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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학교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이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

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학교폭력의 특성과 공간분포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았

다. 중학교에서 가장 학교폭력이 많았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교폭력이 많았고, 폭행이 전체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이버 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둘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은 특정 학교와 행정동에 공간적으로 군집·격리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연구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 CPTED의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안전공간, 학교폭력, 대전광역시, 공간적 격리, 학교 쎕테드(CPTED)

Abstract : School is a place where students who will take care of the future societies spend most of time just 
like their houses. The school should be a safe space where children and adolescents live happily in both physical
and mental ways. However, the school bullying problem is becoming the biggest obstacle in the course of keeping
school safe. Therefore, protecting students from the school bullying should be a priority for schools and societ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school bullying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bullying was the highest in middle
school. By gender, more school bullying occurred in boy students than in girl students. Considering the type 
of school bullying, violence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Cyber bullying was a type of school 
bullying that showed high increase rate in recent years. Second, the distribution of school bullying in Daejeon
City was clustered and segregated in the specific schools and administrative dong.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apply the school CPTED reflect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city.
Key Words : Safe space, School bully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Spatial segregation, School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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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교는 학생들에게 있어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

내는 장소이며, 미래사회를 책임질  세대가 머물면서 생활

하는 학습과 인격함양의 공간이다. 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

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공

간이 되어야 한다. 사회는 학교폭력과 학교범죄로부터 학

생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관리

해야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는 다르

게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가 폭력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중학생 자살 사건1)

이 발생한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2012

년 4월부터 강화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시

행되고 있으며, 교육부(2016)에서도 학생보호 및 학교안

전을 위해 학생보호인력 확충이나 학교안전 인프라의 확

대, 학생안전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양한 예방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만연한 공간에 대한 지

리적 접근 없이 제도적 대책만을 제시함에 따라, 일선 학교

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2)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3) 이

후 알려진 여러 학교폭력 사건들처럼 도를 넘은 잔혹한 학

교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상

털이나 청소년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소년법 개정의 움직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이 63,429명4)에 달할 정도로, 학교폭력은 여전히 학생들

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쎕테드라 

부른다)이  학교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Jeffery(1971)

는 건조환경(建造環境)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의 효과적

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수준과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

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법을 CPTED로 정의한 

바 있다.

학교 현장의 CPTED 적용과 관련하여 Demkin(2004)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장치는 시설에 대

한 자연적 접근통제와 감시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

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며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

실에 발맞추어 교육부도 CPTED 시범학교의 운영을 확대

(2015년 50개교→2016년 100개교)하고 있다. 또한 신·개

축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쎕테드 설계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실제로 2012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강서구 공진중

학교에서 학교 CPTED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국민일보, 

2013년 7월 23일). 그리고 2014년의 은평구 충암중학교 주

변 지역에서 추진된 ‘안심통학로’ 사업이나 2016년 도봉구

‘PLAY@방학 디자인’등은 학교 CPTED의 대표적인 사례이

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학교 CPTED와 관련된 많은 문헌 

및 사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CPTED 사례의 대부분이 디자인적인 측면

에서 학교 내·외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학교 CPTED의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라 하더라도 실제 학교폭력 데이터가 아닌 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거나 단순 설문을 통한 검증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교 CPTED와 학교폭력 사이

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 학교폭력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

간분석에 기반한 CPTED 연구의 시도와 함께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 및 특성에 대한 지리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

다. 첫째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

한 학교폭력의 요인별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둘째로 

GIS 프로그램인 ArcMap 10.1을 활용해 대전광역시 학교

폭력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

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중·고등학교의 분

포가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의 분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다발지점(hotspot)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위치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

만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점의 데이터 확보에는 실패

하였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위치 정보의 공

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교폭력

의 경우 대부분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과 같은 학교 내 장

소에서 발생5)하고, 학교 밖이라 할지라도 학교와의 거리

가 멀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학교의 위치와 학교폭력 발생 장소간의 공간적 상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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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중·고

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발생 데

이터는 교육부 공식 통계 사이트인 학교알리미(http:// 

www.schoolinfo.go.kr)를 참조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CPTED의 개념과 전략

현대의 환경·범죄학적 관점에서 CPTED에 대한 논의

는 Jacobs(1961)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미국 거대 도시

의 삶과 죽음(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이라는 저서를 통해 도시재개발로 나타나는 낙후 지역의 

파괴와 범죄문제의 발생이 가져올 비극에 대하여 서술하

였다. 그녀는 이와 함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통제를 언급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이

론적 기원을 제공하였다. Jeffery(1971)는 도시재생과 관

련한 Jacobs(1961)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환경설계를 통

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이 책의 제목이 현재 

CPTED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현호, 2017).

