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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학생들 상호 간의 대화 빈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교우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평정 척도식 설문을 활용하여 학급 내 학생들과의 대화 빈도를 수치화하였
고, 이 데이터는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일정 개수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하였다. 담임교사는 학급 내 학
생들 간의 대화 빈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그룹의 학생 개별 상담 및 학급 운영 등 학교폭
력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분석 결과 기존에 교사가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교우
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고, 이는 담임교사의 학급 내 교우 관계 파악을 위한 정량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계점은 연구 대상이 소규모인 것과 학생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문 결과가 왜곡될 수 있
는 점이다. 본 연구가 담임교사의 학급 내 교우 관계 파악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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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ool violenc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and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vent

it. In this study, we propose a system that can prevent school violence by analyzing data on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s between students, and identify peer relationships.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s between students
in the class was quantified using a rating scale questionnaire, and this data was grouped into the appropriate
number of clusters using the K-means algorithm. Additionally, the homeroom teacher observed the frequency and
nature of conversations between students, and targeted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for counseling and inter-
vention, with the aim of reducing school violenc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the teachers’ qualitative observations
were consistent with the quantified data based on student questionnaires, and therefore applicable as quantitative
data towards the identification and understanding of student relationships within the classroom. The study has
potential limitations. The data used is subjective and based on peer evaluations which can be inconsistent as the
students may use different criteria to evaluate one anoth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homeroom
teachers in their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within the
classroom.

Keywords : School Violence Prevention, Data Analysis, K-means Algorithm, Friendship, Relationship, Conversation
Frequency

교신저자 : 구덕회(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논문투고 : 2021-07-27
논문심사 : 2021-08-03
심사완료 : 2021-08-06



86   2021년 정보교육학회 학술논문집 제12권 제2호

1. 서론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나 민

간차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1].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

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

방을 위한 대책이 훨씬 중요하며 의미가 크다[2]. 그러

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교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

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에

게는 단순히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학생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생활 지도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개발 및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사회성 및 인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서

아이들은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 시기의 교우 관계는 학생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및 학업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따라서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급 내 교우 관계가 자

칫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우 관계 파

악 및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

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K-means clustering Algorithm

K-means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 방법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 수로 자동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4]. 처음에 랜덤하게 클러스터

중심을 정해서 K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점차 클러

스터의 중심을 이동하며 다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반복하여 최적의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개수를 사전에 지정

해야 하고, 적절한 클러스터의 개수를 찾기 위해 주로

엘보우(elbow) 방법을 사용한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클러스터 중심들과 각 샘플 사이의 거리

제곱 합인 이너셔(inertia)가 점차 감소하는데, 특정 지

점에서 감소하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지점이 바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이다. 이너셔가 더 이상 크게 줄어

들지 않는다면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5].

2.2. 교우 관계와 대화 빈도

교우 관계(friendship)란 여러 아동 사이의 상호 선호

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가 이루어

진다[3]. Sharabany(1981)는 “친밀한 교우는 서로를 친

구로서 상호 지명하고, 관계는 사회적 신뢰와 충성이라

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서로의 느낌, 선호에 대해서 알

고자 하며, 함께 하는 것을 즐길 뿐 아니라 그 관계가

배타적으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Perry&Bussey(1984)는 교우 관계란 대부분의 아동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또래들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

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우 관계가 갈등이나 경쟁, 배반과 같은 부정

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처럼 다

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교우 관계에 대

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볼 때, 교우 관계란 애정과 같

은 정서가 매개가 되어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상호

과정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중에서 학

생들의 언어적 상호 작용인 대화 빈도를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3. 학교폭력 예방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3.1. 데이터 수집 대상 및 방법

수도권 대도시의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총 2개

의 학급에서 각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학급 생활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신과의 대화 빈도를 수치화하여 5점부

터 1점까지 선택하는 평정 척도 방식으로 학생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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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친구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본인과 평소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5점,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1

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인에 대해서 응답한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설문은 코로나19 상황 및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

하였다. 온라인 설문 도구로는 띵커벨(ThinkerBell) 플

랫폼의 가치 수직선을 (Fig. 1)과 같이 사용하였다.

(Fig. 1) 대화 빈도 수직선

설문 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학생 개별로 점수를 준

총점과 점수를 받은 총점을 각각 합계를 내어 활용하였

으며, 전체 응답 결과 값은 csv 파일로 저장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한 프로그램 설계

3.2.1. 클러스터의 개수 설정

분류 알고리즘에서는 유의미하게 분류하기 위한 클러

스터 개수 설정이 중요하다. K-means 알고리즘에서도

클러스터의 개수 설정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클러스

터의 개수는 엘보우 방법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제안

하는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각

학급 상황과 담임교사의 요구와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

해 학생들의 대화 빈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담임교사가 추후 개

별 상담 및 생활 지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이다. 따라서 학생 수 및 학급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21명인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5개로, 28명의 경우에

7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동작하였다.

3.2.2. K-means 알고리즘 적용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 데이터는 학생별로 다른 친구

들에게 준 점수 값의 합계와 받은 점수 값의 합계로 변

환하였다(Fig 2와 3 참고). 가로축은 자신이 다른 친구

들에게 준 점수의 총합, 세로축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

은 점수의 총합으로 데이터를 나타내고 K-means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군집화하였다.

