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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a lot of efforts, school violence is getting severe nowadays and especially it seems remarkably occurr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any studies show that most school violence occur in classrooms where the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in studying and socializing for their everyda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esign elements of middle school classroom and to suggest some design

plan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the point of view of CPTED. For this objective, six middle schools were

selected from Gangseo-gu, Seoul, and the questionnaire and survey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the physical classroom environment in each schools. An analysis was carried using SPS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hool violenc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although each selected school shows diffe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in classrooms, commonly the occurrence and the fear of violence are related to the classroom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lan classroom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e proper size of classroom

avoiding overcrowd’, ‘elevation design for the sense of belonging and territoriality’, ‘improvement of deteriorated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reduce the causes of violence. And ‘maximization of natural surveillance

from hallway’, 'accessibility of teacher' should be considered for rapid management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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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수많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더 심각성의 정도를 더하여,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린 피해 중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연

이어 발생하였다.1)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의 발생이 중학

생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다.2) 중학생시기의 청

소년은 청소년기의 시작단계이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동시에 사춘기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겪게 되는 범죄와 폭력

에 대한 피해, 가해, 목격경험은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

을 주게 된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폭력은 청소년이 경

험하는 사회적 범죄의 첫 형태로서 다른 범죄와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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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최근 증가하는 사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에서 도

입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3)은 주거

시설을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시설 내 범

죄예방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외부인 침입범죄

에 대응한 접근통제 및 자연감시기능강화 등 교육시설의

외부환경개선에 집중되어 학교 내 학생간의 문제인 학교

폭력 예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중학생의 학교폭력은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라는 점에

서 일반 사회범죄와 유사한 동시에 발생장소, 폭력의 내

용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폭력예방을

1) 대전여고생 이어 대구중학생 자살…교육계 충격, 서울신문, 2011.12.22

2)「통계로 본 서울교육 2010」에 따르면 학교폭력 횟수가 중학교 총

1322건 (학교당 3.5건), 고등학교 총 399건 (학교당 1.28건)으로 집

계되어 중학생이 고등학생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은 1971년 C. Ray Jeffry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에 처음 소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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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간계획 역시 학교폭력의 특성 및 원인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4)에 따르면 중학교

학교폭력의 주요장소는 교실공간으로, 주요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생활의 터전

이며 학업성취를 위한 학문의 장이어야 할 교실공간이

교사의 눈을 피하여 폭력의 주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CPTED)’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장소인 교실의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계획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중학교 교실의 ‘폭력 현황’ 및 ‘물

리적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교실의 ‘폭력 현황’과 ‘물리

적 환경 계획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분석 한 뒤 이를 바

탕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교실환경 계획방향을 제안하고

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대상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한 학교폭력건수 조사결과5) 학교 100명당 폭력발생건수

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강서구 소재의 중학교 중 6

개교를 편의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이다.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0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조사대상 중학교의 평면구성을

검토하여 공간구성이 유사한 3층을 기준층으로 선정한

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로 기준층 이용 학생

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62

부 중 설문조사 항목에 성실히 응답한 357부의 설문지를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현장조사는 교실의 ‘물리적 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2011년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연구의 기준층에 해당

하는 각 학교의 3층 교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과 실측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서는 CPTED관련 연구문

헌6)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환경 계획요

4) 김형우,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26-29

김준호·김선애,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청소년연

구 제14권 제2호, 2003, pp.5-47

5) 학교 알리미, 초 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2010

http://www.schoolinfo.go.kr

6) 현장조사서의 교실환경 계획요소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기반표준 KS A 8800:2008,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2009’,

‘National Clearing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NCEF

Assessment Guide(USA), 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

도화 방안(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학교

CPTED 가이드라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의 세부사항을 바

탕으로 국내의 교실환경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소 항목을 추출한 뒤,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현

황’과 ‘교실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폭력 현황’과 ‘물리적

환경 계획요소’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통계분석

을 위하여 SPSS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 류 조 사 항 목

일반사항 성별, 나이

폭력 발생 현황 폭력 경험의 유무, 폭력 종류

불안감 현황 불안감의 정도, 불안감의 이유

<표 1> 설문 조사 내용

분 류 조 사 항 목

1 교실 배치계획 교사공간으로부터 가시성, 교사공간의 접근성

2 규모 및 치수계획
적정규모 계획, 공간 형태의 가시성,

출입구의 적정 폭 및 형태계획

3 입면계획 외부 및 복도로부터 가시성, 학생작품의 게시 현황

4 색채 및 재료계획
선호 색채 계획, 공용공간과의 차별성

바닥, 벽, 천장, 출입문, 가구의 견고성

5 가구계획 가구 배치의 가시성, 가구 형태의 가시성

6 조명계획 적정 조도, 균제도 계획, 기구 유지관리성

7 사인계획 전용공간 안내문

8 기기 및 설비계획 잠금장치 설치 여부, 응급벨 또는 전화, CCTV 설치 여부

9 유지 및 관리 노후상태, 오염상태, 파손상태

<표 2> 현장 조사 내용

2. 문헌 고찰

2.1. 학교폭력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발생원인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

미하지만 학교폭력의 발생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

교폭력의 내용에 대한 연구자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권오명(2005)7), 이순래(2002)8)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존재현상은 ‘학교폭력’이 형식적 범죄9)가

가져야 할 정형화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사회구조와 시

민의식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되는 실질적 범죄로서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1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

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7)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8권,

2005, pp.257-279

8)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제 2002권 40호, 2002, pp.1-143

9)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법적 개념으로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실정법에 의해 처벌이 부과되는 행위인 반면 ‘실질적 의미

로서의 범죄’란 법 규정과는 관계없이 범죄의 성질을 가지는 반사

회적인 법익침해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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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었

으며, 다시 말해 ‘학교 내 외부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조성호(2000)10)는 개인내부

의 특질적 접근인 ‘개인요인’과 거시적 사회환경적 요인

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

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창군·임계령(2010)11)은 학

교폭력 발생원인 중 학교환경 요인의 과밀한 학급수와

학생 수, 폭력행위를 유발하기 쉬운 건물구조 등이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처방안으

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소규모학교·소규모학급’

으로 변화시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관계

의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영(2008)12)

은 중학생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분위기의 요

인으로, 물리적 환경인 ‘학교건물의 유지보수’, ‘교내 환

경의 안전성’과 심리적 환경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

용’을 지적하였다.

