14 46.7 5 16.7 6 20.0 1 3.3 4 13.3 30 100.0 2.20

계 118 54.1 36 16.5 41 18.8 13 6.0 10 4.6 218 100.0 1.90

총계 230 55.8 74 18.0 63 15.3 28 6.8 17 4.1 412 100.0 1.85

* p<.05, ** p<.01

<부록표 3-10> 교실 내 CCTV 설치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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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6 23.1 0 0.0 6 23.1 5 19.2 9 34.6 26 100.0

29.973

(.070)

동북권 2 1.7 31 26.5 1 0.9 35 29.9 23 19.7 25 21.4 117 100.0

서북권 1 2.2 23 50.0 1 2.2 7 15.2 4 8.7 10 21.7 46 100.0

서남권 6 4.7 51 39.5 4 3.1 18 14.0 24 18.6 26 20.2 129 100.0

동남권 2 2.1 30 31.9 5 5.3 25 26.6 16 17.0 16 17.0 94 100.0

계 11 2.7 141 34.2 11 2.7 91 22.1 72 17.5 86 20.9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4 4.0 32 31.7 3 3.0 15 14.9 24 23.8 23 22.8 101 100.0

8.640

25~41개 5 2.4 69 33.3 5 2.4 52 25.1 32 15.5 44 21.3 207 100.0

42개 이상 2 1.9 40 38.5 3 2.9 24 23.1 16 15.4 19 18.3 104 100.0

계 11 2.7 141 34.2 11 2.7 91 22.1 72 17.5 86 20.9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3 1.5 60 30.3 7 3.5 47 23.7 40 20.2 41 20.7 198 100.0

9.752

1981~1990 5 4.0 46 36.5 4 3.2 25 19.8 21 16.7 25 19.8 126 100.0

91년 이후 3 3.4 35 39.8 0 0.0 19 21.6 11 12.5 20 22.7 88 100.0

계　 11 2.7 141 34.2 11 2.7 91 22.1 72 17.5 86 20.9 412 100.0

CCTV

개수

5개 이하 3 3.9 21 27.3 4 5.2 17 22.1 18 23.4 14 18.2 77 100.0

29.185*

(.015)

6~10개 6 3.7 64 39.3 3 1.8 24 14.7 23 14.1 43 26.4 163 100.0

11~15개 2 1.8 42 36.8 3 2.6 28 24.6 17 14.9 22 19.3 114 100.0

16개 이상 0 0.0 13 25.0 0 0.0 20 38.5 12 23.1 7 13.5 52 100.0

계 11 2.7 140 34.5 10 2.5 89 21.9 70 17.2 86 21.2 406 100.0

모니터 

개수

2대 이하 8 6.8 32 27.1 0 0.0 19 16.1 33 28.0 26 22.0 118 100.0

36.744

**

(.000)

3대 2 1.0 84 41.4 6 3.0 47 23.2 22 10.8 42 20.7 203 100.0

4대 이상 1 1.2 22 26.8 4 4.9 22 26.8 15 18.3 18 22.0 82 100.0

계 11 2.7 138 34.2 10 2.5 88 21.8 70 17.4 86 21.3 403 100.0

총계 11 2.7 141 34.2 11 2.7 91 22.1 72 17.5 86 20.9 412 100.0

* p<.05, ** p<.01

보기：① 특별히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 ② 주로 학교보안관이 확인한다. ③ 주로 담당교사가 확인한다. ④ 학교보

안관과 담당교사가 번갈아가며 확인한다. ⑤ 주로 당직자가 확인한다. ⑥ 기타

<부록표 3-11> 모니터링 확인자(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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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 아니오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22 84.6 4 15.4 26 100.0

3.826

동북권 93 79.5 24 20.5 117 100.0

서북권 33 71.7 13 28.3 46 100.0

서남권 97 75.2 32 24.8 129 100.0

동남권 78 83.0 16 17.0 94 100.0

계 323 78.4 89 21.6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81 80.2 20 19.8 101 100.0

.256
25~41개 161 77.8 46 22.2 207 100.0

42개 이상 81 77.9 23 22.1 104 100.0

계 323 78.4 89 21.6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150 75.8 48 24.2 198 100.0

1.572
1981~1990 102 81.0 24 19.0 126 100.0

91년 이후 71 80.7 17 19.3 88 100.0

계　 323 78.4 89 21.6 412 100.0

CCTV

개수

5개 이하 55 71.4 22 28.6 77 100.0

8.125*

(.044)

6~10개 131 80.4 32 19.6 163 100.0

11~15개 98 86.0 16 14.0 114 100.0

16개 이상 37 71.2 15 28.8 52 100.0

계 321 79.1 85 20.9 406 100.0

모니터 

개수

2대 이하 85 72.0 33 28.0 118 100.0

6.258*

(.044)

3대 170 83.7 33 16.3 203 100.0

4대 이상 65 79.3 17 20.7 82 100.0

계 320 79.4 83 20.6 403 100.0

비상벨

개수

4개 이하 42 70.0 18 30.0 60 100.0

6.935*

(.031)

5개 180 77.6 52 22.4 232 100.0

6개 이상 96 86.5 15 13.5 111 100.0

계 318 78.9 85 21.1 403 100.0

보안관실 

개수

1개 이하 277 77.4 81 22.6 358 100.0

2.772

(.096)
2개 이상 33 89.2 4 10.8 37 100.0

계 310 78.5 85 21.5 395 100.0

총계 323 78.4 89 21.6 412 100.0

* p<.05, ** p<.01

<부록표 3-12> CCTV 모니터 실시간 확인 필요성(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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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6 23.1 2 7.7 2 7.7 0 0.0 0 0.0 0 0.0 16 61.5 26 100.0

23.737

동북권 18 15.4 7 6.0 13 11.1 6 5.1 8 6.8 1 0.9 64 54.7 117 100.0

서북권 11 23.9 5 10.9 4 8.7 2 4.3 1 2.2 0 0.0 23 50.0 46 100.0

서남권 19 14.7 6 4.7 10 7.8 1 0.8 14 10.9 1 0.8 78 60.5 129 100.0

동남권 17 18.1 6 6.4 13 13.8 1 1.1 5 5.3 2 2.1 50 53.2 94 100.0

계 71 17.2 26 6.3 42 10.2 10 2.4 28 6.8 4 1.0 231 56.1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20 19.8 8 7.9 9 8.9 0 0.0 11 10.9 1 1.0 52 51.5 101 100.0

18.805

(.093)

25~41개 33 15.9 14 6.8 21 10.1 9 4.3 12 5.8 0 0.0 118 57.0 207 100.0

42개 이상 18 17.3 4 3.8 12 11.5 1 1.0 5 4.8 3 2.9 61 58.7 104 100.0

계 71 17.2 26 6.3 42 10.2 10 2.4 28 6.8 4 1.0 231 56.1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30 15.2 15 7.6 16 8.1 1 0.5 15 7.6 2 1.0 119 60.1 198 100.0

18.733

(.095)

1981~1990 24 19.0 5 4.0 17 13.5 8 6.3 6 4.8 1 0.8 65 51.6 126 100.0

91년 이후 17 19.3 6 6.8 9 10.2 1 1.1 7 8.0 1 1.1 47 53.4 88 100.0

계 71 17.2 26 6.3 42 10.2 10 2.4 28 6.8 4 1.0 231 56.1 412 100.0

학교

담장

있음 68 17.3 26 6.6 40 10.2 7 1.8 26 6.6 4 1.0 221 56.4 392 100.0

15.738*

(.015)
없음 3 15.0 0 0.0 2 10.0 3 15.0 2 10.0 0 0.0 10 50.0 20 100.0

계 71 17.2 26 6.3 42 10.2 10 2.4 28 6.8 4 1.0 231 56.1 412 100.0

총계 71 17.2 26 6.3 42 10.2 10 2.4 28 6.8 4 1.0 231 56.1 412 100.0

* p<.05, ** p<.01

보기：① 매일. ② 2~3일에 한 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④ 보름에 한 번 정도. ⑤ 한 달에 한 번 정도.

⑥ 학기당 한 번 정도. ⑦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확인

<부록표 3-13> CCTV 녹화 화면 확인 빈도(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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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3 11.5 13 50.0 3 11.5 0 0.0 2 7.7 5 19.2 26 100.0

20.565

동북권 25 21.4 33 28.2 8 6.8 6 5.1 14 12.0 31 26.5 117 100.0

서북권 5 10.9 17 37.0 4 8.7 5 10.9 6 13.0 9 19.6 46 100.0

서남권 22 17.1 31 24.0 16 12.4 8 6.2 21 16.3 31 24.0 129 100.0

동남권 15 16.0 23 24.5 9 9.6 11 11.7 14 14.9 22 23.4 94 100.0

계 70 17.0 117 28.4 40 9.7 30 7.3 57 13.8 98 23.8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18 17.8 31 30.7 11 10.9 9 8.9 12 11.9 20 19.8 101 100.0

7.576

25~41개 33 15.9 62 30.0 17 8.2 11 5.3 28 13.5 56 27.1 207 100.0

42개 이상 19 18.3 24 23.1 12 11.5 10 9.6 17 16.3 22 21.2 104 100.0

계 70 17.0 117 28.4 40 9.7 30 7.3 57 13.8 98 23.8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30 15.2 63 31.8 20 10.1 11 5.6 31 15.7 43 21.7 198 100.0

18.750*

(.044)

1981~1990 22 17.5 32 25.4 13 10.3 15 11.9 20 15.9 24 19.0 126 100.0

91년 이후 18 20.5 22 25.0 7 8.0 4 4.5 6 6.8 31 35.2 88 100.0

계 70 17.0 117 28.4 40 9.7 30 7.3 57 13.8 98 23.8 412 100.0

비상벨

개수

4개 이하 11 18.3 10 16.7 11 18.3 4 6.7 4 6.7 20 33.3 60 100.0

18.076

(.054)

5개 39 16.8 73 31.5 14 6.0 16 6.9 38 16.4 52 22.4 232 100.0

6개 이상 19 17.1 33 29.7 11 9.9 9 8.1 15 13.5 24 21.6 111 100.0

계 69 17.1 116 28.8 36 8.9 29 7.2 57 14.1 96 23.8 403 100.0

총계 70 17.0 117 28.4 40 9.7 30 7.3 57 13.8 98 23.8 412 100.0

* p<.05

보기：① 낮은 화질로 선명도가 낮아 사물인식이 어렵다. ② 다분할로 화면이 작아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 ③ 설치

모니터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④ 설치된 CCTV 및 모니터의 기종이 제각기여

서 통합관리가 어렵다. ⑤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모니터실(장소)이 마땅치 않다. ⑥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

<부록표 3-14> CCTV 모니터 관리 애로사항 인식(차이검증：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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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 0 .0 1 3.8 9 34.6 16 61.5 26 100.0 4.58