(Fig. 2) csv 총점 변환 파일(4학년)

(Fig. 3) csv 총점 변환 파일(5학년)

(Fig. 4) pseudo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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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코드(Pseudo code)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고리즘 동작에 필요한 pandas, matplotlib, KMeans

등 관련 모듈을 import한다. 둘째, 데이터 파일인 csv

파일을 불러온다. 셋째, DataFrame을 통해 1열을 x, 2열

을 y로 데이터 테이블을 셋팅한다. 넷째, 클러스터 개수

를 설정하고 KMeans를 동작한다. 다섯째, scatterplot을

사용하여 그룹별로 데이터의 색과 모양이 다르게 나타

나는 산점도로 표현한다. 이 때, 제목 설정 및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라벨링한다.

4. 학교폭력 예방 데이터 결과 분석

4.1. 연구 결과

수도권 대도시의 A초등학교 4학년과 B초등학교 5학

년 각각의 학급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기존 담임교사가 평소 파악한 학급 내의 교우 관계와 상

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K-means 프

로그램의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으며, 교사의 주관적

판단과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학급 내 교우

관계 파악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4.1.1. 연구 결과 분석(4학년)

4학년 학급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총 5개의 클러스터

를 지정하여 대화 빈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Fig. 5

와 같다.

(Fig. 5) 4학년 학급 대화 빈도 분석 결과

그래프의 가로축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준 점수 값의

총합, 세로축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받은 점수 값의 총합

으로 설정하였다. 범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그룹 클러스

터는 빨간색 별표로 나타나며, 총 5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담임교사는 받은 점수가

현저히 낮은 클러스터에 속해있는 **진 학생과 준 점수

가 현저히 낮은 클러스터에 속해있는 **선 학생의 결과

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학생들은 클러스터에

개별적으로 속해있고, 전체 클러스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다른 클러스터와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친구들에게 준 점수가 낮은 클러스터에 속해있는 **

선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은 점수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설문 응답 시 학생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학생 개별 상

담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반면, **진 학생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 친구들에게 준 점

수와 받은 점수 모두 낮게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급에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다

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4.1.2. 연구 결과 분석(5학년)

5학년 학급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총 7개의 클러스터

를 지정하여 대화 빈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Fig. 6와 같다. 앞선 4학년 학급과 인원수가 차이가 나

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개

수를 증가시켰다.

(Fig. 6) 5학년 학급 대화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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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 역시 각각 자신이 친구

들에게 준 점수 값의 총합, 자신이 친구들에게 받은 점

수 값의 총합으로 설정하였다. 그룹 클러스터는 총 7개

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

해 담임교사는 우선적으로 좌측 하단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준 학생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준 학생은 친구들에게 준 점수와 받은 점수가 모두 현

저히 낮아서 독립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위 학생

의 경우에는 스스로 친구들과 대화를 적게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동시에 반 학생들도

**준 학생과는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학년 데이터 분석 결

과 중 **진 학생의 경우와 비슷하며, 이 학생들은 상대

적으로 학급 내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빈도가 낮은 것

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학년 학급의 경우 담임교사가 3번 붉은색 십자 모양

으로 표시되는 그룹의 학생들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학생들은 전체적인 데이

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중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교우 관계와 관련된 생활 지도 시 이를 함께 고

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2. 연구 결과 활용

4학년 담임교사는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

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선 학생과 **진

학생이 속한 그룹을 상담하였다. 교사는 개별 상담을 통

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점, 교우 관계

및 사회성 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추

후 학급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 학생의 경우에는 학급 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

은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므로, 학급 내 교우 관계의 어

려움 및 갈등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며 상담을 진행

하였지만, 상담 결과 별다른 갈등 상황과 어려움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진 학생이 평소 내성적이고 혼자 활동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 학생의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준 점수

는 매우 낮은 반면 받은 점수는 높은 편이었기에 설문

시 응답 기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상담을 진

행하였다. 상담 결과 앞선 예상대로 평소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별다른 갈등 상황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학생 개인적으로 다른 학생들과의 교

우 관계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에 대해서 학생과 함께 상의하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데이터 결과만으로 그 학생의 교우 관계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대화 자체

에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을 지녔지만 교우 관계가 좋은

경우 등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데이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평소의 관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

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기존 관찰 및 판단과 함께

고려하여 K-means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면 보

다 학급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선 학생

처럼 준 점수와 받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클 때

교사가 이를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 학생이 겪는

문제를 새롭게 이끌어내는 것에도 본 분석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학년 담임교사는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클러스터에 속한 **준 학생과 개별적으로 상

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결과 그동안 학교 생활에서 친구

들과의 반복되는 갈등 및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교우

관계에 자신감이 없고, 대화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담임교사는 앞으로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고,

추후 학급 운영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동 놀이

및 역할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과의 긍정

적 관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는 특히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하였을 때 점수 차이

가 많이 벌어져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

한 징후는 없는지 상담 및 학생의 일상생활 관찰을 통

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일회성 개별 상담으로는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인 개별 상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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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담임교사에게 학급 내 교우 관계 파악을 통한 학교폭

력 예방은 수업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본 데

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담임교사는 학급 내 학생들

간의 대화 빈도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급 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개별 상담 및 학급 운영 등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한 참

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주로 교사들은 학생 관찰, 일기 및 직감 등

과 같은 정성적인 지표로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간접적

으로 파악하였지만, 앞으로는 K-means 알고리즘을 활

용한 대화 빈도 데이터라는 보다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서도 학급 내 교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위 분석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평정 척도 설문 데이

터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일부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여 정량적으로 측정 및 분석해보려는 시도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 결

과가 기존의 담임교사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담임교사의 학

급 내 교우 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소규모인 점과 학생

들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 결과

가 왜곡될 수 있는 점 등을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대화 빈도 기반 데이터 분석 프로

그램을 통해서 많은 담임교사의 학급 내 교우 관계 파

악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생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즐거

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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