(2)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9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재학기간 내 학교폭

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는 학교

교실(45%),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46%)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학교 내 폭력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13) 피해유형은 남학생은 ‘맞았다’(52.8%)

와 ‘돈이나 물건 갈취’(19.2%), 여학생은 ‘맞았다’(20.9%)

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17.9%)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의 이유로 ‘장난’(36%), ‘이유 없

음’(20%)등 원인 없는 가해가 전체의 56%에 이르고, 학

교폭력 목격 시 과반수이상(56.8%)이 ‘모른 척 하였다’로

응답하였으며, ‘모른 척 하였다’의 이유가 ‘관심이 없어

서’(33.4%),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32.5%)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CPTED이론의 ‘자연감시원리’의 한계를

보여주며, 자연감시 기능증진을 위한 공동체의식 활성화

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교폭력 대처방안으로는 김창군(2010), 권오명(2005)

은 폭력의 발생 원인에 따른 가정, 학교환경, 지역사회,

10) 조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 :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제6권 1호 pp.47-67

11) 김창군·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권,

2010, pp.173-198

12) 김은영,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26권, 2008, pp.87-111

13) 학교 내 폭력 증가 추세는 2007년 47.2%, 2008년 66.5%, 2009년

71.6%에 이르고 있다. 피해 장소는 학교교실(45%), 복도(10%), 화

장실(7%) 등 ‘학교 내’ 공간이 전체의 71.6%로 나타났다.

법제도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속적

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 방안들이 대부분이며,

국가에서는 구체적 법적 방안으로「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

방법으로 ‘평소에 친구들과 잘 지낸다’(42.8%)15)가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 대처방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2.2. 교육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1) 교육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학교시설은 전후 양적공급에 치중한 획일

화된 시설에서 점차 질적공급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급

별, 학교규모 및 특성별 다양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997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기준」을 제

정, 그동안의 획일적 기준으로부터 학생 1인당 최소면적

기준만을 제시하여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

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의

단계적 시행으로 새로운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

하는 학교환경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교

시설계획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대되어 사용자 의견

수용을 바탕으로 학교현황, 학교 급, 규모 등 학교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배치형태의 학교가 등장하였다.16)

2008년부터 시작된 교과교실제는 별도의 학급 없이 각

자가 교과전용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중, 고등학생의 수준별 교육, 과목별 수업전개를 위해 시

행되었다. 전형적인 교과교실제는 교과전용교실, 교원연

구실, 정보자료실이나 미디어실 등의 학습자료 센터, 학

생들의 생활거점인 홈베이스에 해당하는 휴식을 위한 오

픈스페이스 및 사물함 공간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획일화된 표준형교사에서 개별 교과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실과 학생들의 홈베이스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

로 일반적으로 학급교실을 교과교실과 홈베이스 공간으

로 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급교실을 거

점으로 특정과목의 수준별, 과목별 수업 시 타교실로 이

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화룡(2002)17)은 교과교실제의

14) 국가에서는「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교육

과학기술부산하 각 단위별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

며, 학교 내 전담기구를 배치하여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

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피해학생 및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

의 조치,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분쟁조정 및 신고의무와 긴급전화

의 운영, 비밀누설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제도를 운영중이다.

15)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평소에 친구들과 잘 지낸

다’ (42.8%), ‘가해학생 처벌 강화’(19.3%), ‘학교안에 전문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CCTV 설치’, ‘선생님이 학교폭력에 관

심 있게 지도’(10.0%),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8.0%) 등으로

나타났다.

16) (사)학교교육환경연구원, 학교계획건축, 2009 재정리

17) 이화룡,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실운영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8호 통권166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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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소음, 정서적 불안, 교사 및 학생간의 상호작

용 부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교실환

경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중학교 교실환경 계획

교실환경 계획 프로세스는 교실배치계획, 규모 및 치

수계획, 입면계획, 색채계획, 재료계획, 가구계획, 조명계

획, 사인계획, 기기 및 설비계획, 유지 및 관리의 과정18)

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교실배치계획은 주

로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으며 권영주·김용승(2004)19)는 가장 적절한 교과교실제

구조로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홈베이스가 하나의 교과블

럭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를 지목하였다. 규모계획에 관

한 연구에서 신원식(2003)20)은 기존의 획일화된 교실규

격에 대해 인간공학적 접근으로 시야거리, 음향, 채광을

고려한 폭과 길이의 비 1:1.2, 높이 3.0m 이상, 바닥면적

의 1/10이상의 채광면적 확보를 제시하였다. 색채계획 연

구에서 조성희 외(2002)21)는 색채 환경의 심리적, 기능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색채 환경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명계획 연구에서는 자연채광중심

의 교실 빛 환경에서 발생하는 창가와 복도 측 사이의

조도 불균형과 심한 눈부심의 개선방안으로 김옥·이언구

(2006)22)는 광선반을, 이종영·송규동(2010)23)은 애니돌릭

천장시스템을 제안하였다.

(3)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 계획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은 ‘물리적

환경의 적절한 계획과 효과적 사용이 범죄의 두려움과

발생을 줄이고,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물리적 환경 중심에서 현재는 정

서적, 심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까지 점차 확대된 영

역에 관련되어 있다.24) 건축 환경에서 제시된 ‘CPTED’

의 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강

화’의 주요 3가지 원리와, ‘활동성 지원’, ‘유지관리’를 포

함한 5가지 원리가 있으며 이를 학교폭력 예방적 관점에

서 학교시설에 적용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pp.49-56

18) 오인욱,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2004, pp.371-412 연구자가 재정리

19) 권영주·김용승,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한 중학교 공간구조의 유형

별 분류와 특성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권 12호, 2004

20) 신원식·한규영, 초,중등학교 교실의 적정규모계획에 관한 연구, 한

국교육시설학회지 제10권 제6호 통권 제41호, 2003 pp.27-37

21) 조성희·주서령·김문덕·김인혁, 학교시설의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조

사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 pp.155-163

22) 김옥·이언구, 학교교실의 빛환경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pp.231-236

