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
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법 제17조).

다만, 학폭위의 심의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
어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수긍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어 재심이나 행정심판, 법원에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절차
가. 피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나. 가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전학조치(제8호) 또는 퇴학처분
조치(제9호)에 대하여서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2. 행정심판절차
가. 재심을 거친 경우
재심절차를 담당하는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
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4

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나.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심을 거친 경우와는 달리 학교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 가능하지
만,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이라 볼 수 없기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9
호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학교장의 조치인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3. 소송절차
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심절차를 담당하는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
정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위 국·공립학교장의 조
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나. 재심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공립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가.항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조치에 대하여 처
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
정소송법 제20조). 만일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며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재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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