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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아기 이지메 방지대책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

이선옥
<요 약>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자치규정에 따
라 이지메 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운영하고 있는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의「이지메방지대
책 기본방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고
찰의 결과 이하와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이지메 발생 후의 처리보다도 예방교육과
조기처지에 노력을 집중한다. 둘째, 이지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유아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한
다. 셋째, 이지메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넷째, 이지메를 행한 유아를
출석 정지시키는 제도를 적절히 운영한다. 끝으로 이제까지 살펴본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
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이지메방지대책 기본방침」은 무엇보다도 유치원 이지메 예방과 근
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유치원이 주도하여 다양한 유관기관
과 실질적으로 연계활동을 전개한다면 유아 이지메 근절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교
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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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유
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04명을 대상으로 기관 내 영유아들 간의 따돌림 또는
배척현상을 조사한 결과 ‘가끔 볼 수 있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흔히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8%이었다. ‘본적
없다’는 응답은 48.8%로 나타났다(김은설ㆍ최은영ㆍ조아라, 2013). 이외에도 담당
학급에서 ‘아동 간 따돌림이나 배척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는 52%, ‘공격적인 아동이 있다’ 48.7%,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있
다’ 36.7%였으며, 반면 ‘발달과 행동이 느려 학교폭력에 취약할 가능성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는 53.2%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 중에는 유치원 시기부터 공격행동이 나타
나기 시작하여 경미한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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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지메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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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악화되어 간다는 연구도 있다.
고바야시고우(小林剛, 1986)는 이지메 발생과 진행도를 3단계로 도식화하였다.
고바야시의 도식화에 의하면 이지메의 출발은 놀이나 장난으로 부터 시작된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의 제1단계는 놀이나 장난 단
계로 시작하여, 제2단계에서는 괴롭힘, 싸움, 조롱의 단계로 발전한다. 제3단계
는 이지메 단계로서 이지메 단계는 다시 4단계로 분화하여 진행된다. 우선 심리
적 장난단계에서는 물건을 감춘다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발생되
며, 심리적 이지메 단계로 진행되면 동료 간의 따돌림이나 무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보인다. 물리적 장난단계에서는 옷을 발가벗긴다거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보이며, 마지막으로 물리적 이지메 단계에서는 금품을 빼앗거나, 위
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출현한다.
또 다른 연구(이경영, 1998)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유아기에 그 원인을 두고 반사회적 행동양식이 연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아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들이 청소
년기나 성인기의 공격적인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신체폭력, 범죄행동 및
배우자 학대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예언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
격성, 따돌림, 언어적 폭력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또래갈등이 이후의
학교폭력의 징후가 된다는 측면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기관 폭력을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지메 방지대책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에 시사하는 점을 고찰해보고
자 한다.