23) 이종영·송규동, 학교교실의 빛환경 개선을 위한 애니돌릭 천장 자

연채광 시스템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11호

통권265호, 2010

24) 유호정·박은경·하미경,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캠퍼스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6 (8), 2010, p.98 재인용

<표 3> CPTED 주요 5원리의 학교 시설 적용25)

CPTED 원리 적 용  내  용

자연적 감시

(Surveillance)

학교내 가시성 확보를 통한 자연적 감시증대

CCTV 등의 기계적 감시 확충을 통한 안전성 확보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학교 공간 내 외부인 및 학생들의 정당한 목적 외 사용

시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이용자 그룹 전용공간의 정체성을 위한 학교영역의

차별화

건물배치계획, 안내문설치로 학교 이용의 명료성 강화

활동성 지원

(Activity Support)

운동장 중심 외부공간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를 통한

자연적 감시 기회 증가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감시, 통제용 기계장치들의 관리 및 학교의 환경미화

관리를 통한 소유인식 부여

학교 환경의 ‘CPTED’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외부인 침

입범죄에 대비하여 자연감시, 접근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정문, 담장, 조경의 계획기준 및 건물사각지역

내 CCTV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외부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서 학교 폭력의 주요발생장소가 교

실 중심의 실내공간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일상의

학생 간 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 학교 내·외부 환경에

관한 연구로는 강은영 외(2009)26)는 학교환경의 실태조사

를 통해 건물내부를 포함한 세부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으며 하미경(2011)27)은 통학환경으로부터 학교건물

실내에 이르는 전반적인 학교환경에 관한 계획방향을 제

시하였다. 학교시설 ‘CPTED’ 요소 기대효과 및 적용에

대한 연구로 박성철․김진욱(2011)28)은 교장·교사그룹을

조사하여 우선 적용 공간 및 요소를 제시하였다. 학생들

의 문제행동과 학교의 물리적 환경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Revathy Kumar(2008)29)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발생과 물리적 학교환경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의 관계

를 연구하여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환

경의 계획을 모색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학교폭력의

발생과 폭력의 배경이 되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의 관

계를 규명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3. 조사 결과 및 분석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5) 강은영․박미랑․박현호․강석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

도화 방안(Ⅲ):학교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학교 CPTED

가이드라인:학교시설물 및 관리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pp.33-36 의 내용 중 명료성 강화부분을 영역성 강화부분에

통합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26) Ibid.

27) 하미경, 안전한 중고등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 대한건축

학회, 건축 제55권 제8호 2011.8, pp.33-36

28) 박성철․김진욱, 학교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요소 기대효과와 적

용방안 -서우지역 교장․교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7권 제10호, 2011

29) Revathy Kumar, Patrick M. , O'Malley & Lloyd D. Johnston,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Environment of secondary Schools

and Student behavior : A National Study, 2000-2003,

Environment and Behavior, 40, 2008, pp.45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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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S BW DM KJ SJ YG

건축현황

평면

배치유형 / 건축연도 병렬형 / 1983 ㄱ자형 / 1993 E자형 / 1995 ㄷ자형 / 1993 중정형 / 1995 복합형 / 2006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건축면적(m²) 15,723 / 9,171 11,163 / 7,483 12,240 / 5,716 16,681 / 11,081 11,202 / 5,399 8,910 / 6,165

이용현황
총학생 수 / 학급 수 1,533 / 44 557 / 18 924 / 27 320 / 17 657 / 20 842 / 25

학급당 평균인원(인) 35 31 34 19 33 34

<표 4>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30)

조사대상 학교의 건축연도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다양하였으며<표 4>, 일자형, ㄱ자, E자, ㄷ자, 중정형,

복합형의 다양한 배치형태가 적용되었다. 각 학교는 모

두 남녀공학으로서 학교별로 총학생수, 학급 수에 차이

가 있었으며, 학급당 평균인원은 모든 학교가 기준인

35명 이하로 조사되었다. 각 학교의 조사대상자는 총

357명으로 남학생이 187명(52.4%), 여학생이 170명

(47.6%)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5>와 같다.

학교

구분
BS BW DM KJ SJ YG 전체

남학생 45(66.2) 27(47.4) 27(44.3) 20(46.5) 34(55.7) 34(50.7) 187(52.4)

여학생 23(33.8) 30(52.6) 34(55.7) 23(53.5) 27(44.3) 33(49.3) 170(47.6)

전체 68(100) 57(100) 61(100) 43(100) 61(100) 67(100) 357(100)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단위: f(%), n=357

3.2. 학교 폭력 현황

교실 내 학교폭력 경험유무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의 29.2%가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9 전

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의 22%를 상회하였다.

각 학교의 학교별 폭력 경험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S(47.1%), KJ(39.5%), DM과

SJ(27.9%), YG(16.4%), BW(15.8%)학교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학교

구분
BS BW DM KJ SJ YG 전체 χ2

있다 32(47.8) 9(16.1) 17(28.3) 17(39.5) 17(28.3) 11(16.4) 103(29.2)

23.404***없다 35(52.2) 47(83.9) 43(71.7) 26(60.5) 43(71.7) 56(83.6) 250(70.8)

전체 67(100) 56(100) 60(100) 43(100) 60(100) 67(100) 353(100)

<표 6> 교실 내 폭력 경험 현황 단위: f(%), n=357

  
*** p<0.001

각 학교의 성별 폭력 경험은 남학생이 51.5%, 여학생

이 48.5%로서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KJ학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 폭력 경험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30) 학교 알리미, 초 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2011

http://www.schoolinfo.go.kr

구분

학교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BS 24(75.0) 8(25.0) 32(100) 2.364

BW 4(44.4) 5(55.6) 9(100) .017

DM 9(52.9) 8(47.1) 17(100) .437

KJ 4(23.5) 13(76.5) 17(100) 5.969*

SJ 9(52.9) 8(47.1) 17(100) .134

YG 3(27.3) 8(72.7) 11(100) 2.901

전체 53(51.5) 50(48.5) 103(100) .053

<표 7> 교실 내 성별 폭력 경험 현황 단위: f(%), n=357

  