.736

동북권 1 .9 0 .0 3 2.6 41 35.0 72 61.5 117 100.0 4.56

서북권 0 .0 1 2.2 1 2.2 14 30.4 30 35.2 46 100.0 4.59

서남권 2 1.6 0 .0 7 5.4 47 36.4 73 56.6 129 100.0 4.47

동남권 1 1.0 2 2.1 8 8.5 27 28.7 56 59.6 94 100.0 4.44

계 4 1.0 3 .7 20 4.9 138 33.5 247 60.0 412 100.0 4.51

학

급

수

24개 이하 2 2.0 1 1.0 4 4.0 28 27.7 66 65.3 101 100.0 4.53

.581

25~41개 2 1.0 1 .5 7 3.4 73 35.3 124 59.9 207 100.0 4.53

42개 이상 0 .0 1 1.0 9 8.7 37 35.6 57 54.8 104 100.0 4.44

계 4 1.0 3 .7 20 4.9 138 33.5 247 60.0 412 100.0 4.51

개교

연도

80년 이전 0 .0 1 .5 9 4.5 71 35.9 117 59.1 198 100.0 4.54

.654

1981~1990 1 .8 2 1.6 6 4.8 39 31.0 78 61.9 126 100.0 4.52

91년 이후 3 3.4 0 .0 5 5.7 28 31.8 52 59.1 88 100.0 4.43

계　 4 1.0 3 .7 20 4.9 138 33.5 247 60.0 412 100.0 4.51

비상

벨 

개수

4개 이하 3 5.0 0 .0 5 8.3 27 45.0 25 41.7 60 100.0 4.18

8.565**

(.000)

5개 1 .4 2 .9 9 3.9 80 34.5 140 60.3 232 100.0 4.53

6개 이상 0 .0 1 .9 5 4.5 27 24.3 78 70.3 111 100.0 4.64

계 4 1.0 3 .7 19 4.7 134 33.3 243 60.3 403 100.0 4.51

총계 4 1.0 3 .7 20 4.9 138 33.5 247 60.0 412 100.0 4.51

* p<.05, ** p<.01

<부록표 3-15> 비상벨 사용 상황 숙지(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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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 0 .0 1 3.8 9 34.6 16 61.5 26 100.0 4.58

.409

동북권 1 .9 0 .0 6 5.1 40 34.2 70 59.8 117 100.0 4.52

서북권 0 .0 1 2.2 0 .0 14 30.4 31 67.4 46 100.0 4.63

서남권 1 .8 0 .0 7 5.4 48 37.2 73 56.6 129 100.0 4.49

동남권 1 1.1 1 1.1 5 5.3 28 29.8 59 62.8 94 100.0 4.52

계 3 .7 2 .5 19 4.6 139 33.7 249 60.4 412 100.0 4.53

학

급

수

24개 이하 1 1.0 1 1.0 6 5.9 25 24.8 68 67.3 101 100.0 4.56

.304

25~41개 2 1.0 1 .5 8 3.9 76 36.7 120 58.0 207 100.0 4.50

42개 이상 0 .0 0 .0 5 4.8 38 36.5 61 58.7 104 100.0 4.54

계 3 .7 2 .5 19 4.6 139 33.7 249 60.4 412 100.0 4.53

1.283
개교

연도

80년 이전 0 .0 0 .0 8 4.0 69 34.8 121 61.1 198 100.0 4.57

1981~1990 0 .0 1 .8 7 5.6 43 34.1 75 59.5 126 100.0 4.52

91년 이후 3 3.4 1 1.1 4 4.5 27 30.7 53 60.2 88 100.0 4.43

계　 3 .7 2 .5 19 4.6 139 33.7 249 60.4 412 100.0 4.53

비상

벨 

개수

4개 이하 3 5.0 0 .0 7 11.7 25 41.7 25 41.7 60 100.0 4.15

11.932**

(.000)

5개 0 .0 1 .4 8 3.4 82 35.3 141 60.8 232 100.0 4.56

6개 이상 0 .0 1 .9 4 3.6 28 25.2 78 70.3 111 100.0 4.65

계 3 .7 2 .5 19 4.7 135 33.5 244 60.5 403 100.0 4.53

총계 3 .7 2 .5 19 4.6 139 33.7 249 60.4 412 100.0 4.53

* p<.05, ** p<.01

<부록표 3-16> 비상벨 사용 방법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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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 0 .0 2 7.7 10 38.5 14 53.8 26 100.0 4.46

.284

동북권 1 .9 1 .9 10 8.8 48 41.0 57 48.7 117 100.0 4.36

서북권 0 .0 2 4.3 3 6.5 20 43.5 21 45.7 46 100.0 4.30

서남권 1 .8 0 .0 15 11.6 56 43.4 57 44.2 129 100.0 4.30

동남권 2 2.1 1 1.1 10 10.6 30 31.9 51 54.3 94 100.0 4.35

계 4 1.0 4 1.0 40 9.7 164 39.8 200 48.5 412 100.0 4.34

학

급

수

24개 이하 1 1.0 2 2.0 7 6.9 34 33.7 57 56.4 101 100.0 4.43

.974
25~41개 2 1.0 2 1.0 18 8.7 89 43.0 96 46.4 207 100.0 4.33

42개 이상 1 1.0 0 .0 15 14.4 41 39.4 47 45.2 104 100.0 4.28

계 4 1.0 4 1.0 40 9.7 164 39.8 200 48.5 412 100.0 4.34

.587
개교

연도

80년 이전 1 .5 2 1.0 20 10.1 81 40.9 94 47.5 198 100.0 4.34

1981~1990 0 .0 1 .8 11 8.7 52 41.3 62 49.2 126 100.0 4.39

91년 이후 3 3.4 1 1.1 9 10.2 31 35.2 44 50.0 88 100.0 4.27

계　 4 1.0 4 1.0 40 9.7 164 39.8 200 48.5 412 100.0 4.34

12.312**

(.000)

비상

벨 

개수

4개 이하 3 5.0 1 1.7 13 21.7 25 41.7 18 30.0 60 100.0 3.90

5개 0 .0 2 .9 20 8.6 94 40.5 116 50.0 232 100.0 4.40

6개 이상 1 .9 1 .9 6 5.4 41 36.9 62 55.9 111 100.0 4.46

계 4 1.0 4 1.0 39 9.7 160 39.7 196 48.6 403 100.0 4.34

CC

TV 

개수

5개 이하 1 1.3 1 1.3 8 10.4 23 29.9 44 57.1 77 100.0 4.40

2.664*

(.048)

6~10개 1 .6 2 1.2 21 12.9 68 41.7 71 43.6 163 100.0 4.26

11~15개 1 .9 0 .0 6 5.3 44 38.6 63 55.3 114 100.0 4.47

16개 이상 1 1.9 1 1.9 5 9.6 26 50.0 19 36.5 52 100.0 4.17

계 4 1.0 4 1.0 40 9.9 161 39.7 197 48.5 406 100.0 4.34

총계 4 1.0 4 1.0 40 9.7 164 39.8 200 48.5 412 100.0 4.34

* p<.05, ** p<.01

<부록표 3-17> 비상벨 설치 장소⋅위치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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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 2 7.7 0 .0 7 26.9 17 65.4 26 100.0 4.50

.502

동북권 1 .9 0 .0 7 6.0 43 36.8 66 56.4 117 100.0 4.48

서북권 0 .0 1 2.2 4 8.7 14 30.4 27 58.7 46 100.0 4.46

서남권 1 .8 2 1.6 11 8.5 47 36.4 68 52.7 129 100.0 4.39

동남권 1 1.1 0 .0 7 7.4 27 28.7 59 62.8 94 100.0 4.52

계 3 .7 5 1.2 29 7.0 138 33.5 237 57.5 412 100.0 4.46

학

급

수

24개 이하 1 1.0 3 3.0 4 4.0 31 30.7 62 61.4 101 100.0 4.49

.693

25~41개 2 1.0 2 1.0 14 6.8 65 31.4 124 59.9 207 100.0 4.48

42개 이상 0 .0 0 .0 11 10.6 42 40.4 51 49.0 104 100.0 4.38

계 3 .7 5 1.2 29 7.0 138 33.5 237 57.5 412 100.0 4.46

2.003
개교

연도

80년 이전 0 .0 2 1.0 14 7.1 59 29.8 123 62.1 198 100.0 4.53

1981~1990 0 .0 2 1.6 9 7.1 49 38.9 66 52.4 126 100.0 4.42

91년 이후 3 3.4 1 1.1 6 6.8 30 34.1 48 54.5 88 100.0 4.35

계 3 .7 5 1.2 29 7.0 138 33.8 237 57.5 412 100.0 4.46

15.026

**

(.000)

비상

벨 

개수

4개 이하 3 5.0 1 1.7 11 18.3 22 36.7 23 38.3 60 100.0 4.02

5개 0 .0 3 1.3 11 4.7 85 36.6 133 57.3 232 100.0 4.50

6개 이상 0 .0 1 .9 5 4.5 28 25.2 77 69.4 111 100.0 4.63

계 3 .7 5 1.2 27 6.7 135 33.5 233 57.8 403 100.0 4.46

총계 3 .7 5 1.2 29 7.0 138 33.5 237 57.5 412 100.0 4.46

* p<.05, ** p<.01

<부록표 3-18> 비상벨 대응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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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지없음 보안관을 통해 방문예약 기타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24 92.3 0 0.0 2 7.7 26 100.0

39.250**

(.000)

동북권 5 4.3 107 91.5 0 0.0 5 4.3 117 100.0

서북권 2 4.3 42 91.3 1 2.2 1 2.2 46 100.0

서남권 1 0.8 120 93.0 4 3.1 4 3.1 129 100.0

동남권 0 0.0 73 77.7 12 12.8 9 9.6 94 100.0

계 8 1.9 366 88.8 17 4.1 21 5.1 412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0 0.0 91 90.1 5 5.0 5 5.0 101 100.0

6.574

25~41개 6 2.9 186 89.9 5 2.4 10 4.8 207 100.0

42개 이상 2 1.9 89 85.6 7 6.7 6 5.8 104 100.0

계 8 1.9 366 88.8 17 4.1 21 5.1 412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6 3.0 171 86.4 8 4.0 13 6.6 198 100.0

5.607

1981~1990 1 0.8 116 92.1 6 4.8 3 2.4 126 100.0

91년 이후 1 1.1 79 89.8 3 3.4 5 5.7 88 100.0

계　 8 1.9 366 88.8 17 4.1 21 5.1 412 100.0

복합화

시설

있음 5 4.8 93 88.6 2 1.9 5 4.8 105 100.0

7.489

(.058)
없음 3 1.0 273 88.9 15 4.9 16 5.2 307 100.0

계 8 1.9 366 88.8 17 4.1 21 5.1 412 100.0

총계 8 1.9 366 88.8 17 4.1 21 5.1 412 100.0

* p<.05, ** p<.01

<부록표 3-19> 외부인 출입실태(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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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 0 .0 0 .0 1 3.8 25 96.2 26 100.0 4.96