Ⅱ. 이지메의 개념 및 원인
1. 이지메의 개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2013년에 제정 공표한「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 의하
면 이지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지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아동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해당 아동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이 심리적ㆍ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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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우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文部科学省, 2013)
우리나라의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이지메’와 우리나라의 ‘따돌림’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이지
메와 따돌림은 집단 내에서 다수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함으로써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지메와 따돌림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
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적․언어적․신체적 폭력, 금품 갈취 등을 행하는
것을 집단 따돌림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특정 학생이 주변의 힘센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특정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하는 구성
원을 벌주기 위한 의도적 행동,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동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의
압력에 동조하여 같이 괴롭히는 행동 등이 집단 따돌림의 행태이다. ‘왕따’라는
단어는 1997년에 탄생하여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흔히 왕따를 줄여서 ‘따', ‘따를
당하다'라고도 불린다. 왕따를 당하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심
하면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거나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
생의 10.7%, 중학생의 5.6% 그리고 고등학교의 3.3%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위키백과, 2017).
일본에서는 1999년~2007년 사이에 14명의 아동이 이지메(따돌림)로 인하여 자
살하였고, 2011년10월11일에는 시가겐오쓰시(滋賀県大津市)의 중학교 2년생이 자
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니가타겐(新潟県)에서도 이지메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
건이 여러 번 일어나자, 니가타겐교육위원회는 평성24년(2012년)에 이지메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이지메의 인지건수는 198,108
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의 합계)이 발생하였고, 니가타겐에
서도 1,673건이나 발생하였다. 아동이 자살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196명, 니가타
겐에서는 8명이 발생하였다(新潟県教育委員会, 2013). 이상과 같이 이지메는 점
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이지메에 대한 세심한 주의
뿐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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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메의 원인
이지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지메의 배경
으로, ① 아동의 문제, ② 가족의 문제, ③ 학교의 문제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
(文部科学省, 2003). 그 중에서 ①의 아동의 문제에는 대인관계의 미숙, 표면적인
친구관계, 욕구불만에 대한 내성의 결여, 동정심의 결여, 성취감ㆍ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부족, 진학을 둘러싼 경쟁의식, 장래에 대한 목표 상실 등의 문
제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따돌림(이지메)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으
로 나누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 대인관계 상에서의
어려움,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이 있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
위, 결손 여부 등 구조적 측면과 부모 자녀 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의사소
통 등 기능적 측면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외
에도 다음과 같은 이지메의 원인들이 소개되고 있다.
가 . 집단심리
프랑스의 정신과의 니콜 카트리누는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지 않은 10대의 젊
은이는 집단에 대한 귀속의지가 강하다.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집단의 룰에
따르지 않는 인간은 스케프고트(희생양) 당한다’고 하고 있다(レジスㆍアルノー,
2010). 스위스의 심리요법사 바르타 민다는, 이지메란 그룹 내에 무의식중에 성
립된 ‘암묵적인 이해’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행해지는 그룹 현상이라고 하여, 문
제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룹 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지메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피해자의 이질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이지메를 당하기 쉬운 것은 이질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아이가 많
다고 한다(スイス放送協会, 2014).
모리구치아키라(森口郎)는 나이토우(內藤)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독자적인 ‘스
쿨카스트(school caste)’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학급 내의 서열로서, ‘인기도’
와 ‘분위기를 읽는 능력’의 다채로움에 의해서 상하로 나뉘고, 하위로 갈수록 이
지메를 당하기 쉽다고 한다.
안도미카요(安藤美華代)는 이지메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지메를
행하는 친구의 영향, 이지메의 유혹을 거절하는 자기효능감, 충동성ㆍ공격성에
대한 자기 컨트롤, 도덕관 등이 이지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安藤美華代,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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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스트레스
설문조사에 의한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이지메 가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원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친구로부터 학업, 용모, 행동 등을 지적당하며
놀림당하는 ‘친구 스트레스’라고 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스트레스는 학업,
용모,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경쟁적 가치관’으로, 이것은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의 크기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다양한 스
트레스가 ‘불쾌한 분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서 이지메를 발생시키고 있다
고 보고 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 조사보고(1986)에 의하면, 이지메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東
京都教育委員会調査報告).
① 힘이 약한 자, 동작이 둔한 자를 장난삼아 하는 이지메 33.6%
② 욕구불만의 해소로서 19.7%
③ 건방진 아이, 착한 척 하는 아이에 대한 반발ㆍ반감에서 15.7%
④ 자신들과 다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위화감에서 14.8%
⑤ 분노와 슬픔, 질투 등 10.7%
⑥ 무리에 끼기 위해서 6.7%
⑦ 이전에 이지메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6.3%
⑧ 그 외의 소수 의견으로서 ‘재미삼아서’ ‘장난삼아’ ‘농으로’ 등이 있다.
다 . 자기억제의 결여
시카고대학에서 뇌의 MRI스캔을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타인의 고통
을 보면 자신이 고통을 경험했을 때와 같은 뇌의 영역이 활동하지만, 이지메를
하는 아이의 경우는 편도체(扁桃体)와 복측선조체(腹側線條体, 보복과 기쁨과 관
계되는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고 한
다, 즉 이지메를 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다. 이러한 생각이 맞는다면 그들은 약한 자를 이지메 함으로써 타인을 공격할
때마다 심리적인 보수를 받게 되어 반응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ナ
ショナルジオグラビックニュ─ス).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지메의 원인으로 자기억제의 결여와 같은 개인적
인 요인 외에도 집단심리와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 아동
기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기이다. 발달과업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주변의 기대 등은 아동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아동에게 주어지
는 성장압력과 발달적 요구는 아동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의 불쾌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아동의 스트레스
- 92 -