Newman(1972)은 Jeffery(1971)의 영역성(Territoriality) 

개념을 발전시켜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론을 제시

하였다. Newman(1973)은 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

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인식하고 꾸준한 감시

를 지속하면, 어떠한 지역이나 장소라도 범죄로부터 안전

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의 도시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공공주택을 건

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이재용·

김걸, 2013; Crowe, 2000).

연구자에 따라 CPTED의 주요 실천전략에 대한 설정에

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접

근통제, 영역성의 강화가 CPTED의 3대 핵심 전략이며, 부

가적인 전략으로 활동성 강화와 유지·관리가 언급된다

(이재용·김걸, 2013). CPTED 전략의 개념과 적용 방법은 

엄밀히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서로 중첩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걸 등, 

2012).

2. CPTED 패러다임의 변화

CPTED 패러다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즉, 물리적 환

경의 개선과 변화에 중점을 두는 1세대 CPTED와 사회

적·문화적 유대와 집합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2세대 

CPTED로 나눌 수 있다(그림 1). 1세대 CPTED 이론은 물

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간의 방어능력을 개선하고 범

죄자들의 범죄 실행 및 성공을 억제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경훈 등, 2015). 하지만 1세대 

CPTED 이론은 물리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사회구조나 사회 내의 다양한 구

성체들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따라

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박

그림 1. CPTED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 박현호(20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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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2017).

Saville and Cleveland(2008)는 2세대 CPTED 이론을 처

음으로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5가지 CPTED 전략에 

사회적 응집, 연계성, 지역공동체 문화, 한계 역량 등을 추

가하였다(이경훈 등, 2015). 지역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

민들이 CPTED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맞춤형 전략의 도출

이 가능해 진다. 또한 주민들이 가진 지역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개선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범죄에 취약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상지

역의 조사 및 분석, 환경 개선 작업, 유지 및 관리 등 분야별

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이웃 간의 유대

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이 결합된 2세대 CPTED에서는 

인문적인 현황분석과 함께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박준휘 등, 2014).

더 나아가 3세대 CPTED 개념도 제시된 바 있다(박현호, 

2017). 3세대 CPTED의 기본적인 개념은 도시의 생활 기준

을 제고하고, 도시 이미지를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안심되는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접근방법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CPTED에 친환경 디지털 하이테크 솔루션을 적용

하는 것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의 개념과도 연결된다(박현

호, 2017).

3. 국내·외 학교 CPTED의 사례

Jeffery(1971)의 CPTED와 Newman(1972)의 방어공간 

개념이 학교의 범죄예방에 활용된 사례가 학교 CPTED이

다. 학교 CPTED가 학교폭력 및 학교범죄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주목을 받으면서 교육부와 법무부 및 각종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 CPTED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 아

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강서구의 공

진중학교가 시범사례로 선정되었다(교육부, 2016). 공진

중학교는 위기 상태에 놓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학교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10월 서울시 북부 교육지원청 관

내 학교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도봉

구의 방학중학교 인근의 통학로에 ‘PLAY@방학’ 디자인 솔

루션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의 부천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담벼락 개선사업이나 경상남도 사

천시에서 추진한 사천초등학교·수양공원주변 안심골목

길 조성 사업, 과천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맵 만들기 등

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교 CPTED 사업들이다(정지명, 

2016).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도 2013년 하반기에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CPTED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다. 총 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한 

전국 50개의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0개

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9년까지 진단결과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의 학교에 CPTED 

사업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CPTED 개념을 활용한 학교 디자인을 

계획하였고, 다양한 학교 CPTED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

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 CPTED 적용 사례로는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03)의 안전학교 디자인 가이

드라인이 있다. 물론 미국의 학교들이 넓은 대지나 다수의 

건물 등 국내 학교들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공간별로 다양하게 적용된 학교 CPTED 전략은 국내에서

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전략들이다.

