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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의 열정은 판사도 움직인다”
“교장선생님의 열정으로 서울 판사가 410km 떨어진 학교를 방문해
서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로 모의재판 시연을 위한 특강을 하다”

『강진중학생 대상 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모의재
판 시연 특강』
▣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 5. 21.(목) 14:00 전남
강진중학교(학교장 이길훈)에서 『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모의재판 시
연 특강』을 하였습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지내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느낀 이길훈 교장은 2015. 2.
강진중학교에 부임하였고 강진중학교 학생들이 ‘강진 군내의 학교폭력
모의재판’(2015. 5. 28. 14:00 강진아트홀 개최 예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길훈 교장은 판사가 시나리오를 직접 검토하고 실제 재판 모습과 같게
모의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면 ‘학교폭력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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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를 관람하는 강진 지역민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
하고 있던 중, ‘전국 학교폭력 예방 모임’에서 지인으로부터 사법정책연구
원의 ‘모의재판 시나리오 발간’ 소식을 듣고 사법정책연구원에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집필한 판사님의 법교육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사법정책연
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 모의재판 시나리오 참조].
▣ 이길훈 교장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사법정책연구원은 ‘모의재판 시나리오’,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 보고서를 집필한 황승태
판사를 410km 떨어진 전남 강진중학교에 강사로 보내기로 하였고, 황
승태 판사가 2015. 5. 21. 전남 강진중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과 모의재판 시연을 위한 특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2012년에 전남 강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중
학교 3학년인 피고인이 학교 후배와 동급생들에게 1년6개월간 약 3천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조직폭력배 선배에게 상납한 사건으로 강진 주민들
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황승태 판사가 실제 재판에 맞게
시나리오를 직접 수정・각색하여 20여 명의 강진중학교 학생들에게 실
제 모의재판 진행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 평소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을 생각해온 어느 교장선생님의 강진 지역과
학생들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보고서를 집필한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직
접 410km 떨어진 전남 강진중학교를 방문해서 저자 직강 법교육을 하
고,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로 모의재판 시연을 위한 특강도 하게 된 것입
니다.

- 2 -

▣ 위 시나리오에 의한 『2015년 학교폭력 모의재판 시연』은 2015. 5. 28.
(목) 14:00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강진 지역 학생, 교직원, 주민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번 특강은, 보고서 집필자가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요구
를 앞으로의 사법정책연구에 반영할 좋은 기회가 되었고, 강진중학생들
과 강진 지역민들도 현실감 있고 모의재판을 접하게 되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
별 강의안』 보고서와 별책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서 전
자책(무료)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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