일본 유아기 이지메 방지대책-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대처방식의 하나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용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이지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데, 유아나 아동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
아교육기관이나 학교가 유아나 아동들의 이지메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일본의「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
이장에서는 학교 이지메방지 기본방침이 명시되어 있는「이지메방지대책추진
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제13조에 ‘학교는
이지메방지 기본방침 또는 지방이지메방지 기본방침을 참작하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이지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이지메방지 기본방침도 이에
준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지메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3년 6월 28
일에 이지메 방지에 관한 법률「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지메 방지 등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지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 등의 책무를 밝히고,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집단 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등
제3장 기본적 시책
제4장 이지메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제5장 중대 사태 대처
제6장 기타 규칙
부칙

1. 개요
이지메에 대한 대응과 방지에 관해서 학교와 행정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
다. 2011년 학교 측이 이지메가 없었다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오쓰시(大津市) 중학교 2년생 이지메 자살사건이 2012년에 발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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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 2013년 6월 28일에 여야당의 의원
입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어 동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2. 내용
이지메의 정의에서 ‘이지메’는 아동에 대해서 해당 아동이 재적하는 학교(소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등, 해당
아동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이 심리적ㆍ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준을 ‘다른 아동이 행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의해서 ‘대상 아동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학교의 대처방법의 명확화
가 . 학교의 설치자 및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시책
학교의 설치자 및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시책은, (1) 도덕교육 등의
충실화 (2)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3) 상담체제의 정비 (4) 인터넷을 통해 행해지
는 이지메에 대한 대책의 추진 조치와 함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담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5) 이지메 방지 등의 대책에 종사하는 인재의 확보
등 (6) 조사연구의 추진 (7) 계발활동에 대한 조치
그 외, 학교는 이지메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
수의 교직원, 심리, 복지 등의 전문가 그 외의 관계자에 의해 구성되는 조직을
마련할 것
나 . 개별적인 이지메에 대해서 학교가 담당해야할 조치
개별적인 이지메에 대해서 학교가 담당해야할 조치로서 (1) 이지메 사실 확인
(2) 이지메를 당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 (3) 이지메를 행한 아동에
대한 지도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조언에 대한 확정과 함께 이지메가 범죄행위
로 취급되어지는 경우, 관할 경찰서와의 연계에 대해서 확정할 것. 또한 이지메
를 당하고 있는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 즉시 경
찰서에 신고할 것과 징계, 출석정지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 이지메 방지 등에 관
한 조치를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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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대처내용
구체적인 대처내용으로는, (1) 이지메를 당한 아동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
도록 이지메를 행하는 아동은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2) 아동이 부상을
입거나 장기간 결석하게 되는 경우 등 중대한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학교
가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보호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3) 이
지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학교가 카운셀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지메를 당한
아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5. 중대사태시의 대처에 관한 지침
중대사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지메로 인해 해당 학교에 재적하는 아동 등의 생명, 심신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경우
2) 이지메로 인해 해당 학교에 재적하는 아동 등이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① 학교의 설치자 또는 학교는 중대 사태에 대처하고 같은 종류의 사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② 학교의 설치자 또는 학교는 1의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해당 조사에 관계
되어 이지메를 당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
공할 것
③ 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에게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지방공
공단체의 장에 의한 1의 재조사, 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정할 것
이상의「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지메방지를 위한 지자
체, 학교, 학부모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학교장에게 위
임하거나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학령기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들 간의 이지
메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지침서인 유보연계형 인정어
린이원 교육ㆍ보육요령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지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은 학령기
아동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지메 행동은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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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자치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
음 장에서는 일본의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에서「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제
13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에 대해 소개
해보고,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은 일본 전국에서 이지메로 인하여 아동들이 자살하
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자, 이지메에 대한 세심한 주의 뿐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2014년에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
침」을 규정하여 이지메 문제에 대응해오고 있다.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의「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을 개괄해보면 다음
과 같다.
가 . 서론
이지메는 모든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어린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아의 존엄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부
(대학), 보호자, 그 외의 기관 및 관계자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이지메 문제의 극
복을 목적으로 미연방지, 조기발견, 조기대응, 조직적 대응 등에 전력을 기울이
는 것으로 한다.
이지메의 정의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 제2조에 의해, 이지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이지메란 「해당 아동등과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행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영향을 가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을 포
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1)