 * p<0.05

학교폭력의 피해유형31)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 신체

폭행(37.1%), 놀림(16.5%), 금품갈취(12.9%)순으로 많이

나타나 선행연구32) 결과와 일치하였다.<표 8>

학교

구분
BS BW DM KJ SJ YG 전체

형식적 범죄형

(신체적·물리적)

신체폭행 21 5 13 11 9 4 63 (37.1)

금품갈취 6 3 1 8 3 1 22 (12.9)

위협 및 협박 11 3 0 3 1 1 19 (11.2)

소계 38 11 14 22 13 6 104 (61.2)

실질적 범죄형

(언어적·심리적)

강제 심부름 1 1 4 4 1 2 13 (7.7)

놀림 6 4 2 4 5 7 28 (16.5)

따돌림 4 2 1 2 3 7 19 (11.2)

소계 11 7 7 10 9 16 60 (35.4)

성범죄형

가벼운성추행 1 1 1 2 0 0 5 (2.9)

심각한성추행 1 0 0 0 0 0 1 (0.6)

소계 2 1 1 2 0 0 6 (3.5)

전체 51 19 22 34 22 22 170(100)

<표 8> 교실 내 학교폭력의 유형 단위: f(%), n=357

교실 내 학교폭력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평균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61점으로,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불안감

이 높게 나타난 순으로 BS(3.24), DM(2.90)과 KJ(2.86),

SJ(2.58)와 BW(2.35), YG(1.80) 총 4개의 동일집단군으로

분석되었다.<표 9>

31) ‘김창군․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

권, 2010’, ‘홍영호,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조사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8’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의 대표적 유형

을 재정리

3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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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n 교실 불안감

b
F비 Duncan

BS 62 3.24

8.092***

D

BW 57 2.35 B

DM 60 2.90 C D

KJ 43 2.86 C D

SJ 60 2.58 B

YG 65 1.80 A

전 체 347 2.61

<표 9> 학교별 교실내 학교폭력 불안감 정도
a

단위: f(%), n=357

***
p<0.001,

a
: 1점 매우 안전하다. 7점 매우 불안하다.

b
: 불안감의 평균

각 학교의 성별 불안감의 정도는 남학생이 2.47, 여학

생이 2.75로서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KJ학교의 경우 남학생(2.15)과 여학생(3.48) 사이의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구분

학교

성별
b

t 값 전체평균
남학생 여학생

BS 3.21 3.30 -.241 3.24

BW 2.33 2.37 -.084 2.35

DM 2.93 2.88 .124 2.90

KJ 2.15 3.48 -3.030** 2.86

SJ 2.35 2.88 -1.672 2.58

YG 1.64 1.97 -1.231 1.80

전 체 2.47 2.75 -1.832 2.61

<표 10> 성별 교실내 학교폭력 불안감 정도a
단위: f(%), n=357

**
p<0.01,

a
: 1점 매우 안전하다. 7점 매우 불안하다.

b
: 불안감의 평균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의 이유를 15개의 보기33)를

들어 복수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공간이용자 과

다’(23.05%), ‘보안장치 부족’(13.99%), ‘불량한 학생들의

잦은 회합’(12.35%) 순으로 조사되어 교실공간의 불안감

감소를 위해 ‘사용인원에 따른 적정한 교실 규모 계획’,

‘보안시설을 통한 안전성 확보’, ‘적정 용도의 공간사용’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 DM학교 경우 ‘순찰인

력부족’, ‘위기 시 구조요청방법 부재’가 SJ학교 경우 ‘오

염물의 방치’가 불안감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표 11>

학교폭력 경험과 불안감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경험 현황과 불안감 정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 0.355로 미약한 상관정도를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 경험이 없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낮

고, 학교폭력 경험이 있거나 또는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

감이 큰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표 12>

33) 유호정 박은경 하미경,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캠퍼스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6 (8), 2010, p.102 재정리

구 분 평균 표준편차 r

100명당 폭력 경험율 0.29 0.455
.355

**

불안감의 평균 2.61 1.467

구 분 학 교 BS BW DM KJ SJ YG 합계

공간 이용자 과다 17 9 15 1 9 5 56 (23.05)

보안장치 부족 10 8 3 5 7 1 34 (13.99)

불량학생들의 잦은 회합 10 1 5 0 13 1 30 (12.35)

순찰인력 부족 5 1 8 0 4 1 19 (7.82)

위기 시 구조요청방법 부재 7 3 6 0 2 0 18 (7.41)

공간 이용자 부족 0 2 4 0 5 2 13 (5.35)

은신자의 가능성 0 2 4 0 5 2 13 (5.35)

오염물의 방치 2 1 0 2 7 1 13 (5.35)

폭행에 대한 두려움 3 1 2 0 6 0 12 (4.94)

위기 시 도주로의 부재 2 3 4 0 2 0 11 (4.53)

으슥한 느낌의 공간 1 0 3 0 4 1 9 (3.70)

은신처 공간 존재 1 1 1 2 0 1 6 (2.47)

시각적 사각지대 존재 1 0 1 0 1 1 4 (1.65)

조도 및 조명기구의 부족 0 0 0 0 2 1 3 (1.12)

위험기기, 물질의 방치 1 0 1 0 0 0 2 (0.82)

합계 60 32 57 10 67 17 243 (100)

<표 11> 교실 내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 이유 단위: f(%), n=357

<표 12> 학교폭력 경험과 불안감의 상호 관계

** p<0.01 

3.3. 중학교의 교실환경 현황

(1) 교실환경의 분석

1) 교실 배치 계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공간의 배치는 교사의 자연

감시기능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학교의 교

사연구실이 동일 층 내에 배치되었으며(BW학교 제외)

<표 13>, 교사형태(E자, ㄷ자, 중정형)에 따라 DM, KJ,

SJ학교의 일부 교실군에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YG학교는 교실군의 중앙부분에 교사연구실을

배치하여 교사의 가시성 및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였다.

2) 규모 및 치수 계획

Ulrich(2004)34)는 ‘과밀 현상’이 소년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여 교실의 적정규모 계획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DM학교(1.76m2)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1

인당 기준 면적(1.86m2)이상을 확보하였으며, KJ학교

(3.54m2)는 DM학교의 2배가 넘는 면적으로 나타났다.