1.142

동북권 0 .0 0 .0 0 .0 14 12.0 103 88.0 117 100.0 4.88

서북권 0 .0 0 .0 0 .0 7 15.2 39 84.8 46 100.0 4.85

서남권 2 1.6 0 .0 2 1.6 16 12.4 109 84.5 129 100.0 4.78

동남권 0 .0 1 1.1 1 1.1 9 9.6 83 88.3 94 100.0 4.85

계 2 .5 1 .2 3 .7 47 11.4 359 87.1 412 100.0 4.84

학

급

수

24개 이하 1 1.0 0 .0 0 .0 11 10.9 89 88.1 101 100.0 4.85

.100

25~41개 1 .5 1 .5 3 1.4 18 8.7 184 88.9 207 100.0 4.85

42개 이상 0 .0 0 .0 0 .0 18 17.3 86 82.7 104 100.0 4.83

계 2 .5 1 .2 3 .7 47 11.4 359 87.1 412 100.0 4.84

개교

연도

80년 이전 0 .0 0 .0 2 1.0 25 12.6 171 86.4 198 100.0 4.85

.574

1981~1990 2 1.6 1 .8 1 .8 11 8.7 111 88.1 126 100.0 4.81

91년 이후 0 .0 0 .0 0 .0 11 12.5 77 87.5 88 100.0 4.88

계　 2 .5 1 .2 3 .7 47 11.4 359 87.1 412 100.0 4.84

복합

화

시설

있음 0 .0 1 1.0 2 1.9 18 17.1 84 80.0 105 100.0 4.76

-2.107*

(.036)
없음 2 .7 0 .0 1 .0 29 9.4 275 89.6 307 100.0 4.87

계 2 .5 1 .2 3 .7 47 11.4 359 87.1 412 100.0 4.84

총계 2 .5 1 .2 3 .7 47 11.4 359 87.1 412 100.0 4.84

* p<.05, ** p<.01

<부록표 3-20> 학교보안관실 확인 절차(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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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 4 15.4 6 23.1 8 30.8 8 30.8 26 100.0 3.77

2.699*

(.030)

동북권 8 6.8 15 12.8 28 23.9 31 26.5 35 29.9 117 100.0 3.60

서북권 6 13.0 5 10.9 12 26.1 11 23.9 12 26.1 46 100.0 3.39

서남권 10 7.8 19 14.7 31 24.0 28 21.7 41 31.8 129 100.0 3.55

동남권 1 1.1 9 9.6 17 18.1 30 31.9 37 39.4 94 100.0 3.99

계 25 6.1 52 12.6 94 22.8 108 26.2 133 32.3 412 100.0 3.66

학

급

수

24개 이하 6 5.9 17 16.8 17 16.8 29 28.7 32 31.7 101 100.0 3.63

.232

25~41개 14 6.8 23 11.1 49 23.7 59 28.5 62 30.0 207 100.0 3.64

42개 이상 5 4.8 12 11.5 28 26.9 20 19.2 39 37.5 104 100.0 3.73

계 25 6.1 52 12.6 94 22.8 108 26.2 133 32.3 412 100.0 3.66

개교

연도

80년 이전 11 5.6 15 7.6 42 21.2 57 28.8 73 36.9 198 100.0 3.84

4.599*

(.011)

1981~1990 12 9.5 20 15.9 30 23.8 30 23.8 34 27.0 126 100.0 3.43

91년 이후 2 2.3 17 19.3 22 25.0 21 23.9 26 29.5 88 100.0 3.59

계　 25 6.1 52 12.6 94 22.8 108 26.2 133 32.3 412 100.0 3.66

총계 25 6.1 52 12.6 94 22.8 108 26.2 133 32.3 412 100.0 3.66

* p<.05, ** p<.01

<부록표 3-21> 사전 방문 예약(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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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 3.8 2 7.7 3 11.5 7 26.9 13 50.0 26 100.0 4.12

1.050

동북권 13 11.1 8 6.8 16 13.7 32 27.4 48 41.0 117 100.0 3.80

서북권 4 8.7 3 6.5 4 8.7 14 30.4 21 45.7 46 100.0 3.98

서남권 7 5.4 11 8.5 15 11.6 39 30.2 57 44.2 129 100.0 3.99

동남권 2 2.1 6 6.4 18 19.1 20 21.3 48 51.1 94 100.0 4.13

계 27 6.6 30 7.3 56 13.6 112 27.2 187 45.4 412 100.0 3.98

학

급

수

24개 이하 2 2.0 10 9.9 15 14.9 27 26.7 47 46.5 101 100.0 4.06

.683

25~41개 14 6.8 15 7.2 28 13.5 52 25.1 98 47.3 207 100.0 3.99

42개 이상 11 10.6 5 4.8 13 12.5 33 31.7 42 40.4 104 100.0 3.87

계 27 6.6 30 7.3 56 13.6 112 27.2 187 45.4 412 100.0 3.98

개교

연도

80년 이전 13 6.6 7 3.5 25 12.6 54 27.3 99 50.0 198 100.0 4.11

2.220

1981~1990 6 4.8 17 13.5 18 14.3 32 25.4 53 42.1 126 100.0 3.87

91년 이후 8 9.1 6 6.8 13 14.8 26 29.5 35 39.8 88 100.0 3.84

계　 27 6.6 30 7.3 56 13.6 112 27.2 187 45.4 412 100.0 3.98

총계　 27 6.6 30 7.3 56 13.6 112 27.2 187 45.4 412 100.0 3.98

* p<.05, ** p<.01

<부록표 3-22> 학교 출입공간 제한(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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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6 23.1 7 26.9 7 26.9 2 7.7 4 15.4 26 100.0 2.65

.505

동북권 26 22.2 29 24.8 30 25.6 26 22.2 6 5.1 117 100.0 2.63

서북권 9 19.6 13 28.3 10 21.7 11 23.9 3 6.5 46 100.0 2.70

서남권 24 18.6 30 23.3 31 24.0 35 27.1 9 7.0 129 100.0 2.81

동남권 29 30.9 18 19.1 17 18.1 23 24.5 7 7.4 94 100.0 2.59

계 94 22.8 97 23.5 95 23.1 97 23.5 29 7.0 412 100.0 2.68

학

급

수

24개 이하 18 17.8 19 18.8 22 21.8 33 32.7 9 8.9 101 100.0 2.96

3.575*

(.029)

25~41개 50 24.2 53 25.6 44 21.3 43 20.8 17 8.2 207 100.0 2.63

42개 이상 26 25.0 25 24.0 29 27.9 21 20.2 3 2.9 104 100.0 2.52

계 94 22.8 97 23.5 95 23.1 97 23.5 29 7.0 412 100.0 2.68

개교

연도

80년 이전 49 24.7 41 20.7 50 25.3 43 21.7 15 7.6 198 100.0 2.67

.082

1981~1990 27 21.4 32 25.4 25 19.8 33 26.2 9 7.1 126 100.0 2.72

91년 이후 18 20.5 24 27.3 20 22.7 21 23.9 5 5.7 88 100.0 2.67

계　 94 22.8 97 23.5 95 23.1 97 23.5 29 7.0 412 100.0 2.68

총계 94 22.8 97 23.5 95 23.1 97 23.5 29 7.0 412 100.0 2.68

* p<.05, ** p<.01

<부록표 3-23> 명찰 패용에 따른 출입(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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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찬성 반대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소재지

도심권 22 84.6 4 15.4 26 100.0

4.741

동북권 92 78.6 25 21.4 117 100.0

서북권 38 82.6 8 17.4 46 100.0

서남권 93 72.1 36 27.9 129 100.0

동남권 77 81.9 17 18.1 94 100.0

계 322 78.2 90 21.8 412 100.0

학급수

24개 이하 76 75.2 25 24.8 101 100.0

1.096

25~41개 166 80.2 41 19.8 207 100.0

42개 이상 80 76.9 24 23.1 104 100.0

계 322 78.2 90 21.8 412 100.0

개교연도

80년 이전 150 75.8 48 24.2 198 100.0

2.126

1981~1990 104 82.5 22 17.5 126 100.0

91년 이후 68 77.3 20 22.7 88 100.0

계　 322 78.2 90 21.8 412 100.0

교문 개수

2개 이하 203 81.5 46 18.5 249 100.0

4.038*

(.044)
3개 이상 117 73.1 43 26.9 160 100.0

계 320 78.2 89 21.8 409 100.0

보안관실 

개수

1개 이하 285 79.6 73 20.4 358 100.0

4.280

(.057)
2개 이상 24 64.9 13 35.1 37 100.0

계 309 78.2 86 21.8 395 100.0

총계 322 78.2 90 21.8 412 100.0

* p<.05, ** p<.01

<부록표 3-24> 학교보안관 직접선발 찬반(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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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1 18.6 38 64.4 1 1.7 8 13.6 0 .0 1 1.7 59 100.0

19.591

동북권 81 32.9 108 43.9 6 2.4 50 20.3 1 .4 0 .0 246 100.0

서북권 24 25.5 49 521. 1 1.1 20 21.3 0 .0 0 .0 94 100.0

서남권 82 33.6 108 44.3 3 1.2 49 20.1 1 .4 1 .4 244 100.0

동남권 47 27.5 85 49.7 3 1.8 34 19.9 0 .0 2 1.2 171 100.0

계 245 30.1 388 47.7 14 1.7 161 19.8 2 .2 4 .5 814 100.0

배움터 

경력

있음 98 31.6 148 47.7 6 1.9 56 18.1 1 .3 1 .3 310 100.0

1.672없음 147 29.2 240 47.6 8 1.6 105 20.8 1 .2 3 .6 504 100.0

계 245 30.1 388 47.7 14 1.7 161 19.8 2 .2 4 .5 814 100.0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116 27.0 221 51.4 7 1.6 83 19.3 1 .2 2 .5 430 100.0

14.921

교원/

공무원
78 37.9 91 44.2 4 1.9 32 15.5 0 .0 1 .5 206 100.0

기타 51 28.7 76 42.7 3 1.7 46 25.8 1 .6 1 .6 178 100.0

계 245 30.1 388 47.7 14 1.7 161 19.8 2 .2 4 .5 814 100.0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33 33.3 44 44.4 4 4.0 17 17.2 1 1.0 0 .0 99 100.0

17.014

(.074)