이지메의 양상
현(縣)의 기본방침에 의한 구체적인 이지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비웃음과 놀림, 욕하거나 위협하는 말투, 나쁜 말로 욕을 한다.
② 따돌림, 집단에 의한 무시를 한다.
③ 가볍게 부딪치거나 때리거나 발로 찬다.
④ 심하게 부딪치거나 때리거나 발로 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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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품을 요구한다.
⑥ 금품을 숨기거나 빼앗거나 부순다.
⑦ 하기 싫거나 부끄러운 행동, 위험한 행동을 억지로 시킨다.
⑧ 컴퓨터나 휴대전화(스마트폰을 포함) 등으로 심한 말을 한다.
유아기의 이지메에 대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원 생활에서 유아 간에 마찰이나 친구 관계 형성의 미흡, 또
는 정신적인 불안정 등이 이지메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기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마찰 등을 조심스럽게 지켜
보면서 유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상하거나 인정하는 체험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아 중에
서는 마찰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대에게 가하는 고통이 반복되거나 집요한 행동
을 하는 경우, 이를 이지메로 간주하고 중대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연방
지와 재발 방지를 강화하고 보호자와 협력하여 유아가 보다 발전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3)

나 . 이지메방지대책의 기본방침
1) 사회성과 동정심을 키워주는 집단 만들기의 충실화
일상적인 교사간의 대화 외에 담임회나 어린이회를 통해서 직원들 간에 정보
를 공유하고, 어린이의 이해를 도모하고, 보육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
는 기본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등, 성실한 사회성을 키
워주고 이지메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 만들기에 노력한다.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① 원 생활에서 유아의 변화나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교사간의 정보교환을
면밀히 한다.
•교사의 예민성을 기르고 매일 유아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 유아가
보이는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유아의 원생활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② 가정에서도 이지메의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원과 상담할 수 있
도록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한다.
③ 간담회나 면담 등을 통해서 보호자들에게 이지메 방지에 관한 지도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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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체제의 정비
① 월1회「어린이회」의 실시
•각 학급에서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지메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노력한다.
②「케스회(case, 악수상담)」(임시) 실시
•조기에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멘
탈케어(mental care) 코디네이터와 함께 담임으로부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
는 케스회를 연다. 이지메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이지메방지대책위
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다.
③「개별면담」「악수 싸인」의 실시(임시)
•이지메로 인하여 보호자가 불안을 느끼거나 어린이의 모습에 이상을 발견 한
경우, 신속하게 상담체제를 정비한다. 내용에 따라서「이지메방지대책 위원
회」에 보고하고 특별지원 코디네이터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 한다.
3)

인터넷을 통한 이지메에 대한 대책
① 인터넷을 통한 이지메에 대한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보호자에게는 이지메
방지를 계발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교사 자신이 인터넷 등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마한다.
③ 정보에 관한 윤리도덕이나 인터넷과 관계되는 규정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④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연수회를 실시한다.
4)

다 . 이지메방지대책의 조직
조직의 명칭
(2) 구성원
(1)

(3)

회의일자

(4)

내용

(5)

보고

「이지메방지대책위원회」
원장ㆍ교두ㆍ양호교유ㆍ특별지원코디네이터(원내)ㆍ특별지 원교육
코디네이터ㆍ멘탈케어 코디네이너
정례회(월1회)
임시회: 필요에 따라 개최
일상적인 원생활의 관찰과 「어린이회」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이지메방지책과 대책을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심의내용을 운영부에 보고하고, 운영부는 필요에 따라
대학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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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이지메 발생 시 대책
1) 이지메의 사실 확인(이지메 당한 아이의 입장에서)
① 정보수집의 내용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그 외의 관계자, 내용·상황 등
② 이지메 발생 시의 초기 대응
•원장의 리더십 아래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사실관계의 파악은 처음에는 담임이 실시하고, 그 후 필요에 따라 복수의
사람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사실관계의 청취는 피해자,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 가해자, 가해자 주변
에 있는 사람 등을 분리해서 실시한다.
•청취나 파악내용, 대응의 경과 등을 기록하고, 운영부(대학)에 보고․연락․
상담을 원활하게 실시하여 긴밀한 연계를 도모한다.
•보호자, 관계기관 등과 적절한 연계를 도모한다.
•보호자로부터 이의소송을 받은 경우 담임 또는 관계자가 대응하고, 보호자
의 기분을 이해하면서 친절하게 사실관계의 파악에 노력하고 신속한 대응
을 한다.
•이지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주의하면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설명에 대한 책임 등을 완수한다.
③ 임시 이지메방지대책위원회에 의한 대응
이지메의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학급(연령)을 중심으로 대책을 계획한다. 유아
본인의 이야기 청취·지도, 보호자에의 연락·대응, 관계기관으로의 연락 등의 대
응을 실시한다.
이지메를 당한 유아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① 이지메를 당한 유아의 심정을 고려하여 교사는 유아의 입장에서 지지해준다.
② 보호자에게는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와 담임이 대응하고, 면담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대응에 관해 설명한다.
③ 보호자의 생각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전달하고, 이지메방지대책위원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 후에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다.
2)

