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방법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http://survey.eduro.go.kr) 접속 
해당 시·도 교육청 클릭 ▶ 메인화면에서 참여하기 항목 클릭 ▶ 인증번호 입력 후 실태조사 참여

조사 기간  2020년 9월 14일(월) 9:00 ~ 10월 16일(금) 18:00

대        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목적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위학교

• 학교폭력 현황 및 학생들의 인식 파악
• 차년도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시도교육청·지원청

• 학교·학급 차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진단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9:00 ~ 10월 16일(금) 18:00

• 추진 주체 : 전국 시· 도교육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

• 참여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참여 방법 : 온라인 조사(http://survey.eduro.go.kr)

• 조사 내용 : 목격·피해·가해 경험, 예방교육 효과 등

    ※ 2019년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경험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 결과 공개 방법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발표
    -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 공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어떻게 참여하나요?

•  신고 문항 나중에 제출하기 기능

      -    객관식 문항에 응답 후, 신고 문항에서 ‘나중에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실태조사 기간 내 언제든지 

접속하여 신고 문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문항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기능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다만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신고 문항에 한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학생의 안전한 보호와 빠른 상담을 위해 신고 문항의 응답 내용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답 내용 수정 기능
      -    객관식 문항 응답 후 신고 문항까지 모두 제출하면 실태조사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응답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기능

http://survey.eduro.go.kr

학교폭력실태조사 
사이트 접속

해당 시·도 교육청 클릭 조사 설명 확인

실태조사참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

인증번호 입력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시 
꼭지켜주세요!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학생의 솔직한 응답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개별 참여를 

우선으로 합니다. 

         가정에서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조사기간 중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 시행 전후 손 씻기 권장,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학생의 개별 참여 보장을 위한 독립 공간 마련
     -     개인 또는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별로 실시하기, 다른 학생과 충분한 거리 확보하기, 

임시 칸막이 설치 등 학교 여건과 환경에 따라 독립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  조사 화면 투명도 조절 기능 사전 안내
     -     응답 비밀 보장을 위해 조사 화면 오른쪽 상단의 투명도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조사 시 시작과 종료 시간이 일치하도록 관리
     -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해야 하는 문항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동일하게 하여 학생 간 응답 시간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  서술형 문항 응답을 고려한 충분한 참여 시간 확보
     -     학교급 및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 시간을 제공해주세요.

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와 같은 행동입니다.

     • 언어폭력 (심한 욕설과 놀림, 겁주는 말하기)

     • 강요 (억지로 심부름을 시킴) 

     •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 신체폭력 및 감금 (학교의 안과 밖에서 때리거나 일정 장소에 가둠)

     • 성폭력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 사이버폭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괴롭힘)

     • 스토킹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 다니며 괴롭히고 불안하게 함)

     • 집단 따돌림 (지속적인 따돌림, 나쁜 소문내기)

          ※ 장난이나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  
가해 경험을 조사합니다.

   위 기간 중 발생하였지만 조사·심의 중이거나 해결된 사안도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된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심의 중이거나 심의 완료된 경우

     • 학교장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경우

학교장자체해결제

•    (내용)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
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취지) 학교장 및 담당교원의 적절한 개입으로 학교폭력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이를 통해 학생 간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서울 02-399-9541 강원
033-258-5503, 5506

1670-2070

부산 051-860-0396 충북 043-290-2776

대구 053-231-0284 충남 041-640-7436

인천 032-420-8372 전북 063-239-3461

광주 062-380-4592 전남 061-260-0956

대전 042-865-9302 경북
054-805-3504
054-805-3864

울산 052-210-5275 경남 055-278-1700

세종 044-320-2422 제주 064-710-0455

경기 031-1396

시도별 문의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