1~2년 194 28.6 333 49.0 9 1.3 138 20.3 1 .1 4 .6 679 100.0

2년 초과 18 51.4 11 31.4 1 2.9 5 14.3 0 .0 0 .0 35 100.0

계 245 30.1 388 47.7 14 1.7 160 19.7 2 .2 4 .5 813 100.0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158 30.2 247 47.2 11 2.1 106 20.3 1 .2 0 .0 523 100.0

25.024**

(.005)

상담 등 

자격보유
41 32.3 50 39.4 0 .0 34 26.8 1 .8 1 .8 127 100.0

없음 46 28.0 91 55.5 3 1.8 21 12.8 0 .0 3 1.8 164 100.0

계 245 30.1 388 47.7 14 1.7 161 19.8 2 .2 4 .5 814 100.0

총계 245 30.1 388 47.7 14 1.7 161 19.8 2 .2 4 .5 814 100.0

** p<.01

보기：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 ②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확인. ③ 학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순찰. ④ 학생 폭력 및 외부인 폭력 행위에 대한 통제. 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현장 선도 활동. ⑥

CCTV 모니터 확인

<부록표 3-25> 학교보안관 우선수행 업무(차이검증：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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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20 33.9 12 20.3 12 20.3 14 23.7 0 .2 1 1.7 59 100.0

21.284

동북권 67 27.3 88 35.9 41 16.7 40 16.3 6 2.4 3 1.2 245 100.0

서북권 26 27.7 24 25.5 17 18.1 22 24.4 4 4.3 1 1.1 94 100.0

서남권 69 28.3 96 39.3 29 11.9 41 16.8 5 2.0 4 1.6 244 100.0

동남권 47 27.5 58 33.9 23 13.5 39 22.8 2 1.2 2 1.2 171 100.0

계 229 28.2 278 34.2 122 15.0 156 19.2 17 2.1 11 1.4 813 100.0

배움터 

경력

있음 86 27.7 104 33.5 39 12.6 67 21.6 10 3.2 4 1.3 310 100.0

6.693없음 143 28.4 174 34.6 83 16.5 89 17.7 7 1.4 7 1.4 503 100.0

계 229 28.2 278 34.2 122 15.0 156 19.2 17 2.1 11 1.4 813 100.0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119 27.7 134 31.2 63 14.7 102 23.7 6 1.4 6 1.4 430 100.0

20.907*

(.022)

교원/

공무원
55 26.7 84 40.8 26 12.6 34 16.5 5 2.4 2 1.0 206 100.0

기타 55 31.1 60 33.9 33 18.6 20 11.3 6 3.4 3 1.7 177 100.0

계 229 28.2 278 34.2 122 15.0 156 19.2 17 2.1 11 1.4 813 100.0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32 32.3 31 31.3 19 19.2 13 13.1 2 2.0 2 2.0 99 100.0

10.105

1~2년 191 28.2 232 34.2 99 14.6 134 19.8 13 1.9 9 1.3 678 100.0

2년 초과 6 17.1 14 40.0 4 11.4 9 25.7 2 5.7 0 .0 35 100.0

계 229 28.2 277 34.1 122 15.0 156 19.2 17 2.1 11 1.4 812 100.0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136 26.1 186 35.6 78 14.9 105 20.1 9 1.7 8 1.5 522 100.0

7.534

상담 등 

자격보유
38 29.9 45 35.4 20 15.7 19 15.0 4 3.1 1 .8 127 100.0

없음 55 33.5 47 28.7 24 14.6 32 19.5 4 2.4 2 1.2 164 100.0

계 229 28.2 278 34.2 122 15.0 156 19.2 17 2.1 11 1.4 813 100.0

총계 229 28.2 278 34.2 122 15.0 156 19.2 17 2.1 11 1.4 813 100.0

* p<.05

보기：①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 ②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확인. ③ 학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순찰. ④ 학생 폭력 및 외부인 폭력 행위에 대한 통제. 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현장 선도 활동. ⑥

CCTV 모니터 확인

<부록표 3-26> 학교보안관 우선수행 업무(차이검증：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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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지도 출입통제 시설점검 폭력통제 현장계도 모니터링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6 10.2 33 55.9 1 1.7 18 30.5 0 .0 1 1.7 59 100.0

20.234

동북권 44 17.9 105 42.7 10 4.1 82 33.3 3 1.2 2 .8 246 100.0

서북권 15 16.0 42 44.7 3 3.2 34 36.2 0 .2 0 .0 94 100.0

서남권 39 16.0 96 39.3 7 2.9 99 40.6 2 .8 1 .4 244 100.0

동남권 17 9.9 89 52.0 5 2.9 59 34.5 0 .0 1 .6 171 100.0

계 121 14.9 365 44.8 26 3.2 292 35.9 5 .6 5 .6 814 100.0

배움터 

경력

있음 49 15.8 137 44.2 12 3.9 108 34.8 3 1.0 1 .3 310 100.0

2.924없음 72 14.3 228 45.2 14 2.8 184 36.5 2 .4 4 .8 504 100.0

계 121 14.9 365 44.8 26 3.2 292 35.9 5 .6 5 .6 814 100.0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60 14.0 191 44.4 12 2.8 162 37.7 3 .7 2 .5 430 100.0

5.922

교원/

공무원
38 18.4 94 45.6 8 3.9 64 31.1 1 .5 1 .5 206 100.0

기타 23 12.9 80 44.9 6 3.4 66 37.1 1 .6 2 1.1 178 100.0

계 121 14.9 365 44.8 26 3.2 292 35.9 5 .6 5 .6 814 100.0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16 16.2 43 43.4 6 6.1 34 34.3 0 .0 0 .0 99 100.0

9.245

1~2년 100 14.7 311 45.8 18 2.7 240 35.3 5 .7 5 .7 679 100.0

2년 초과 5 14.3 11 31.4 2 5.7 17 48.6 0 .0 0 .0 35 100.0

계 121 14.9 365 44.9 26 3.2 291 35.8 5 .6 5 .6 813 100.0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81 15.5 232 44.4 15 2.9 193 36.9 2 .4 0 .0 523 100.0

23.976**

(.008)

상담 등 

자격보유
19 15.0 51 40.2 2 1.6 53 41.7 1 .8 1 .8 127 100.0

없음 21 12.8 82 50.0 9 5.5 46 28.0 2 1.2 4 2.4 164 100.0

계 121 14.9 365 44.8 26 3.2 292 35.9 5 .6 5 .6 814 100.0

총계 121 14.9 365 44.8 26 3.2 292 35.9 5 .6 5 .6 814 100.0

* p<.05, ** p<.01

<부록표 3-27> 학교보안관 중요 업무(차이검증：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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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지도 출입통제 시설점검 폭력통제 현장계도 모니터링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5 25.4 14 23.7 12 20.3 13 22.0 4 6.8 1 1.7 59 100.0

18.533

동북권 46 18.8 82 33.5 51 20.8 52 21.2 11 4.5 3 1.2 245 100.0

서북권 18 19.1 30 31.9 16 17.0 23 24.5 4 4.3 3 3.2 94 100.0

서남권 47 19.3 88 36.1 43 17.6 49 20.1 12 4.9 5 2.0 244 100.0

동남권 40 23.4 52 30.4 22 12.9 51 29.8 3 1.8 3 1.8 171 100.0

계 166 20.4 266 32.7 144 17.7 188 23.1 34 4.2 15 1.8 813 100.0

배움터 

경력

있음 62 20.0 103 33.2 46 14.8 81 26.1 13 4.2 5 1.6 310 100.0

4.521없음 104 20.7 163 32.4 98 19.5 107 21.3 21 4.2 10 2.0 503 100.0

계 166 20.4 266 32.7 144 17.7 188 23.1 34 4.2 15 1.8 813 100.0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69 16.0 148 34.4 71 16.5 115 26.7 16 3.7 11 2.6 430 100.0

22.122*

(.014)

교원/

공무원
51 24.8 71 34.5 36 17.5 37 18.0 8 3.9 3 1.5 206 100.0

기타 46 26.0 47 26.6 37 20.9 36 20.3 10 5.6 1 .6 177 100.0

계 166 20.4 266 32.7 144 17.7 188 23.1 34 4.2 15 1.8 813 100.0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26 26.3 32 32.3 18 18.2 18 18.2 4 4.0 1 1.0 99 100.0

16.933

(.076)

1~2년 130 19.2 222 32.7 122 18.0 165 24.3 25 3.7 14 2.1 678 100.0

2년 초과 10 28.6 11 31.4 4 11.4 5 14.3 5 14.3 0 .0 35 100.0

계 166 20.4 265 32.6 144 17.7 188 23.2 34 4.2 15 1.8 812 100.0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100 19.2 178 34.1 91 17.4 123 23.6 20 3.8 10 1.9 522 100.0

5.853

상담 등 

자격보유
30 23.6 41 32.3 26 20.5 23 18.1 5 3.9 2 1.6 127 100.0

없음 36 22.0 47 28.7 27 16.5 42 25.6 9 5.5 3 1.8 164 100.0

계 166 20.4 266 32.7 144 17.7 188 23.1 34 4.2 15 1.8 813 100.0

총계 166 20.4 266 32.7 144 17.7 188 23.1 34 4.2 15 1.8 813 100.0

* p<.05, ** p<.01

<부록표 3-28> 학교보안관 중요 업무(차이검증：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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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2 .2 2 .2 9 1.1 27 3.3 19 2.3 59 100.0 4.00

.290

동북권 5 .6 3 .4 33 4.1 126 15.5 79 9.7 246 100.0 4.10

서북권 4 .5 1 .1 15 1.8 34 4.2 40 4.9 94 100.0 4.12

서남권 8 1.0 2 .2 31 3.8 118 14.5 85 10.4 244 100.0 4.11

동남권 1 .1 2 .2 31 3.8 75 9.2 62 7.6 171 100.0 4.14

계 20 2.5 10 1.2 119 14.6 380 46.7 285 35.0 814 100.0 4.11

배움

터 

경력

있음 6 .7 4 .5 43 5.3 145 17.8 112 13.8 310 100.0 4.14

.850없음 14 1.7 6 .7 76 9.3 235 28.9 173 21.3 504 100.0 4.09

계 20 2.5 10 1.2 119 14.6 380 46.7 285 35.0 814 100.0 4.11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16 2.0 4 .5 68 8.4 209 25.7 133 16.3 430 100.0 4.02

5.432*

(005)

교원/

공무원
4 .5 1 .1 35 4.3 88 10.8 78 9.6 206 100.0 4.14

기타 0 .0 5 .6 16 2.0 83 10.2 74 9.1 178 100.0 4.27

계 20 2.5 10 1.2 119 14.6 380 46.7 285 35.0 814 100.0 4.11

보안

관 

경력

1년 미만 4 .5 2 .2 12 1.5 53 6.5 28 3.4 99 100.0 4.00

1.288
1~2년 15 1.8 8 1.0 104 12.8 310 38.1 242 29.8 679 100.0 4.11

2년 초과 1 .1 0 .0 3 .4 16 2.0 15 1.8 35 100.0 4.26

계 20 2.5 10 1.2 119 14.6 379 46.6 285 35.1 813 100.0 4.11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12 1.5 6 .7 82 10.1 239 29.4 184 22.6 523 100.0 4.10