플로리다 안전학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CPTED의 주

요한 전략들인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확

보, 관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구성은 학교 부지 디자

인, 건물 디자인, 실내 공간, 시스템 및 장비 디자인의 4가

지로 구성되며, 그 하위에 38개의 중분류 및 세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체크리스트의 형식으

로 구성되어 학교 설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

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이며, 학교 내의 공간별로 주요한 CPTED 전략들이 제시되

었다(이창한 등, 2016).

학교폭력과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CPTED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역사는 짧으나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학교 CPTED와 관련한 연구들의 경향성은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관련

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CPTED를 적용한 

범죄예방의 학교 안전 방안을 연구한 조민희·이재민

(2012)의 연구와 학교현장의 CPTED 실태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 박종진(2015)의 연구 등이 있다.

둘째는 학교 CPTED의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연

구들이다.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

어진 공진중학교 CPTED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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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3)의 연구와 초등학교의 CPTED 적용여부와 학교

폭력 피해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황희준 등(2013)의 

연구, 학교 CPTED가 범죄피해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미정(2014)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학교 CPTED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학교 CPTED의 설계 및 디자인 방안

을 제시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CPTED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학교 CPTED의 

효과성을 주로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공간

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시

행되지 않아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는 우선 교육부 공식 통계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활용

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지리적인 분석을 위해 대전광역

시 초·중·고등학교를 사례로 행정동별로 학교폭력의 

발생 특성과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를 파악하였다.

III.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과 요인별 특성

대전광역시의 각 학교별로 공시된 2014년부터 2016년

도까지의 학교폭력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요인별 특성을 고찰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급과 성별 및 학교폭력의 유형별로 대전광역시의 학교폭

력 특성을 고찰하였다.  

1. 대전광역시의 학교 급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에 분포하는 각 학교 급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종합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연

도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768건에서 

2015년 74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928건으

로 다시 증가하였다. 학생 10,000명당 학교폭력 발생 비율

은 2014년 36.77건에서 2015년 37.33건으로 소폭 증가하

였고, 2016년에는 48.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급별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은 초등학

교 80건, 중학교 454건, 고등학교 234건이었으며, 2015년

은 초등학교 72건, 중학교 427건, 고등학교 248건이었다. 

2016년은 초등학교 108건, 중학교 492건, 고등학교 328건

으로 이전 년도 대비 모든 학교 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가 증가하였다.

학생 수 10,000명당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2014년 초등

학교 8.77건, 중학교 79.98건, 고등학교 38.35건이었으며, 

2015년은 초등학교 8.05건, 중학교 81.78건, 고등학교 

42.32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은 초등학교 12.59건, 중학

교 103.26건, 고등학교 57.46건이었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나 

발생 비율에서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문제가 가장 심각

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

폭력 빈도가 다른 학교 급에 비하여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수가 적은 것

도 있지만, 낮은 연령의 학생들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인정(人情)주의가 영향을 미친 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6) 이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학교

나 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율이 

떨어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처

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적어, 미발견율(undetected rate)

이나 암수율(unreported rate)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2.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성별 발생 현황

2016년 4월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학교들 중 성별

표 1. 대전광역시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단위: 건)

구 분
초 중 고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4년 80 8.77 454 79.98 234 38.35 768 36.77

2015년 72 8.05 427 81.78 248 42.32 747 37.33

2016년 108 12.59 492 103.26 328 57.46 928 48.70

출처 :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 비율은 학생 10,000명당 발생 건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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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96개 학교 중 공학이 

249개(초: 146, 중: 68, 고: 35)로 가장 높은 비율(84%)을 차

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남학교 26개교(초: 0, 중: 11, 고: 

15), 여학교가 21개교(초: 0, 중: 9, 고: 12)를 차지하고 있

다.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학생 10,000명당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공학 36건, 남학교 57건, 여학교 15건이며, 

2015년 공학 36건, 남학교 65건, 여학교 18건이다. 2016년

은 공학 49건, 남학교 60건, 여학교 32건이다. 이를 통해 남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공학이나 여학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여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남학생의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부산 및 강릉 등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에서 보듯이 여학생의 학교폭력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학교폭력의 유형은 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분류 방법

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률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고 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 역시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7)을 정

리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도출한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은 그림 2

와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단위: 학생 10,000명당 발생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공 학

초* 9 8 13

중 78 79 105

고 55 56 80

합계 36 36 49

남학교

초 0 0 0

중 149 148 115

고 2 40 45

합계 57 65 60

여학교

초 0 0 0

중 27 37 69

고 11 11 20

합계 15 18 32

출처 :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 초등학교는 전체 146개 학교가 모두 공학임.