이지메를 한 유아에 대한 지도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① 이지메를 당한 유아의 심정을 이해시키고 이지메를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한다.
② 보호자에게는 담임과 교두 등이 면담을 통해서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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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구하여 원과 협력해가면서 해결해 가도록 촉구한다.
소관경찰서와의 연계
① 필요에 따라 야마가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연락한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구급차에 연락한다.
4)

마 . 중대 사태 발생 시의 대응
생명, 심신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나, 장기간 원을 결석하
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한다.
생명, 심신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란
•유아가 자살을 도모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금품 등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성의 질환을 발병한 경우
1)

장기간 원을 결석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란
•부등교의 정의를 기초삼아, 연간 30일 결석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유아가 일
정기간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는 원장의 판단에 의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2)

대응책
① 중대사태가 발생한 것을 운영부에 보고하고, 운영부는 대학에 신속하게 보
고한다. 보고를 받은 대학은 필요에 따라서 지부과학성에 보고한다.
② 운영부(대학)과 협의한 후, 해당 사안에 대처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조직에
는 제3자적 입장의 변호사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③ 보호자에 대한 대응은 운영부(대학)와 협의 후, 대처방법을 결정하고 창구
를 일원화한다.
④ 매스컴에 대한 대응은 운영부(대학)와 협의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고 창구
를 일원화한다.
⑤ ②의 조직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⑥ 상기 결과에 의해서 이지메를 당한 유아나 보호자에 대한해서 사실관계나
그 외 필요한 정보를 보고한다.
⑦ 이지메를 당한 유아·보호자와 이지메를 한 유아·보호자 쌍방에 대한 지원
을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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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유아가 정상적인 원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신에 대한 케어를
대학의 슈퍼바이저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바 . 출석정지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 그 외 이지메방지책에 관한 사항
1) 학교교육법 제 35조에서 정한 출석정지제도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운용
한다.
•본교의 설치자(야마가타대학)는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지메를 행한 유아를 부득이하게 출석정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유 및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교의 설치자(야마가타대학)는 출석정지의 기간에 학습에 대한 지원
그 외의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의 협력을 얻어 본원과의 관계를 재생시켜 간다.
필요에 따라서 대학(운영부)과 상담한 후, 외부기관(교육센터, 아동상담소,
의료기관, 경찰 등)과 연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지원을 의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山形大学付属幼稚園)의 이지메방지
대책 기본방침에서의 특징으로, 첫째, 이지메방지대책은 유아의 존엄성과 권리
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지메의
미연방지, 조기발견, 조기대응, 조직적 대응 등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지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변화나 징후를 놓치지 않는 예
민성을 가지고 유아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 유아의 가정환경과 배경을 잘 알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회, 케스(case)회, 개별면담 등의 교육상담체제를 정비하여 보호자를 계발
시키고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지메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유아교사는 이지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아간의
마찰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유아를 야단치거나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
아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문제의 배경과 유아의 친구관계, 가정환경과 성격을 고
려하며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 전체에 보고하여 다른 교사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협력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지메방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원장 및 교사 그리고 전문적 상담사로 구성원을 배치해
야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유아들의 일상적인 원생활의 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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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교환내용을 토대로 이지메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Ⅴ.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이지메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에 대한 대
응책으로 2013년 6월 28일에 이지메 방지에 관한 법률「이지메방지대책추진
법」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들 간의 이지메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지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
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지메 행동은 유아교육기관의 자치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일본의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에서「이지메방지대책
추진법」제13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지메 발생 후의 처리보다도 예방 교육과 조기 처치에 노력을 집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메 예방 활동은 초기 개입과 총합적으로 운영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일본은 물론 외국에서는 문제 행동의 전조를 조기에 발견하
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지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가해 유아 및 피해 유아는 물론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이지메를 예방
하는 차원에서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일은 이지메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둘째, 이지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유아교사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유
아들이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이 교사이고 교사는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구성하고 그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지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이지메가 단지 유아의 개인적인 요인이나 가정환경 요인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지메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인식
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지메가 발생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관찰하여 가해 유아
와 피해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지메 발생 원인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교사들이 이지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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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 예방과 이지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전식문적인 지식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이지메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원장
및 교사 그리고 전문적 상담사로 구성원을 배치하여 이지메 방지대책을 조직적
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치원의 힘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이지메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지메를 행한 유아를 출석 정지시키는 제도를 적절히 운영한다는 것이
다. 유아기 때 남을 따돌리고 괴롭힌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재제나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이래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폭력이 습
관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처벌은 차후 가해 유아들의 이지메 방지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출석정지 유아들에게 필요에 따라 대학과 외부기관
(교육센터, 아동상담소, 의료기관, 경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석정지
유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이지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
관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식 변화가 절실해 질 수 있다.
끝으로 이제까지 살펴 본 야마가타대학 부속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이지메 방지대책 기본방침」은 무엇보다도 유치원 이지메 예방과 근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유치원이 주도하여 다양한 유관
기관과 실질적으로 연계활동을 전개한다면 유아 이지메 근절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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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錄

