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는 누가  학생들을 
훈육하나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할 때 
카운슬러나 교장/교감 선생님의 
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 (학교연계 경찰직원)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직접 훈육할 
수는 없습니다.  

 

 

 훈육 
가정과 

학교에서의 
훈육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Discipline at Home and 
School” 

 

  
 

“가정과 학교에서의 

훈육” 
 

[Korean] 
 

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체벌과 훈육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체벌은 학생들에게 겁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훈육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훈육은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의깊게 생각해 보는 
것을 배우게끔 합니다 . 

- 효과적인 훈육이란 때리거나 
치는 등의 신체적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훈육을 어떻게 
하나요? 

- 모든 학교에는 누구나 (학생, 
직원, 방문객등)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학교 규칙을 모를 때는 
학교에 문의하여 알아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 학생들이 중한 규칙(싸움, 
왕따, 무기소지등)을 어겼을 
때에는 좀 더 심각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신체적 체벌 대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 아이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짧게 타임아웃 (혼자 

있는 시간)을 준 후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갖습니다. 

- 아이가  즐겨하는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아동학대는 무엇인가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신체적으로 다치게 되면 가족과 

아동 보호기관 (MCFD) 에서는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MCFD 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MCFD 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이 가정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양부모를 선정하여 

아이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  
www.mcf.gov.bc.ca/child_protection/  

BC 교육: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사회성, 감성, 지성, 예술성, 신체 발달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http://www.mcf.gov.bc.ca/child_prot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