그림 2.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단위 : 건)

출처 : 학교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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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연도별로 발생한 학

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에는 폭행이 

443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유형의 57.7%를 차지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명예훼손․모욕(51건, 

6.6%), 기타(50건, 6.5%), 사이버폭력(48건, 6.2%), 상해

(40건, 5.2), 협박(37건, 4.8%) 등의 순이었다. 2015년에는 

폭행이 419건(56.1%)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폭력과 

기타가 모두 66건(8.9%)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 뒤

로 명예훼손․모욕(55건, 7.4%), 협박(38건, 5%), 상해(36

건, 4.8%) 등이 학교폭력의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2016년에도 역시 폭행이 483건(52%)으로 가장 높았

고, 사이버폭력(93건, 10%), 기타(88건, 9.5%), 명예훼손․

모욕(82건, 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중에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적 감시

에 기반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이

버폭력의 증가로, 2014년 48건에서 2015년 66건, 다시 

2016년 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

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 공간의 경우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기존 1세대 CPTED의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다. 이는 곧 사

이버 공간에 대한 CPTED의 개발과 함께 2세대 CPTED 전

략 적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언어폭력이라 

할 수 있는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달리 미발견율과 암수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실제 발생 

건수는 폭행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체폭행과 언어폭력의 근절

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주로 한 기존 1세대 

CPTED의 적용이 어려운 사이버 공간에 대한 학교 CPTED

의 개발과 2세대 CPTED를 활용한 전략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분포패턴 변화분석

GIS 프로그램인 ArcMap 10.1을 이용하여 대전광역시의 

행정동별 학교폭력 발생 분포도를 작성하고,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를 고찰하였다. 처음의 계획은 학교

폭력 발생위치 데이터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생활

교육과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개인정보보

호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하였다. 이에 차선책으로 각 

학교별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발생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서론에 밝힌 바

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폭력 발생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학교 외부라 할지라도 학교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학교폭력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학교와 학교

폭력 간의 공간적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발생 분포도는 초·중·고등학교

가 분포하고 있는 행정동 기준 단계구분도로 작성하였다. 

계급구분은 건수로 표현하기 위해 manual로 일부 조정하

였다.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행정동별 발생 현황은 연도

별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와 발생 비율로 고찰하였다. 이는 

절대적 수치인 발생 건수와 학생 수를 고려한 상대적 수치

인 발생 비율을 고르게 고려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의 발

생 비율은 학생 수 만 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동구의 

홍도동과 중앙동, 중구의 문창동과 유천1동, 서구의 용문

동에는 학교가 없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동으

로 분류하였다.

그림 3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3의 a), b), c)는 대

전광역시 학교폭력의 연도별 발생 건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의 d), e), f)는 학교폭력의 연도별 발생 비율의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g), h)는 2014년부터 2016년까

지의 3개년 간 학교폭력 발생 건 수와 비율을 누적하여 지

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분포가 공간적

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행정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은 행정동

에 따른 공간적 군집(spatial clustering)과 격리(segregation)

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

분포패턴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전광역시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 혹은 비율

이 매우 높은 특정 지역이 존재하였다. 연도에 따라 일부 

변화는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서는 문화1동, 신성

동, 가양2동, 온천1동, 대흥동이 높고, 발생 비율에서는 기

성동, 태평1동, 도마1동, 문화1동이 수치가 높은 주요 행정

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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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4년 b) 2015년 c) 2016년

d) 2014년 e) 2015년 f) 2016년

g) 학교폭력 3개년 누적 건수(2014~2016년) h) 학교폭력 3개년 누적 발생 비율(2014~2016년)

그림 3.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발생 비율의 공간분포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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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빠른 속

도로 증가하는 지역이 탐색되었다. 동구의 가양2동, 서구

의 괴정동, 유성구의 진잠동, 대덕구의 신탄진동은 학교폭

력의 발생 건수 및 비율에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는 행정

동이었다. 그중에서도 도심에 위치한 서구의 괴정동과 도

시 외곽인 근교에 위치한 대덕구 신탄진동은 학교폭력 발

생 비율이 4~5배 상승하였다. 이는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학교폭력도 늘어났기 때문으

로 판단 할 수 있다.

