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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조사 실시

주요 내용

□ 전체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추진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을 대상

으로 6월 13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4주간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한다. 

 ㅇ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는 2020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2020.12.15.)에 따라, 2021년부터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이다.

< 2022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개요 >

 ∘(기간) 2022.6.13.(월) ∼ 7.8.(금)

 ∘(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 

 ∘(내용) 소속학교 재학 중 학생선수 활동 관련 피해·목격 경험 등

 ∘(절차) 설문조사 실시 → (필요시) 추가조사 실시 → 가해자 후속조치

   ※ 2021년 조사결과: 61,911명 중 54,919(88.7%) 참여, 피해응답률 0.63%

      가해자(학생선수 237명, 체육지도자 74명) 조치완료

 ㅇ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여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40여 일 앞당겼으며,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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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4개 영역*으로 체계화하였다. 

    * 개인배경(7문항), 목격경험(5문항), 피해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

□ 폭력피해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되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후,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ㅇ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교육부는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폭력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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