<표 13> 모든 교실이 출입구로부터 교실전체에 대한 가

시성은 확보되었으나, DM학교는 교실 내 청소도구실이

은신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미닫이형태 출입문이 설치되었으나 출입구 폭이

80cm이하로 교과교실제 운영의 잦은 이동에 대처하기에

매우 협소하였으며, SJ학교는 넓은 출입구 폭(91cm)이

확보되었으나, 여닫이형태였다.

34) Revathy Kumar, Patrick M., O'Malley & Lloyd D. Johnston,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Environment of secondary Schools

and Student behavior : A National Study, 2000-2003,

Environment and Behavior, 40, 2008, p.45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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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면 계획

교실의 입면은 좌우측의 창호와 전후면의 칠판, 게시

판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창은 모두 가시가능 높이로 설

치되었으나, 대부분 학교에 불투명 비닐쉬트가 부착되어

외부 투시가 불가능하였으며(DM학교 제외) 복도창 역시

가시가능 높이였으나, 대부분 학교가 불투명 비닐쉬트를

부착하여 교실 투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교(BW, DM, SJ)는 창문 1개소의 쉬트를

제거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전체 가시성을 확보하기에 부

족하였으며, YG학교는 전체 창호의 눈높이부분 쉬트를

제거하여 가시성을 확보한 상태였다.

Killeen(2003)35)은 초등학생의 교실 벽면 게시물 연구

에서 공공영역의 개인화작업이 학교와 학생간의 강한 유

대감(동질감)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의 교

실은 전면에 칠판중심으로 학급운영관련 게시물이, 후면

에 수업내용과 관련 학생작품이 게시되고 있었으며 대부

분 학교의 게시판 면적은 동일하였으며(BW학교 제외),

전반적으로 단순반복형의 게시물이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BW학교의 경우 게시판의 면적이 타 학교의 1/3

정도로 매우 협소하였다.

4) 색채 및 재료 계획

천장은 모두 백색의 수성페인트, 텍스가 사용되었으며,

벽은 백색과 함께 하단 1/3에 노랑(BS, KJ), 연한 청록

(BW, SJ, YG), 연한 갈색(DM)의 수성페인트가 사용되

었다. 바닥은 회색기미의 테라조(BS, KJ), 회색+녹색기미

(SJ), 황색기미(DM), 목재무늬 갈색의 P-TILE(BW), 갈

색의 목재플로링(YG)이 사용되었다. 교실은 활동성 많은

다수 학생들의 사용을 위한 내구성 있는 재료사용이 매

우 중요한데, P-TILE의 경우 내구성 부족으로 표면마모

가 심하였다. 출입문의 경우 BS, BW, DM, KJ학교에서

는 알루미늄 샤쉬를 사용하였으며, 기존문을 미닫이문으

로 교체시 기존벽체위에 단순히 덧대어 견고성이 부족하

였고 SJ, YG학교는 목재문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다.

공공공간인 복도와 전용공간인 교실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을 조사한 결과 BW학교는 벽색과 바닥재료, KJ

학교는 벽색, SJ, YG학교는 바닥재료가 상이하였다. BS,

DM학교는 교실과 복도의 디자인이 동일하였다.

5) 가구 계획

교실 가구는 교사용 가구, 학생용 가구, 기타 청소도구

함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 학교의 교사용, 학생용 책

상과 의자는 모두 가시성 있는 형태에 목재 상판, 목재

라미네이트 상판과 철제프레임의 견고한 재료로 구성되

었으며, 교탁, 수납장은 각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크

기와 형태, 재료 등이 사용되었다. 청소도구의 적절한 수

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BW, KJ, SJ학교는 대걸레가

35) Ibid., p.458 재인용

교실 내 방치되어 미관상 문제가 있었으며 BS, YG 학교

는 교실 외부공간에(화장실, 복도) 수납하고 있었고 DM

학교는 교실 내 청소 도구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6) 조명 계획

교실의 조명계획은 복도 쪽 주광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노출형 또는 매입형 직부형광등의 인공조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모든 학교가 KS 교실평균조도기준을

만족하였다.<표 13>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BS학교 제

외) 일부 교실군이 눈부심이 심하여, 균제도 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유리창에

불투명쉬트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7) 사인 계획

출입구에 학급 안내 및 학생들의 전용공간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공간사용에 대한 규칙 등을 게시함으로써 공간

의 영역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BS, DM, SJ학교에 전용

공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8) 기기 및 설비 계획

잠금장치, 응급벨 또는 응급전화, CCTV설치 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 잠금장치는 설치되었으며, 대

부분 학교에서(BS학교 제외) 응급벨 또는 응급전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보안설비의 부족은 교실 불

안감의 이유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13.99%),

CCTV는 인권침해의 우려로 설치가 어려워36), 교과교실

이동시 사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위급상황 시 교사와

연결되는 응급시스템의 계획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9) 유지 및 관리

깨진 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37)에 따르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는 건물(교실)은 범법자(폭력학생)

들의 주요활동공간이 될 수 있으며, 주민(학생)의 존중

심, 의무감이 엷어져, 순식간에 지역(학교) 전체가 황폐

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실의 마감재, 기기 및 설비, 환

경 미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유지 관리는 학생들의

소속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아가 학교폭력예방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각 학교의 유지관리 상태는 가장 최근

에 개교한 YG학교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가장 오래된

BS학교가 가장 열악하였다. 반면 1990년대 초 유사한 시

기에 개교한 나머지 4개교의 경우 벽면도장보수 등 개보

수정도에 따라 다른 오염상태를 보였다. SJ학교의 경우

무계획적 전기배선의 증설 및 기기의 파손 문제가 심각

하였고 BS학교의 경우 교실 내 냉온풍기 및 가스배관

조절기 파손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두 학교

모두 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표 13>

36) 현재 CCTV는 교실 내부, 화장실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설치 희망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 후 각 주체의

찬성률이 50% 이상일 경우 지원된다. (메디컬투데이 2010년 4월

26일자)

37) 임창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

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p.28-29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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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학교명