日本の幼児期いじめ防止對策

-

山形大学付属幼稚園いじめ防止對策基本方針を中心に 李善玉

慶旼大學校)

(

兒童期に現れる攻擊的な行動は靑少年期と成人期の攻撃的な行動に密接な関連があっ
て、 身體暴力、 犯罪行動および配偶者虐待のような反社會的 な行動 を予言できると言 え
る。したがって、攻擊性、いじめ、言語的暴力等、幼兒敎育機關で發生するなかま間の
葛藤が以後の學校暴力の徵候になるという側面で幼兒敎育機關の學校暴力を體系的に
扱ってみる必要がある。本硏究では幼児敎育機關の自体規程にしたがっていじめ防止に関
する基本方針を運營している山形大学付屬幼稚園のいじめ防止對策基本方針について考
察し、韓国の幼兒敎育機關に示唆する点および課題について次のような題言を試みた。第
一に、いじめに対する敎師の認識を高めることのできる敎師敎育プログラムが実施されなけれ
ばならない。第二に、幼児が集団の中でうまく適応することのできる遊びプログラムを開発し
普及して、いじめを事前に予防する努力が必要であること。第三に、家庭でも正しい人性敎
育が行われるように、父母敎育プログラムを開発し、親たちに正しい養育態度を持つように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主題語 : 幼児期, いじめ, 攻擊行動, 學校暴力, 幼児教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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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Prevent Breast Sexual Bullying in Japan
- Yamagata University attached kindergarten centering
on basic policies for prevention of bullying -

Lee, Son-Ok
(Kyungmin University)

The aggressive behavior that appears in childhood and is closely related with aggressive
behavior in the youth and adult periods, suggesting that it can predict anti-social behavior
such as violent behavior, criminal behavior and spousal ab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al with school violence in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on the aspect that
conflicts between children born out of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ings such as
vulnerablity, bullying, and linguistic violence will become school violence afterwards. This
study considers the basic policy of prevention of bullying in kindergartens attached with
Yamagata University that are carrying out the basic policy on bullying prevention. This is
according to the self-regulation of child education machines and suggestions to the Korean
education educator and tried the following issue on the subject. One, a teacher education
program that can raise the teacher’s perception of bullying must be implemented. In
addition, efforts made in advance to prevent bullying can be done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a playing program that can be adapted in the group as a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ree, parents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proper
human gender education is done at home, so that parents have a correct attitude towards
child rearing, and are able to underst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further.
Key Words : Infantile period, Bullying, Attacking behavior, School violence, Infant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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