.759

상담 등 

자격보유
4 .5 3 .4 14 1.7 51 6.3 55 6.8 127 100.0 4.18

없음 4 .5 1 .1 23 2.8 90 11.1 46 5.7 164 100.0 4.05

계 20 2.5 10 1.2 119 14.6 380 46.7 285 35.0 814 100.0 4.11

총계 20 2.5 10 1.2 119 14.6 380 46.7 285 35.0 814 100.0 4.11

* p<.05, ** p<.01

<부록표 3-29> 학교보안관 업무만족도(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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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9 15.3 2 3.4 11 18.6 19 32.2 14 23.7 4 6.8 0 .0 59 100.0

21.971

동북권 40 16.3 2 .8 46 18.7 67 27.2 69 28.0 21 8.5 1 .4 246 100.0

서북권 9 9.6 2 2.1 19 20.2 32 34.0 26 27.7 6 6.4 0 .0 94 100.0

서남권 30 12.3 9 3.7 34 13.9 82 33.6 77 31.6 12 4.9 0 .0 244 100.0

동남권 20 11.7 1 .6 33 19.3 57 33.3 50 29.2 10 5.8 0 .0 171 100.0

계 108 13.3 16 2.0 143 17.6 257 31.6 236 29.0 53 6.5 1 .1 814 100.0

배움터 

경력

있음 32 10.3 4 1.3 45 14.5 115 37.1 92 29.7 22 7.1 0 .0 310 100.0

12.888*

(.045)
없음 76 15.1 12 2.4 98 19.4 142 28.2 144 28.6 31 6.2 1 .2 504 100.0

계 108 13.3 16 2.0 143 17.6 257 31.6 236 29.0 53 6.5 1 .1 814 100.0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52 12.1 9 2.1 85 19.8 134 31.2 122 28.4 28 6.5 0 .0 430 100.0

12.370

교원/

공무원
31 15.0 2 1.0 34 16.5 72 35.0 55 26.7 11 5.3 1 .5 206 100.0

기타 25 14.0 5 2.8 24 13.5 51 28.7 59 33.1 14 7.9 0 .0 178 100.0

계 108 13.3 16 2.0 143 17.6 257 31.6 236 29.0 53 6.5 1 .1 814 100.0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10 10.1 3 3.0 16 16.2 32 32.3 33 33.3 5 5.1 0 .0 99 100.0

8.007

1~2년 93 13.7 13 1.9 119 17.5 210 30.9 198 29.2 46 6.8 0 .0 679 100.0

2년 초과 5 14.3 0 .0 8 22.9 15 42.9 5 14.3 2 5.7 0 .0 35 100.0

계 108 13.3 16 2.0 143 17.6 257 31.6 236 29.0 53 6.5 0 .0 813 100.0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76 14.5 9 1.7 89 17.0 160 30.6 156 29.8 32 6.1 1 .2 523 100.0

7.329

상담 등 

자격보유
18 14.2 2 1.6 21 16.5 41 32.3 36 28.3 9 7.1 0 .0 127 100.0

없음 14 8.5 5 3.0 33 20.1 56 34.1 44 26.8 12 7.3 0 .0 164 100.0

계 108 13.3 16 2.0 143 17.6 257 31.6 236 29.0 53 6.5 1 .1 814 100.0

총계 108 13.3 16 2.0 143 17.6 257 31.6 236 29.0 53 6.5 1 .1 814 100.0

* p<.05, ** p<.01

보기：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다. ②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③ 학교 구성원

(학생⋅학부모⋅교사)이 학교보안관을 보안전문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④ 학내 출입 통제 등 지역민

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⑤ 학교 안의 사각지대,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

다. ⑥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범죄를 홀로 관리⋅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⑦ 기타

<부록표 3-30> 학교보안관 근무 시 애로사항(차이검증：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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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7 11.9 4 6.8 9 15.3 13 22.0 17 28.8 9 15.3 59 100.0

20.838

동북권 34 13.9 17 6.9 20 8.2 69 28.2 63 25.7 42 17.1 245 100.0

서북권 8 8.5 5 5.3 12 12.8 19 20.2 35 37.2 15 16.0 94 100.0

서남권 33 13.5 13 5.3 36 14.8 60 24.6 69 28.3 33 13.5 244 100.0

동남권 32 18.7 7 4.1 13 7.6 44 25.7 48 28.1 27 15.8 171 100.0

계 114 14.0 46 5.7 90 11.1 205 25.2 232 28.5 126 15.5 813 100.0

배움터 

경력

있음 52 16.8 10 3.2 31 10.0 76 24.5 86 27.7 55 17.7 310 100.0

10.299

(.067)
없음 62 12.3 36 7.2 59 11.7 129 25.6 146 29.0 71 14.1 503 100.0

계 114 14.0 46 5.7 90 11.1 205 25.2 232 28.5 126 15.5 813 100.0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57 13.3 25 5.8 48 11.2 113 26.3 125 29.1 62 14.4 430 100.0

5.235

교원/

공무원
36 17.5 11 5.3 22 10.7 44 21.4 57 27.7 36 17.5 206 100.0

기타 21 11.9 10 5.6 20 11.3 48 27.1 50 28.2 28 15.8 177 100.0

계 114 14.0 46 5.7 90 11.1 205 25.2 232 28.5 126 15.5 813 100.0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17 17.2 2 2.0 16 16.2 27 27.3 23 23.2 14 14.1 99 100.0

17.992

(.055)

1~2년 86 12.7 43 6.3 69 10.2 174 25.7 198 29.2 108 15.9 678 100.0

2년 초과 10 28.6 1 2.9 5 14.3 4 11.4 11 31.4 4 11.4 35 100.0

계 113 13.9 46 5.7 90 11.1 205 25.2 232 28.6 126 15.5 812 100.0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72 13.8 35 6.7 62 11.9 121 23.2 152 29.1 80 15.3 522 100.0

10.038

상담 등 

자격보유
18 14.2 5 3.9 15 11.8 34 26.8 39 30.7 16 12.6 127 100.0

없음 24 14.6 6 3.7 13 7.9 50 30.5 41 25.0 30 18.3 164 100.0

계 114 14.0 46 5.7 90 11.1 205 25.2 232 28.5 126 15.5 813 100.0

총계 114 14.0 46 5.7 90 11.1 205 25.2 232 28.5 126 15.5 813 100.0

* p<.05, ** p<.01

보기：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다. ②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③ 학교 구성원

(학생⋅학부모⋅교사)이 학교보안관을 보안전문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④ 학내 출입 통제 등 지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⑤ 학교 안의 사각지대, 출입구 등 모든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⑥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범죄를 홀로 관리⋅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⑦ 기타

<부록표 3-31> 학교보안관 근무 시 애로사항(차이검증：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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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0 0.0 1 3.8 17 65.4 8 30.8 0 0.0 0 0.0 26 100.0

13.248

동북권 2 1.8 2 1.8 64 56.6 34 30.1 10 8.8 1 0.9 113 100.0

서북권 1 2.2 1 2.2 29 63.0 11 23.9 4 8.7 0 0.0 46 100.0

서남권 1 0.8 0 0.0 81 63.3 37 28.9 9 7.0 0 0.0 128 100.0

동남권 2 2.2 0 0.0 61 65.6 23 24.7 6 6.5 1 1.1 93 100.0

계 6 1.5 4 1.0 252 62.1 113 27.8 29 7.1 2 0.5 406 100.0

학

급

수

24개 이하 0 0.0 1 1.0 66 66.0 30 30.0 3 3.0 0 0.0 100 100.0

20.296*

(.027)

25~41개 6 3.0 3 1.5 128 63.1 52 25.6 14 6.9 0 0.0 203 100.0

42개 이상 0 0.0 0 0.0 58 56.3 31 30.1 12 11.7 2 1.9 103 100.0

계 6 1.5 4 1.0 252 62.1 113 27.8 29 7.1 2 0.5 406 100.0

개교

연도

80년 이전 2 1.0 1 0.5 121 61.4 59 29.9 13 6.6 1 0.5 197 100.0

6.403

1981~1990 2 1.7 2 1.7 71 58.7 35 28.9 11 9.1 0 0.0 121 100.0

91년 이후 2 2.3 1 1.1 60 68.2 19 21.6 5 5.7 1 1.1 88 100.0

계　 6 1.5 4 1.0 252 62.1 113 27.8 29 7.1 2 0.5 406 100.0

총계 6 1.5 4 1.0 252 62.1 113 27.8 29 7.1 2 0.5 406 100.0

* p<.05, ** p<.01

보기：① 학내 사고발생이 줄었다. ② 학생 간 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가 줄어들었다. ③ 외부인 출입 통제로 

학내 안전이 강화되었다. ④ 학교보안관 배치로 교내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되었다. ⑤ 외부

인에게 경각심을 줘서 안전 예방효과가 커졌다. ⑥ 기타

<부록표 3-32> 학내 안전 향상 인식(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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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2 7.7 3 11.5 3 11.5 7 26.9 11 42.3 26 100.0 3.85

.898

동북권 7 6.0 6 5.1 17 14.5 19 16.2 68 58.1 117 100.0 4.15

서북권 1 2.2 4 8.7 6 13.0 9 19.6 26 56.5 46 100.0 4.20

서남권 6 4.7 14 10.9 23 17.8 26 20.2 60 46.5 129 100.0 3.93

동남권 4 4.3 7 7.4 15 16.0 22 23.4 46 48.9 94 100.0 4.05

계 20 4.9 34 8.3 64 15.5 83 20.1 211 51.2 412 100.0 4.05

학

급

수

24개 이하 7 6.9 14 13.9 14 13.9 20 19.8 46 45.5 101 100.0 3.83

3.305*

(.038)

25~41개 11 5.3 14 6.8 36 17.4 40 19.3 106 51.2 207 100.0 4.04

42개 이상 2 1.9 6 5.8 14 13.5 23 22.1 59 56.7 104 100.0 4.26

계 20 4.9 34 8.3 64 15.5 83 20.1 211 51.2 412 100.0 4.05

개교

연도

80년 이전 7 3.5 10 5.1 32 16.2 42 21.2 107 54.0 198 100.0 4.17

3.121*

(.045)

1981~1990 9 7.1 17 13.5 19 15.1 22 17.5 59 46.8 126 100.0 3.83

91년 이후 4 4.5 7 8.0 13 14.8 19 21.6 45 51.1 88 100.0 4.07

계 20 4.9 34 8.3 64 15.5 83 20.1 211 51.2 412 100.0 4.05

CC

TV

개수

5개 이하 4 5.2 7 9.1 15 19.5 24 31.2 27 35.1 77 100.0 3.82

2.475

(.061)