BS BW DM KJ SJ YG

교실군과

교사공간의

배치
* 교사공간은

다른 층에 배치

교실 규모(wxd) 7.6 x 8.8 7.3 x 8.8 6.8 X 8.8 (동일) 7.4 x 8.6/7.4 x 9.6 7.3 x 8.7 (동일) 7.7 x 8.8/7.4 x 8.9

교실 높이(m) 2.6 3.2 2.75 3.1 2.55 2.6

면적(m2) 66.88 64.24 59.84 63.64 / 71.04 63.51 67.76 / 65.86

1인당 면적(m2) 1.91 2.07 1.76 3.54 1.92 1.97

주출입구

전면 게시판

후면 게시판

복도창

외부창

기타사항

설비계획

천장형 A/C 매입,

패키지형 냉온풍기,

가스배관 노출, 선풍기,

천장형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

천장형 A/C 노출,

선풍기, 전자교탁,

천장형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

천장형 A/C 매입,

외부창하부방열기,

선풍기,

천장형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

천장형 A/C 노출,

선풍기,

천장형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

천장형 A/C 매입,

외부창하부방열기,

가스배관 노출, 선풍기,

천장형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

천장형 A/C 매입,

선풍기(커버있음),

천장형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

평균조도(lx) 926 1484 782 / 1080 / 819 703 / 1013 1298 / 1267 / 770 1267 / 627

균제도 0.20 0.09 0.08 / 0.11 / 0.15 0.09 / 0.2 0.06 / 0.11 / 0.27 0.08 / 0.29

노후 상태 전체 노후 부분 노후 바닥 부분 노후 부분 노후 부분 노후 양호

오염 상태 벽체, 창호 오염 심함 양호 양호 벽체 오염 있음 벽체, 창호 오염 심함 양호

파손 상태 책상, 기기 파손 심함 양호 양호 양호 전기배선, 창틀 파손 양호

개보수 여부 벽체 부분 재도장
바닥재, 가구교체

벽체 재도장

바닥재, 가구교체

벽체 재도장
책상교체 책상교체 없음

<표 13> 학교별 교실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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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계획요소에 따른 학교별 교실환경 분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 계획요소에 따라 각 학교

의 교실환경 현황을 분석38)한 결과 전체 평균 3.34점으

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항목별로 가구(5.00) 및

조명(4.33)계획이 잘 적용되어 있는 반면, 사인(2.00), 기

기 및 설비(2.43), 입면(2.45)계획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

다. 학교별로는 YG(3.81), DM(3.51), KJ과 BS(3.29),

SJ(3.14), BW(3.00)학교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과 불안

감이 낮게 나타난 YG학교의 폭력 예방적 교실환경이 가

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분 류 계획 요소
학 교 요소별

평균BS BW DM KJ SJ YG

1
배치

계획39)

교사공간 가시성 ● ◯ ◐ ◐ ◐ ● 3.33
3.33

교사공간 접근성 ◐ ◯ ● ● ◯ ● 3.33

2
규모40) 및

치수계획

적정 규모 계획 ● ● ◯ ◐ ● ● 4.00

3.78공간 형태 가시성 ● ● ◐ ● ● ● 4.67

적정 출입구 계획 ◯ ◐ ◐ ◐ ◐ ◐ 2.67

3
입면

계획41)

외부로부터 가시성 ◯ ◯ ● ◯ ◯ ◐ 2.00

2.45복도로부터 가시성 ◯ ◐ ◐ ◯ ◐ ● 2.67

게시물의 현황 ◐ ◯ ◐ ◐ ◐ ◐ 2.67

4 색채42) 및

재료계획

선호 색채 사용 ◐ ◯ ◯ ◐ ◯ ◯ 1.67

3.44

천장 재료의 견고성 ◐ ● ◐ ● ◐ ◐ 3.67

벽 재료 견고성 ● ● ● ● ● ● 5.00

바닥 재료 견고성 ● ◐ ◐ ● ◐ ● 4.00

출입문 재료 견고성 ◐ ◐ ◐ ◐ ● ● 3.67

공용공간과 차별성 ◯ ● ◯ ◐ ◐ ◐ 2.67

5 가구계획
가구배치,형태 가시성 ● ● ● ● ● ● 5.00

5.00
가구 재료 견고성 ● ● ● ● ● ● 5.00

6
조명

계획43)

적정 조도 계획 ● ● ● ● ● ● 5.00

4.33적정 균제도 계획 ● ◯ ◐ ◐ ◐ ◐ 3.00

조명기구 관리 용이성 ● ● ● ● ● ● 5.00

7 사인계획 전용공간 안내문 부착 ◐ ◯ ◐ ◯ ◐ ◯ 2.00 2.00

8
기기 및

설비계획

잠금장치 설치 ● ● ● ● ● ● 5.00

2.43응급벨,응급전화설치 ◐ ◯ ◯ ◯ ◯ ◯ 1.33

CCTV 설치 ◯ ◯ ◯ ◯ ◯ ◯ 1.00

9
유지 및

관리44)

노후 관리 상태 ◯ ◐ ◐ ◐ ◐ ● 3.00

3.33오염 관리 상태 ◯ ● ● ◐ ◯ ● 3.33

파손 관리 상태 ◯ ● ● ● ◯ ● 3.67

학교별 전체평균a 3.29 3.00 3.51 3.29 3.14 3.81 3.34

a 학교별 전체 평균은 각 계획 별 평균값의 전체평균으로 산정

<표 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요소에 따른 교실환경 분석

38) ● : 5점 적합, ◐ : 3점 보통, ◯ : 1점 부적합

39) 배치계획에서 교사가시성은 교사공간이 교실군 전체시야 확보 시

5점, 교실군의 일부시야 확보 시 3점, 다른 층에 배치 시 1점으로

산정하였으며 교사접근성은 각 교실과 교사공간과의 평균거리가

30m 이하 5점, 40m이하 3점, 40m이상 및 다른 층 배치 시 1점으

로 산정하였다.