셋째, 구시가지 지역이 신시가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학교폭력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전의 

중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환경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 Herbert(1977)는 빈곤과 열악한 도시 건조 

환경 등은 비행을 유발하는 거주환경이 될 수 있음을 제시

하여 사회·경제적 환경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를 설명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구시가지에 노후건축물과 빈곤이 

집적하여 상대적으로 신도시인 외곽지역보다 학교폭력

이 만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이 공간적 군집과 격리

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공간적 분포패턴에 따른 학교 

CPTED의 선택적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

교폭력의 발생이 밀집된 학교 및 행정동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어기제가 적용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리학과 GIS 분석이 학교 CPTED의 활

용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학교 CPTED 연구가 가진 가이드라인 

제시와 CPTED의 효과성 연구라는 단편적인 한계를 극복

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데이터에 기반한  학교 CPTED의 

공간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 별

로 학교폭력의 요인별 특성과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를 분

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광역시의 학교에서 발생

한 학교폭력의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급별 

학교폭력 발생현황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비율

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의 발생 비율

이 여타 학교 급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미발견율이나 암수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의 경우,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모두 남학교, 공학, 여학교 순이

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남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여

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남학

생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학생에 상대하여 여학생들의 학

교폭력이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심각성은 더욱 높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이 

전체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

어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등이 주요 학교폭력의 유

형이었다. 그중에서도 사이버폭력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학교폭력 유형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어려운 사

이버 공간에 대한 학교 CPTED의 개발과 2세대 CPTED 전

략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전광역시의 행정구역별 학교폭력 발생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학생 만 명당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48.7건으로 2015년

(37.33건)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였다. 학생 만 명당 학

교폭력 발생 비율이 100건을 초과하는 행정동의 수 역시 

2014년 4개 동에서 2015년 5개 동, 2016년 9개 동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둘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은 행정동에 따른 공간적 군

집과 격리가 도시공간구조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연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전광역시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 혹은 비율이 매우 높은 특정 지역들이 

분포한다. 중구의 문화1동, 대흥동, 유성구의 신성동 등은 

발생 건수가, 중구의 태평1동, 문화1동, 서구의 도마1동 등

은 발생 비율이 높은 행정동이다. 서구의 괴정동, 대덕구

의 신탄진동 등은 학교폭력 발생 비율의 증가율이 높은 행

정동이다. 구시가지 지역은 신시가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학교폭력 발생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분포는 중학교 혹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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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고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서구의 기성동

을 제외하면 중학교 혹은 특성화고의 비중이 높은 행정동

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대로 초등학교

의 비중이 높은 행정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

우 낮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여러 방어기제들은 특정 학교 혹은 특정 지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교 및 교육청이 

가진 한정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

패턴에 따른 선택적 학교 CPTED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

이 학교폭력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학교 

CPTED 연구를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는 다양한 사정에 의해 처음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폭력 발생 장소 

데이터의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및 학

교 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보다 

정교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도가 작성되지 못한 점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한계점이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차별

되는 공간분석 기반의 학교 CPTED 연구를 진행한 점은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우리 미래 세대의 꿈과 희

망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

간분석기법과 지도학에서 강점을 가진 지리학의 역할이 

기대된다.

註

1) 뉴스엔, 2011. 12. 22., 대구중학생 자살 “동급생에 

상습적 협박-폭행당했다” 유서 충격.

2)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생 10,000명

당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3학년도 27.2건에서 

2014학년도 30.8건 2015학년도 32.6건으로 해마

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국회의원 도종환 공식사이트).

3) 서울신문, 2017. 9. 3., 부산 여중생들 또래 여중생 

피투성이 되도록 폭행 후 무릎 꿇려.