6~10개 7 4.3 18 11.0 29 17.8 31 19.0 78 47.9 163 100.0 3.95

11~15개 7 6.1 6 5.3 13 11.4 17 14.9 71 62.3 114 100.0 4.22

16개 이상 2 3.8 3 5.8 7 13.5 9 17.3 31 59.6 52 100.0 4.23

계 20 4.9 34 8.4 64 15.8 81 20.0 207 51.0 406 100.0 4.04

CC

TV

필요

대수

2대 이하 1 1.0 13 13.0 15 15.0 23 23.0 48 48.0 100 100.0 4.04

4.851**

(.009)

3~5대 1 1.1 3 3.4 6 6.8 19 21.6 59 67.0 88 100.0 4.50

6대 이상 1 3.3 2 6.7 4 13.3 7 23.3 16 53.3 30 100.0 4.17

계 3 1.4 18 8.3 25 11.5 49 22.5 123 56.4 218 100.0 4.24

총계 20 4.9 34 8.3 64 15.5 83 20.1 211 51.2 412 100.0 4.05

* p<.05, ** p<.01

<부록표 3-33>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방안(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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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4 23.7 11 18.6 15 25.4 10 16.9 9 15.3 59 100.0 2.81

1.648

동북권 37 15.0 65 26.4 49 19.9 42 17.1 53 21.5 246 100.0 3.04

서북권 22 23.4 21 22.3 18 19.1 18 19.1 15 16.0 94 100.0 2.82

서남권 41 16.8 54 22.1 50 20.5 42 17.2 57 23.4 244 100.0 3.08

동남권 22 12.9 45 26.3 27 15.8 29 17.0 48 28.1 171 100.0 3.21

계 136 16.7 196 24.1 159 19.5 141 17.3 182 22.4 814 100.0 3.05

배움

터 

경력

있음 49 15.8 83 26.8 63 20.3 46 14.8 69 22.3 310 100.0 3.01

-.569없음 87 17.3 113 22.4 96 19.0 95 18.8 113 22.4 504 100.0 3.07

계 136 16.7 196 24.1 159 19.5 141 17.3 182 22.4 814 100.0 3.05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73 17.0 91 21.2 86 20.0 85 19.8 95 22.1 430 100.0 3.09

.456

교원/

공무원
30 14.6 63 30.6 36 17.5 35 17.0 42 20.4 206 100.0 2.98

기타 33 18.5 42 23.6 37 20.8 21 11.8 45 25.3 178 100.0 3.02

계 136 16.7 196 24.1 159 19.5 141 17.3 182 224. 814 100.0 3.05

1년 미만 25 25.3 20 20.2 17 17.2 22 22.2 15 15.2 99 100.0 2.82

보안

관 

경력

1~2년 101 14.9 166 24.4 134 19.7 114 16.8 164 24.2 679 100.0 3.11

4.528*

(,011)
2년 초과 9 25.7 10 28.6 8 22.9 5 14.3 3 8.6 35 100.0 2.51

계 135 16.6 196 24.1 159 19.6 141 17.3 182 22.4 813 100.0 3.05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84 16.1 135 25.8 105 20.1 83 15.9 116 22.2 523 100.0 3.02

.871

상담 등 

자격보유
27 21.3 22 17.3 31 24.4 21 16.5 26 20.5 127 100.0 2.98

없음 25 15.2 39 23.8 23 14.0 37 22.6 40 24.4 164 100.0 3.17

계 136 16.7 196 24.1 159 19.5 141 17.3 182 22.4 814 100.0 3.05

총계 136 16.7 196 24.1 159 19.5 141 17.3 182 22.4 814 100.0 3.05

* p<.05, ** p<.01

<부록표 3-34>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방안(차이검증：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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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 3.8 5 19.2 6 23.1 9 34.6 5 19.2 26 100.0 3.46

.500

동북권 10 8.5 18 15.4 38 32.5 30 25.6 21 17.9 117 100.0 3.29

서북권 6 13.0 9 19.6 11 23.9 8 17.4 12 26.1 46 100.0 3.24

서남권 13 10.1 26 20.2 42 32.6 26 20.2 22 17.1 129 100.0 3.14

동남권 8 8.5 18 19.1 31 33.0 21 22.3 16 17.0 94 100.0 3.20

계 38 9.2 76 18.4 128 31.1 94 22.8 76 18.4 412 100.0 3.23

학

급

수

24개 이하 8 7.9 29 28.7 23 22.8 25 24.8 16 15.8 101 100.0 3.12

2.644

(.072)

25~41개 24 11.6 33 15.9 72 34.8 41 19.8 37 17.9 207 100.0 3.16

42개 이상 6 5.8 14 13.5 33 31.7 28 26.9 23 22.1 104 100.0 3.46

계 38 9.2 76 18.4 128 31.1 94 22.8 76 18.4 412 100.0 3.23

개교

연도

80년 이전 14 7.1 34 17.2 62 31.3 50 25.3 38 19.2 198 100.0 3.32

1.208

1981~1990 12 9.5 27 21.4 40 31.7 23 18.3 24 19.0 126 100.0 3.16

91년 이후 12 13.6 15 17.0 26 29.5 21 23.9 14 15.9 88 100.0 3.11

계　 38 9.2 76 18.4 128 31.1 94 22.8 76 18.4 412 100.0 3.23

총계 38 9.2 76 18.4 128 31.1 94 22.8 76 18.4 412 100.0 3.23

* p<.05, ** p<.01

<부록표 3-35> 보안관 근무시간 연장 방안(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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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38 64.4 16 27.1 5 8.5 0 0.0 0 0.0 59 100.0 1.44

1.087

동북권 144 58.5 73 29.7 21 8.5 5 2.0 3 1.2 246 100.0 1.58

서북권 50 53.2 33 35.1 10 10.6 1 1.1 0 0.0 94 100.0 1.60

서남권 154 63.1 69 28.3 18 7.4 2 0.8 1 0.4 244 100.0 1.47

동남권 101 59.1 48 28.1 17 9.9 4 2.3 1 0.6 171 100.0 1.57

계 487 59.8 239 29.4 71 8.7 12 1.5 5 0.6 814 100.0 1.54

배움

터 

경력

있음 179 57.7 93 30.0 30 9.7 4 1.3 4 1.3 310 100.0 1.58

1.375없음 308 61.1 146 29.0 41 8.1 8 1.6 1 0.2 504 100.0 1.51

계 487 59.8 239 29.4 71 8.7 12 1.5 5 0.6 814 100.0 1.54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256 59.5 125 29.1 41 9.5 6 1.4 2 0.5 430 100.0 1.54

.021

교원/

공무원
124 60.2 63 30.6 13 6.3 4 1.9 2 1.0 206 100.0 1.53

기타 107 60.1 51 28.7 17 9.6 2 1.1 1 0.6 178 100.0 1.53

계 487 59.8 239 29.4 71 8.7 12 1.5 5 0.6 814 100.0 1.54

보안

관 

경력

1년 미만 70 70.7 25 25.3 3 3.0 1 1.0 0 0.0 99 100.0 1.34

3.776*

(.023)

1~2년 393 57.9 208 30.6 65 9.6 9 1.3 4 0.6 679 100.0 1.56

2년 초과 23 65.7 6 17.1 3 8.6 2 5.7 1 2.9 35 100.0 1.63

계 486 59.8 239 29.4 71 8.7 12 1.5 5 0.6 813 100.0 1.54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309 59.1 151 28.9 50 9.6 9 1.7 4 0.8 523 100.0 1.56

1.644

상담 등 

자격보유
84 66.1 33 26.0 9 7.1 1 0.8 0 0.0 127 100.0 1.43

없음 94 57.3 55 33.5 12 7.3 2 1.2 1 0.6 164 100.0 1.54

계 487 59.8 239 29.4 71 8.7 12 1.5 5 0.6 814 100.0 1.54

총계 487 59.8 239 29.4 71 8.7 12 1.5 5 0.6 814 100.0 1.54

* p<.05, ** p<.01

<부록표 3-36> 보안관 근무시간 연장 방안(차이검증：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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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 3.8 1 3.8 4 15.4 7 26.9 13 50.0 26 100.0 4.15

1.419

동북권 7 6.0 15 12.8 28 23.9 33 28.2 34 29.1 117 100.0 3.62

서북권 5 10.9 7 15.2 8 17.4 10 21.7 16 34.8 46 100.0 3.54

서남권 3 2.3 19 14.7 31 24.0 44 34.1 32 24.8 129 100.0 3.64

동남권 7 7.4 8 8.5 24 25.5 34 36.2 21 22.3 94 100.0 3.57

계 23 5.6 50 12.1 95 23.1 128 31.1 116 28.2 412 100.0 3.64

학

급

수

24개 이하 2 2.0 10 9.9 22 21.8 35 34.7 32 31.7 101 100.0 3.84

1.997

25~41개 13 6.3 31 15.0 46 22.2 60 29.0 57 27.5 207 100.0 3.57

42개 이상 8 7.7 9 8.7 27 26.0 33 31.7 27 26.0 104 100.0 3.60

계 23 5.6 50 12.1 95 23.1 128 31.1 116 28.2 412 100.0 3.64

개교

연도

80년 이전 10 5.1 20 10.1 37 18.7 64 32.3 67 33.8 198 100.0 3.80

3.483*

(.032)

1981~1990 9 7.1 19 15.1 31 24.6 36 28.6 31 24.6 126 100.0 3.48

91년 이후 4 4.5 11 12.5 27 30.7 28 31.8 18 20.5 88 100.0 3.51

계　 23 5.6 50 12.1 95 23.1 128 31.1 116 28.2 412 100.0 3.64

보안

관실

개수

1개 이하 18 5.0 47 13.1 86 24.0 107 29.9 100 27.9 358 100.0 3.63

-1.991

.(.053)
2개 이상 2 5.4 1 2.7 6 16.2 14 37.8 14 37.8 37 100.0 4.00

계 20 5.1 48 12.2 92 23.3 121 30.6 114 28.9 395 100.0 3.66

총계 23 5.6 50 12.1 95 23.1 128 31.1 116 28.2 412 100.0 3.64

* p<.05, ** p<.01

<부록표 3-37> 학교보안관 주말근무(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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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37 62.7 20 33.9 2 3.4 0 0.0 0 0.0 59 100.0 1.41