40) 교실의 규모는 1979년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7차 개정이후 66m
2
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1980년 학교표준설계도에 의해 7.5m×9.0m

규모로 표준화되었다가 현재는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립·운영기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최소 소요 교사면적만을 제시하고

있다. 신원식(2003)은 교실의 적정규모 연구에서 시야거리 및 음향

환경을 고려하여 폭:길이=1:1.2, 9.0m 미만 길이, 3m이상 높이의 교

실 규모를 제안하였으며, 학교건축계획(2009)에서는 가구배치를 고

려한 다양한 폭과 길이의 교실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인원에 따른 1인당 적정면적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여, 향후 ‘과밀

현상’을 고려한 1인당 교실적정면적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

다.

규모 및 치수계획에서 교실의 규모는 학교건축계획(2009)의 교실

규모 와 신원식(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급인원 35명, 교실면적

65.12m2(7.4m×8.85m)을 기준으로 1인당 적정 면적 1.86m2을 정한

각 학교의 폭력현황을 고려한 학교별 교실환경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BS학교는 1983년 건축되어 조사대상 중 가장 오래되

었으며, 학생 및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이고 학교폭

력 발생과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안감

의 가장 큰 이유로 ‘공간이용자의 과다’가 지적되었으며,

교사공간이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및 복도로부터 가

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형식적 범죄’에

속하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위협 및 협박’의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교실 출입구의 폭이

가장 협소하여, 교실 이동시 학생 간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유지관리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노후,

오염의 정도가 심하고 무계획적인 설비확충으로 인한 난

방기계의 가스 및 전기배관의 노출과 파손이 심하였으며

유일하게 비상전화가 설치되었다.

BW학교는 1993년에 건축되었으며 학생 수 600명 미

만으로 조사대상 학교 중 비교적 소규모학교에 해당한

다. 교실 내 학교폭력 발생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불

안감 역시 적게 나타난 편이다. 전체 학교에서 유일하게

교사공간이 다른 층에 배치되었으나, 일부 창호에서 교

실 내 투시가 가능하였다. 폭력유형은 ‘신체폭행’과 ‘놀

림’등 전체적으로 ‘신체적·물리적’폭력과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골고루 발생하였다. 1인당 교실면적은 적정하였

으나 사물함의 크기가 커서(타학교의 3배) 점유공간이

많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교실사용 면적이 협소해졌으

며, 불안감의 이유로 ‘공간이용자의 과다’가 지적되었다.

뒤 조사대상 학교의 평균교실면적을 평균학급인원으로 나눈 면적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공간형태의 가시성은 출입구로부터 전체

교실에 대한 시야확보여부를, 적정 출입구 계획은 출입문의 폭과

형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1) 입면 계획은 창호의 가시성과 벽면의 활용정도를 중심으로 산정하

였다. 가시성은 외부 및 복도와 교실 간의 창문의 높이 및 유리창

의 가시상태를 확인하여, 전체시야 확보 5점, 일부시야 확보 3점,

전체시야 차단시 1점으로 산정하였으며, 벽면 활용정도는 게시판의

면적과 활용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2) 색채 및 재료계획은 학생선호색과 재료의 견고성, 공용복도와의 차

별성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색채사용에 대해, 색상 외

에도 채도나 명도에 의해 색상에 관한 선호나 이미지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어 단순히 색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나, 최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조성희

외, 2002. 김지혜 외, 2009)에서 공통적으로 중학생이 가장 선호하

는 교실 색채로 조사된 B는 5점, 다음으로 Y, PB, RP는 3점, 그

외 색은 1점으로 산정하였다. 재료는 내구성과 견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복도공간과의 차별성은 벽과 바닥의 색과 재료를 조사하

여 산정하였다.

43) 조명계획은 KS 조도기준의(KSA 3011:1998)300(최저)-400(평

균)-800(최고)의 평균조도를, 균제도 기준은 최소조도대비 최대조

도 1/10 이상을 기준으로 교실군 별로 측정하였다. 점수산정은 전

체 교실군 기준만족 5점, 일부교실군 만족 3점, 전체 교실군 불만

족 1점으로 산정하였다. 조도측정은 높이 80±5cm, 북미조명공학회

(IES)의 평균 조도법으로 측정하였다.

44) 유지 및 관리 상태는 벽, 바닥 및 기타설비의 노후, 오염, 파손상태

를 측정하였으며, 점수산정은 공간계획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현장조사자 3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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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영역이 매우 협소하여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

었으며 유지 및 관리는 창호를 제외한 벽의 재도장 및

바닥재의 교체를 통해 매우 양호하였다.

DM학교는 1995년에 건축되어 조사대상 중 두 번째로

큰 대규모 학교이다. 유일하게 1인당 교실면적의 기준에

부족한 결과를 보였으며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로 ‘공간

이용자의 과다’가 지적되고, 특히 여학생의 불안감이 높

게 나타났다. 폭력유형은 ‘신체폭행’이 압도적으로 많으

며, 유일하게 외부 운동장의 가시가 가능하였다. BW학

교와 마찬가지로 개보수를 통한 매우 양호한 유지관리

상태를 보였다.

KJ학교는 1993년 건축되었으며, 조사대상 중 가장 작

은 규모의 학교이다 학급평균인원이 19명에 이르고 1인

당 교실면적도 가장 넓었다. 전체적으로 폭력발생과 불

안감이 큰 편이며, 폭력발생이 여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

났으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가 높게 나타났다. 불안감

의 이유로 ‘보안장치의 부족’이 지적되어, 대부분 학교의

주요 이유인 ‘공간이용자의 과다’와는 차이를 보였다. 외

부 및 복도로부터 가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개

보수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노후 되

었으나, 비교적 관심 있는 관리로 오염 및 파손 상태는

양호하였다.

SJ학교는 1995년에 건축되었으며 독특한 중정형 구조

를 가지고 있다. 교사공간이 교실군과 분리, 배치되었으

나, 일부 창호를 통한 교실 가시가 가능하였으며 학교폭

력 발생과 불안감의 정도가 모두 평균에 근접하였다. 불

안감의 이유로 ‘불량학생들의 잦은 회합’, ‘공간이용자 과

다’, ‘오염물의 방치’가 지적되었으며, 실제로 개보수공사

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실의 유지관리상태가 매우 열악하

여 BS학교와 마찬가지로 노후, 오염, 파손의 정도가 심

하였다.

