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학교폭력 사건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 [2심]

사건유형

손해배상 기타

원 고
판결선고일

○○○ 외 2명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2심]2021. 7. 20. 항소기각

비 고

[1심]2020. 9. 15. 원고패

m 원고는 사건 당시 ○○초등학교 학생으로 2018. 1. 31.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들과
닭싸움을 하다가 원고와 소외 ○◯◯와 다툼이 있었고, 점심식사 후 운동장에서 서
로 말싸움을 하다가 ○◯◯이 원고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음. 다음날 소외 △△△가
원고에게 성추행범 같다고 놀리는 등의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음(1차 학교폭력). 이
에 학교에서는 ○○○, △△△에게 가해학생의 조치를 내렸음.
m 2018. 10. 19.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와 소외 ▢▢▢이 축구를 하던 중
어깨싸움을 한 후 다툼이 생겼고, 조▢▢이 원고의 등을 돌로 때렸으며, 교실로 돌
사건개요

아온 후 원고와 ▢▢▢ 사이에 다시 시비가 생기고 ▢▢▢이 던진 커터칼이 원고
의 가슴에 맞게 됨(2차 학교폭력).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와 ▢▢▢
모두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은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하였음.
m 이에 원고는 학교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원고를 보호·감독하여야 함에도 임무를
해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불
과한 원고를 가해자로 분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공정하게 처리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교육청은 감독기관으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m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및 2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이유

m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그 증거들 만으로 원고가 해당교사들이 원고에게
제1차 및 2차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이상휘에 대한 보고·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m 증거의 기재만으로 학교가 그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m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m 이 사건으로 원고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일부 교사들이
원고들의 상황과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