1.106

동북권 146 59.3 66 26.8 21 8.5 8 3.3 5 2.0 246 100.0 1.62

서북권 54 57.4 33 35.1 5 5.3 2 2.1 0 0.0 94 100.0 1.52

서남권 149 61.1 66 27.0 20 8.2 6 2.5 3 1.2 244 100.0 1.56

동남권 102 59.6 40 23.4 20 11.7 6 3.5 3 1.8 171 100.0 1.64

계 488 60.0 225 27.6 68 8.4 22 2.7 11 1.4 814 100.0 1.58

배움터 

경력

있음 186 60.0 81 26.1 29 9.4 11 3.5 3 1.0 310 100.0 1.59

.389없음 302 59.9 144 28.6 39 7.7 11 2.2 8 1.6 504 100.0 1.57

계 488 60.0 225 27.6 68 8.4 22 2.7 11 1.4 814 100.0 1.58

과거직

업

경찰/군인/

소방관
268 62.3 118 27.4 30 7.0 10 2.3 4 0.9 430 100.0 1.52

2.111

교원/

공무원
121 58.7 54 26.2 20 9.7 8 3.9 3 1.5 206 100.0 1.63

기타 99 55.6 53 29.8 18 10.1 4 2.2 4 2.2 178 100.0 1.66

계 488 60.0 225 27.6 68 8.4 22 2.7 11 1.4 814 100.0 1.58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70 70.7 23 23.2 3 3.0 3 3.0 0 0.0 99 100.0 1.38

3.888*

(.021)

1~2년 397 58.5 194 28.6 63 9.3 15 2.2 10 1.5 679 100.0 1.60

2년 초과 20 57.1 8 22.9 2 5.7 4 11.4 1 2.9 35 100.0 1.80

계 487 59.9 225 27.7 68 8.4 22 2.7 11 1.4 813 100.0 1.58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313 59.8 141 27.0 48 9.2 14 2.7 7 1.3 523 100.0 1.59

1.822

상담 등 

자격보유
85 66.9 32 25.2 5 3.9 4 3.1 1 0.8 127 100.0 1.46

없음 90 54.9 52 31.7 15 9.1 4 2.4 3 1.8 164 100.0 1.65

계 488 60.0 225 27.6 68 8.4 22 2.7 11 1.4 814 100.0 1.58

총계 488 60.0 225 27.6 68 8.4 22 2.7 11 1.4 814 100.0 1.58

* p<.05, ** p<.01

<부록표 3-38> 학교보안관 주말근무(차이검증：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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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4 23.7 16 27.1 15 25.4 7 11.9 7 11.9 59 100.0 3.69

.401

동북권 61 24.8 73 29.7 58 23.6 30 12.2 24 9.8 246 100.0 3.74

서북권 29 30.9 21 22.3 19 20.2 12 12.8 13 13.8 94 100.0 3.57

서남권 68 27.9 77 31.6 61 25.0 28 11.5 10 4.1 244 100.0 3.64

동남권 54 31.6 51 29.8 37 21.6 17 9.9 12 7.0 171 100.0 3.80

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3.70

학

급

수

24개 이하 88 28.4 89 28.7 73 23.5 34 11.0 26 8.4 310 100.0 3.54

1.079

25~41개 138 27.4 149 29.6 117 23.2 60 11.9 40 7.9 504 100.0 3.73

42개 이상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3.78

계 117 27.2 113 26.3 102 23.7 61 14.2 37 8.6 430 100.0 3.70

개교

연도

80년 이전 59 28.6 61 29.6 53 25.7 21 10.2 12 5.8 206 100.0 3.84

3.084*

(.047)

1981~1990 50 28.1 64 36.0 35 19.7 12 6.7 17 9.6 178 100.0 3.63

91년 이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3.47

계　 34 34.3 36 36.4 15 15.2 7 7.1 7 7.1 99 100.0 3.70

총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3.70

* p<.05, ** p<.01

<부록표 3-39> 학교보안관 선발층 확대(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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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4 23.7 16 27.1 15 25.4 7 11.9 7 11.9 59 100.0 2.61

1.818

동북권 61 24.8 73 29.7 58 23.6 30 12.2 24 9.8 246 100.0 2.52

서북권 29 30.9 21 22.3 19 20.2 12 12.8 13 13.8 94 100.0 2.56

서남권 68 27.9 77 31.6 61 25.0 28 11.5 10 4.1 244 100.0 2.32

동남권 54 31.6 51 29.8 37 21.6 17 9.9 12 7.0 171 100.0 2.31

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2.43

배움

터 

경력

있음 88 28.4 89 28.7 73 23.5 34 11.0 26 8.4 310 100.0 2.42

-.134없음 138 27.4 149 29.6 117 23.2 60 11.9 40 7.9 504 100.0 2.43

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2.43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117 27.2 113 26.3 102 23.7 61 14.2 37 8.6 430 100.0 2.51

1.786

교원/

공무원
59 28.6 61 29.6 53 25.7 21 10.2 12 5.8 206 100.0 2.35

기타 50 28.1 64 36.0 35 19.7 12 6.7 17 9.6 178 100.0 2.34

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2.43

보안

관 

경력

1년 미만 34 34.3 36 36.4 15 15.2 7 7.1 7 7.1 99 100.0 2.16

3.807*

(.023)

1~2년 178 26.2 192 28.3 169 24.9 82 12.1 58 8.5 679 100.0 2.48

2년 초과 13 37.1 10 28.6 6 17.1 5 14.3 1 2.9 35 100.0 2.17

계 225 27.7 238 29.3 190 23.4 94 11.6 66 8.1 813 100.0 2.43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153 29.3 146 27.9 127 24.3 60 11.5 37 7.1 523 100.0 2.39

2.074

상담 등 

자격보유
37 29.1 41 32.3 26 20.5 12 9.4 11 8.7 127 100.0 2.36

없음 36 22.0 51 31.1 37 22.6 22 13.4 18 11.0 164 100.0 2.60

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2.43

총계 226 27.8 238 29.2 190 23.3 94 11.5 66 8.1 814 100.0 2.43

* p<.05, ** p<.01

<부록표 3-40> 학교보안관 선발층 확대(차이검증：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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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 3.8 1 3.8 2 7.7 7 26.9 15 57.7 26 100.0 4.31

.270

동북권 2 1.7 0 0.0 14 12.0 35 29.9 66 56.4 117 100.0 4.39

서북권 1 2.2 2 4.3 7 15.2 11 23.9 25 54.3 46 100.0 4.24

서남권 1 0.8 2 1.6 14 10.9 45 34.9 67 51.9 129 100.0 4.36

동남권 2 2.1 4 4.3 7 7.4 26 27.7 55 58.5 94 100.0 4.36

계 7 1.7 9 2.2 44 10.7 124 30.1 228 55.3 412 100.0 4.35

학

급

수

24개 이하 1 1.0 2 2.0 5 5.0 29 28.7 64 63.4 101 100.0 4.51

2.541

(.080)

25~41개 4 1.9 3 1.4 27 13.0 61 29.5 112 54.1 207 100.0 4.32

42개 이상 2 1.9 4 3.8 12 11.5 34 32.7 52 50.0 104 100.0 4.25

계 7 1.7 9 2.2 44 10.7 124 30.1 228 55.3 412 100.0 4.35

개교

연도

80년 이전 4 2.0 4 2.0 23 11.6 61 30.8 106 53.5 198 100.0 4.32

.284

1981~1990 2 1.6 5 4.0 10 7.9 34 27.0 75 59.5 126 100.0 4.39

91년 이후 1 1.1 0 0.0 11 12.5 29 33.0 47 53.4 88 100.0 4.38

계　 7 1.7 9 2.2 44 10.7 124 30.1 228 55.3 412 100.0 4.35

총계　 7 1.7 9 2.2 44 10.7 124 30.1 228 55.3 412 100.0 4.35

* p<.05, ** p<.01

<부록표 3-41> 학교보안관 전력조회 강화(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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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 1.7 4 6.8 13 22.0 11 18.6 30 50.8 59 100.0 4.10

1.151

동북권 11 4.5 21 8.5 34 13.8 56 22.8 124 50.4 246 100.0 4.06

서북권 4 4.3 6 6.4 19 20.2 15 16.0 50 53.2 94 100.0 4.07

서남권 6 2.5 14 5.7 37 15.2 62 25.4 125 51.2 244 100.0 4.17

동남권 10 5.8 16 9.4 24 14.0 47 27.5 74 43.3 171 100.0 3.93

계 32 3.9 61 7.5 127 15.6 191 23.5 403 49.5 814 100.0 4.07

배움터 

경력

있음 18 5.8 24 7.7 45 14.5 73 23.5 150 48.4 310 100.0 4.01

-1.208없음 14 2.8 37 7.3 82 16.3 118 23.4 253 50.2 504 100.0 4.11

계 32 3.9 61 7.5 127 15.6 191 23.5 403 49.5 814 100.0 4.07

과거직

업

경찰/군인/

소방관
19 4.4 23 5.3 59 13.7 101 23.5 228 53.0 430 100.0 4.15

2.407

(.091)

교원/

공무원
7 3.4 22 10.7 37 18.0 45 21.8 95 46.1 206 100.0 3.97

기타 6 3.4 16 9.0 31 17.4 45 25.3 80 44.9 178 100.0 3.99

계 32 3.9 61 7.5 127 15.6 191 23.5 403 49.5 814 100.0 4.07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4 4.0 9 9.1 12 12.1 24 24.2 50 50.5 99 100.0 4.08

2.439

(.088)

1~2년 23 3.4 51 7.5 106 15.6 159 23.4 340 50.1 679 100.0 4.09

2년 초과 5 14.3 1 2.9 8 22.9 8 22.9 13 37.1 35 100.0 3.66

계 32 3.9 61 7.5 126 15.5 191 23.5 403 49.6 813 100.0 4.07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20 3.8 37 7.1 88 16.8 125 23.9 253 48.4 523 100.0 4.06

1.166

상담 등 

자격보유
2 1.6 10 7.9 21 16.5 21 16.5 73 57.5 127 100.0 4.20

없음 10 6.1 14 8.5 18 11.0 45 27.4 77 47.0 164 100.0 4.01

계 32 3.9 61 7.5 127 15.6 191 23.5 403 49.5 814 100.0 4.07

총계 32 3.9 61 7.5 127 15.6 191 23.5 403 49.5 814 100.0 4.07

* p<.05, ** p<.01

<부록표 3-42> 학교보안관 전력조회 강화(학교보안관)



202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1 3.8 1 3.8 7 26.9 11 42.3 6 23.1 26 100.0 3.77