YG학교는 2006년 건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폭

력 발생과 불안감을 보였다. 특이사항으로는 여학생의

폭력발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폭력유형 역시

‘실질적 범죄’에 해당하는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다. 모든 학교 중 유일하게 복도가시성이 확보되

었으며, 교실의 노후, 오염, 파손이 없어 매우 양호한 유

지관리상태를 보였다.

(2) 폭력현황과 교실환경 계획요소의 상호관계

학교폭력현황과 교실환경 계획요소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미약한 정

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중 상관계수 값이 2이상

으로 나타난 계획요소는 <표 15>와 같다.

폭력발생은 전체적으로 ‘복도로부터의 가시성 확보’가

잘 될수록, ‘노후 관리 상태’가 양호할수록 적게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호 색채 사용’이 될수록 폭

력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실선호

색이 단순히 벽의 색상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로

서 선호색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적정균제도’ 역시 공간의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폭력발생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균제도를 확보하

기 위해 적용된 ‘외부창의 가시성 차단’이 폭력발생과 관

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적정 출

입구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전 항목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전체적으로 폭력발생에 비해

많은 항목에서 약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복도로

부터의 가시성 확보’가 잘 될수록, ‘노후 관리 상태’가 양

호할수록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호색채 사용’과 함께 ‘전용공간 안내문

부착’, ‘응급벨 또는 전화설치’ 항목이 적용될수록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요소가

폭력의 예방보다는 과도한 폭력발생에 대한 조치 차원으

로 적용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

서는 여학생이 많은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상관관계

를 보여, 교실환경이 비교적 남학생의 ‘폭력발생’과 남·여

학생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5>

분 류 조 사 항 목
·폭력 발생 (r) 불안감 (r)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규모 및

치수계획
적정 출입구 계획 -.320** -.044 -.198** -.249** -.164* -.203**

입면계획 복도로부터 가시성 -.276** -.174* -.227** -.253** -.359** -.293**

색채 및

재료계획

선호 색채 사용 .243** .213** .227** .170* .293** .216**

출입문 재료 견고성 -.186
*

-.043 -.118
*

-.230
**

-.205
**

-.220
**

공용공간과 차별성 -.282** -.061 -.174** -.233** -.181** -.203**

조명계획 적정 균제도 계획 .292
**

-.118 .209
**

.192
**

.193
**

.181
**

사인계획 전용공간안내문부착 .288** -.011 .143** .267** .180* .220**

기기 및

설비계획
응급벨또는전화설치 .320** -.044 .198** .249** .164* .203**

유지 및

관리

노후 관리 상태 -.335** -.067 -2.12** -.317** -.296** -.299**

오염 관리 상태 -.248** -.132 -1.91** -1.65* -.246** -.187**

파손 관리 상태 -.258** -.041 -.155** -1.81* -.158** -.157**

<표 15> 폭력현황과 교실환경 계획요소의 상관관계

** p<0.01, *** p<0.001

5. 결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학교 교실환경 계

획을 목적으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중학교 교실공간의 학교폭력 현황과 물리적 환경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과 교실환경 현

황조사에서 전반적으로 BS, DM, KJ, SJ학교의 폭력발생

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학교폭력 예방적 교실환

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W, YG학교는 비

교적 폭력발생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교실환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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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발생은 대부분 남학생

에게,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이 많이 나타났으나 ‘교실

내 가시성’과 ‘유지 관리성’이 가장 양호한 YG학교는 언

어적 폭력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의 정

도는 대부분 학교에서 남녀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며 불안

감의 주요이유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공간이용자 과다’가

지적되었다. 물리적 환경 조사 결과 학교별로 ‘출입구의

폭’과 ‘1인당 교실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실면적이 매우 넓은 KJ학교의 경우 폭력의 발생과 두

려움이 여학생에게 높게 나타나고 불안감의 이유로 ‘보

안장치의 부족’이 지적되어 다른 학교와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교실환경의 계획방향은 사용자(학생)관점에서 폭

력을 유발시키는 발생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과 관리

자(교사)관점에서 폭력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사용자관점의 계획방향은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불

필요한 학생 간 마찰을 줄이고, 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

형성을 유도하는 폭력발생의 예방계획에 해당한다. 관리

자 관점의 계획방향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폭력의 조기

발견을 통해 폭력피해를 줄이고 발생의 억제효과를 유도

하는 관리계획을 의미하며 두 가지 계획방향은 상호 의

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다.

셋째, 사용자관점 계획으로는 ‘적정한 규모 및 출입구

계획’, ‘영역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청결한 유지관리계획’

이 우선되어야 한다. 폭력발생 원인이 주로 ‘장난, 이유

없음’이며 불안감의 이유가 ‘공간이용자 과다’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우발적 폭력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규모 및 출입구 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사

결과 각 학교의 교실은 획일화된 최소한의 계획으로 학

습의 기능적 요구만을 수용할 뿐, 학생생활의 정서적·심

리적 만족을 주기에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공공공간

인 복도와의 차별성’, ‘게시판의 활용’, ‘실질적 학생선호

색 적용’외에도 차별적·창의적 교실계획을 통해 공동체의

식을 함양을 위한 ‘영역성을 고려한 입면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결한 유지관리 계획’ 역시 학생들의 소속감

에 큰 영향을 주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과 함

께 일상적인 관리, 장기적인 개보수 계획이 요구된다.

넷째, 관리자관점 계획으로는 ‘내·외부창의 가시성 확

보’, ‘접근성 높은 교사 공간 배치’가 중요하다. ‘복도창의

가시성’은 폭력발생과 불안감과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가시성 확보가 ‘언어적 폭력’

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으며(YG학교), 적용시 ‘수업권

보장’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외부창의 ‘가시성 확보’

는 교실과 운동장의 ‘상호자연감시’와 ‘외부환경조망’이라

는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태양빛의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는 빛환경 계획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접근성 높은 교사 공간 배치’는 관리의 효율적

측면 뿐 아니라 사전 예방측면으로도 매우 중요하나 실

질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일부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되

어, 제시된 결과를 전체 중학교 환경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현황’과 폭력의

배경이자 흔적인 물리적인 ‘교실환경 현황’을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화장실, 복도 등

의 학교폭력에 취약한 다른 학교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으

며, 계획요소의 적용 후 학교 폭력 예방 방안에 대한 효

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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