4) 국제신문, 2017. 9. 5., 부산 찍고 강릉서도 여중생 

폭행, 학교폭력 사범 6만 명, 소년법 이대로?.

5) 2016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

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 장소는 교실 

안(41.2%), 복도(10.9%), 운동장(6.4%)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72%)에서 발생하였다.

6) 매일경제, 2017. 7. 5., 무기력한 초등교 학폭위 이

럴거면 왜 만들었나?.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17년 일부 개정) 

제2조 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미정, 201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학

교 내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보도자료, 2014,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확정.

교육부, 2016,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김걸･이재용･강호제, 2012,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

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박경래･최인섭･강은영･박성훈･강용길･김상미, 2013, ｢서

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마포

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종진, 2015, “학교현장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실태 및 적용방안 연구: 초등학교의 자연적감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휘･강경연･강석진･강용길･강은영･강효진･권은선･

김도우･김태민･박수진･박형민･성기호･신의기･이

경훈･이제선･최민영･최인섭･홍영오, 2014, ｢셉테드 

이론과 실무Ⅰ｣,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현호, 2017,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서울: 박영사.

송세윤, 2018,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와 

CCTV의 CPTED 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특성과 공간분포패턴 변화분석

- 57 -

사학위논문.

송세윤･김걸, 2018,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

와 CCTV의 CPTED 효과 분석,” 2018년 한국지역

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69-70.  

이경훈･강석진･김도우･김은희･박노섭･배기범･성기호･

안은희･오윤경･이유미･정지범･최진혁･하미경, 

2015,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서울: 박영사.

이재용･김걸, 2013,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

축방안｣, 안양: 국토연구원.

이창한･이완희･김도우, 2016,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

드라인 개발｣, 서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지명, 2016, “국내 CPTED 인증 학교시설의 범죄 안전

성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조민희･이재민, 2012, “범죄예방과 학교 안전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23(1), 

95-108.

황희준･이승우･박현구, 2013, “국내 초등학교의 CPTED 

적용여부와 학교 폭력 피해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성북구와 광진구에 위치한 학교들을 중심으

로,” 교육시설, 20(6), 3-10.

Crowe, D. ed.,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New 

York: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Demkin, A. ed., 2004, Security Planning and Design: A 

Guide for Architects and Building Design Pro-

fessionals, New York: John Wiley & Sons.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Florida Safe 

School Design Guidelines: Strategies to Enhance 

Security and Reduce Vandalism.

Herbert, T., 1977, Crime delinquency and the urban 

environ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208-239.

Jacobs, J. ed.,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Jeffery, R. ed.,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Sage publications.

Newman, O. ed., 1972, Defensible Cities: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Institute for 

Community Design Analysis, London: INC.

Newman, O. ed., 1973, Defensible Space, London: 

Architectural Press.

Saville, G. and Cleveland, G., 2008, Second generation 

CPTED: The rise and fall of opportunity theory, 

in Atlas, R. ed.,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New York: 

CRC Press, 79-90.

국민일보, 2013년 7월 23일, “서울 공진中, 학교폭력 우려

의 장소를 놀이공간으로”

국제신문, 2017년 9월 5일, “부산 찍고 강릉서도 여중생 

폭행, 학교폭력 사범 6만 명, 소년법 이대로?”

뉴스엔, 2011년 12월 22일, “대구중학생 자살 ‘동급생에 

상습적 협박-폭행당했다’ 유서 충격”

매일경제, 2017년 7월 5일, “무기력한 초등교 학폭위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

서울신문, 2017년 9월 3일, “부산 여중생들 또래 여중생 

피투성이 되도록 폭행 후 무릎 꿇려”

국회의원 도종환 공식사이트, http://djh333.co.kr.

대전광역시교육청, http://www.dje.go.kr.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 홈페이지, http://djh333. 

co.kr.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http://blog.seoul.go.kr/22083 

2824216.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017년 일부 개정, http:// 

pal.assembly.go.kr/law.

교신: 김걸,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kirlk@knue. 

ac.kr)

Correspondence: Kirl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

deokgu, Cheongju-si, Chungbuk, 28173, Republic of 

Korea (Email: kirlk@knue.ac.kr)

투  고  일: 2019년 3월 19일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1일

투고확정일: 2019년 4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