.367

동북권 4 3.4 7 6.0 31 26.5 47 40.2 28 23.9 117 100.0 3.75

서북권 3 6.5 5 10.9 8 17.4 13 28.3 17 37.0 46 100.0 3.78

서남권 3 2.3 11 8.5 37 28.7 49 38.0 29 22.5 129 100.0 3.70

동남권 5 5.3 6 6.4 27 28.7 39 41.5 17 18.1 94 100.0 3.61

계 16 3.9 30 7.3 110 26.7 159 38.6 97 23.5 412 100.0 3.71

학

급

수

24개 이하 6 5.9 9 8.9 31 30.7 36 35.6 19 18.8 101 100.0 3.52

2.182

25~41개 6 2.9 13 6.3 52 25.1 85 41.1 51 24.6 207 100.0 3.78

42개 이상 4 3.8 8 7.7 27 26.0 38 36.5 27 26.0 104 100.0 3.73

계 16 3.9 30 7.3 110 26.7 159 38.6 97 23.5 412 100.0 3.71

개교

연도

80년 이전 7 3.5 14 7.1 51 25.8 73 36.9 53 26.8 198 100.0 3.76

.760

1981~1990 4 3.2 13 10.3 30 23.8 50 39.7 29 23.0 126 100.0 3.69

91년 이후 5 5.7 3 3.4 29 33.0 36 40.9 15 17.0 88 100.0 3.60

계　 16 3.9 30 7.3 110 26.7 159 38.6 97 23.5 412 100.0 3.71

교사

신축

여부

있음 5 2.4 13 6.3 46 22.3 83 40.3 59 28.6 206 100.0 3.86

3.145*

*

(.002)

없음 11 5.3 17 8.3 64 31.1 76 36.9 38 18.4 206 100.0 3.55

계 16 3.9 30 7.3 110 26.7 159 38.6 97 23.5 412 100.0 3.71

총계 16 3.9 30 7.3 110 26.7 159 38.6 97 23.5 412 100.0 3.71

* p<.05, ** p<.01

<부록표 3-43> 학교보안관 권한 강화(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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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5 8.5 8 13.6 12 20.3 20 33.9 14 23.7 59 100.0 3.51

1.360

동북권 16 6.5 33 13.4 45 18.3 66 26.8 86 35.0 246 100.0 3.70

서북권 10 10.6 12 12.8 15 16.0 25 26.6 32 34.0 94 100.0 3.61

서남권 13 5.3 43 17.6 48 19.7 81 33.2 59 24.2 244 100.0 3.53

동남권 8 4.7 20 11.7 28 16.4 61 35.7 54 31.6 171 100.0 3.78

계 52 6.4 116 14.3 148 18.2 253 31.1 245 30.1 814 100.0 3.64

배움터 

경력

있음 24 7.7 35 11.3 59 19.0 100 32.3 92 29.7 310 100.0 3.65

-1.208없음 28 5.6 81 16.1 89 17.7 153 30.4 153 30.4 504 100.0 3.64

계 52 6.4 116 14.3 148 18.2 253 31.1 245 30.1 814 100.0 3.64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24 5.6 51 11.9 60 14.0 136 31.6 159 37.0 430 100.0 3.83

12.919**

(.000)

교원/

공무원
19 9.2 33 16.0 51 24.8 71 34.5 32 15.5 206 100.0 3.31

기타 9 5.1 32 18.0 37 20.8 46 25.8 54 30.3 178 100.0 3.58

계 52 6.4 116 14.3 148 18.2 253 31.1 245 30.1 814 100.0 3.64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9 9.1 17 17.2 22 22.2 30 30.3 21 21.2 99 100.0 3.37

2.750

(.065)

1~2년 42 6.2 93 13.7 118 17.4 214 31.5 212 31.2 679 100.0 3.68

2년 초과 1 2.9 6 17.1 7 20.0 9 25.7 12 34.3 35 100.0 3.71

계 52 6.4 116 14.3 147 18.1 253 31.1 245 30.1 813 100.0 3.64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30 5.7 77 14.7 94 18.0 155 29.6 167 31.9 523 100.0 3.67

.480

상담 등 

자격보유
10 7.9 16 12.6 26 20.5 37 29.1 38 29.9 127 100.0 3.61

없음 12 7.3 23 14.0 28 17.1 61 37.2 40 24.4 164 100.0 3.57

계 52 6.4 116 14.3 148 18.2 253 31.1 245 30.1 814 100.0 3.64

총계 52 6.4 116 14.3 148 18.2 253 31.1 245 30.1 814 100.0 3.64

* p<.05, ** p<.01

<부록표 3-44> 학교보안관 권한 강화(차이검증：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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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3 11.5 3 11.5 5 19.2 8 30.8 7 26.9 26 100.0 3.50

.841

동북권 15 12.8 13 11.1 37 31.6 26 22.2 26 22.2 117 100.0 3.30

서북권 7 15.2 12 26.1 9 19.6 7 15.2 11 23.9 46 100.0 3.07

서남권 21 16.3 23 17.8 32 24.8 19 14.7 34 26.4 129 100.0 3.17

동남권 10 10.6 19 20.2 20 21.3 13 13.8 32 34.0 94 100.0 3.40

계 56 13.6 70 17.0 103 25.0 73 17.7 110 26.7 412 100.0 3.27

학

급

수

24개 이하 18 17.8 19 18.8 28 27.7 11 10.9 25 24.8 101 100.0 3.06

1.657

25~41개 24 11.6 36 17.4 53 25.6 39 18.8 55 26.6 207 100.0 3.31

42개 이상 14 13.5 15 14.4 22 21.2 23 22.1 30 28.8 104 100.0 3.38

계 56 13.6 70 17.0 103 25.0 73 17.7 110 26.7 412 100.0 3.27

개교

연도

80년 이전 23 11.6 35 17.7 51 25.8 36 18.2 53 26.8 198 100.0 3.31

1.234

1981~1990 19 15.1 21 16.7 23 18.3 23 18.3 40 31.7 126 100.0 3.35

91년 이후 14 15.9 14 15.9 29 33.0 14 15.9 17 19.3 88 100.0 3.07

계　 56 13.6 70 17.0 103 25.0 73 17.7 110 26.7 412 100.0 3.27

모니

터

개수

2대 이하 26 22.0 26 22.0 22 18.6 15 12.7 29 24.6 118 100.0 2.96

4.114*

(.017)

3대 22 10.8 31 15.3 54 26.6 42 20.7 54 26.6 203 100.0 3.37

4대 이상 6 7.3 13 15.9 27 32.9 13 15.9 23 28.0 82 100.0 3.41

계 54 13.4 70 17.4 103 25.6 70 17.4 106 26.3 403 100.0 3.26

총계 56 13.6 70 17.0 103 25.0 73 17.7 110 26.7 412 100.0 3.27

* p<.05, ** p<.01

<부록표 3-45> 학내 경찰 배치(차이검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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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F/T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소

재

지

도심권 31 52.5 20 33.9 7 11.9 1 1.7 0 0.0 59 100.0 1.63

2.477*

(.043)

동북권 117 47.6 84 34.1 26 10.6 6 2.4 13 5.3 246 100.0 1.84

서북권 51 54.3 30 31.9 9 9.6 2 2.1 2 2.1 94 100.0 1.66

서남권 122 50.0 81 33.2 31 12.7 7 2.9 3 1.2 244 100.0 1.72

동남권 74 43.3 58 33.9 23 13.5 4 2.3 12 7.0 171 100.0 1.96

계 395 48.5 273 33.5 96 11.8 20 2.5 30 3.7 814 100.0 1.79

배움터 

경력

있음 138 44.5 103 33.2 41 13.2 10 3.2 18 5.8 310 100.0 1.93

3.013**

(.003)
없음 257 51.0 170 33.7 55 10.9 10 2.0 12 2.4 504 100.0 1.71

계 395 48.5 273 33.5 96 11.8 20 2.5 30 3.7 814 100.0 1.79

과거

직업

경찰/군인/

소방관
204 47.4 149 34.7 55 12.8 6 1.4 16 3.7 430 100.0 1.79

.050

교원/

공무원
101 49.0 69 33.5 22 10.7 9 4.4 5 2.4 206 100.0 1.78

기타 90 50.6 55 30.9 19 10.7 5 2.8 9 5.1 178 100.0 1.81

계 395 48.5 273 33.5 96 11.8 20 2.5 30 3.7 814 100.0 1.79

보안관 

경력

1년 미만 60 60.6 25 25.3 7 7.1 2 2.0 5 5.1 99 100.0 1.66

2.459

(0.86)

1~2년 322 47.4 234 34.5 83 12.2 18 2.7 22 3.2 679 100.0 1.80

2년 초과 12 34.3 14 40.0 6 17.1 0 0.0 3 8.6 35 100.0 2.09

계 394 48.5 273 33.6 96 11.8 20 2.5 30 3.7 813 100.0 1.79

자격 

보유 

경호, 

보안관련
261 49.9 171 32.7 66 12.6 7 1.3 18 3.4 523 100.0 1.76

2.887

(.056)

상담 등 

자격보유
65 51.2 46 36.2 6 4.7 6 4.7 4 3.1 127 100.0 1.72

없음 69 42.1 56 34.1 24 14.6 7 4.3 8 4.9 164 100.0 1.96

계 395 48.5 273 33.5 96 11.8 20 2.5 30 3.7 814 100.0 1.79

총계 395 48.5 273 33.5 96 11.8 20 2.5 30 3.7 814 100.0 1.79

* p<.05, ** p<.01

<부록표 3-46> 학내 경찰 배치(차이검증：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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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안전 실태조사 설문지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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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afety Management Device 

in the Elementary School

Hyesook Lee⋅Eunjung Seo⋅Suyeon Park

School safety has been raised an important issue in the elementary school. 

Parents as well as outsiders frequently invite the elementary school recently. 

So it is a factor that threats student safety in the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afety status of the elementary schools. Also this study 

pursues to make the appropriate safety management devi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s a system of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and school-sheriff on the elementary school in Seoul Metropolitan 

City. ‘School-Sheriff’ was conducted national/public elementary school in 

Seoul from 2011.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hecks theories about a school 

safety and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school safety environment and 

reviewing the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was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A school-sheriff and a teacher 

who is responsible for school safety of the all national/public schools in Seoul 

were surveyed about the school safety. And we had an interview with 6 

teachers and 5 school-sheriff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school needed expand safety facilities for an 

improvement of the school safety. At the interview, teachers required 

additional safety personnel also. School-sheriffs are satisfied with most of their 

business except work zone is too wide. Average up to a dozen CCTV has 

been installed per elementary school in Seoul. But Monitoring space i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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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school safety management in Seoul as below.

First, CCTV control center should be made for school’s safety. Not 

everyone is happy about the use of CCTV in schools. But CCTV cameras do 

not help prevent crimes only, they help track and catch criminals. 

Second, Seoul Metropolitan Office 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adopted manpower pool system for school-sheriff 

management. It will be filled vacancies efficiently.

Thir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ould be prepare a comprehensive 

long-term plan to school safety. For this project, need to development of 

school safety index.

Forth, the ordinance should be enacted to support unit school.

Besides, this study suggests tha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hould be applied to ne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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