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리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의 수칙 및 대처방안, 사안 발생 시 갈등 해결 방안들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자녀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징후� � � � �

þ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þ 성적이�갑자기�혹은�서서히�떨어진다.

þ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다.

þ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예민한�반응을�보인다.

þ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

þ 멍하게�있고,� 무엇인가에�집중하지�못한다.

þ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

고�한다.

þ 쉽게�잠에�들지�못하거나�화장실에�자주�간다.

þ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þ 용돈을�평소보다�많이�달라고�하거나�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표정이�불편해�보인다.�

*�자료�출처� :� (재)푸른나무�청예단

가정�내의�학교폭력�예방�지도�방안� �

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

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

된다는�사실을�알려준다.

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매일�대화의�시간을�갖도록�한다.

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

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이야기한다.

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

하는�방법,� 지켜야할�예절�등을�교육한다.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을�학교에�가지고�가지�않도록�한다.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

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해�

둔다.

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등을� 말하며� 단호

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연습시킨다.

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1588-9128,� 117,� 1388)

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참석한다.

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학교생활에�관심을�갖는다.

� � *� 자료�출처� :� (재)푸른나무�청예단

VISION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

송우통신

생각키움·마음울림·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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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543-1311
행정실: 542-1584
담당자: 교사 김태환



학교폭력�발생�시� 대처방안� �

1.� 자녀와�대화를�통하여�충분한�공감과�지지를�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

움이�될까?�엄마가�도와줄게”� 등의�대화를�통해�힘을�실어준다.

2.� 피·가해상황을�구체적으로�정리하여�학교에�도움을�요청한다.�

집단폭행�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

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

을�요청하여�진행한다.� �

3.� 전문기관의�도움을�받는다.

-� 117센터�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 (재)푸른나무�청예단�전국�학교폭력�상담전화� 1588-9128

-� 헬프콜� 청소년상담� 1388�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

고�연계�지원�서비스)

-�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Wee센터�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지원하는�다중의�통합지원�서비스망)

전국�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학교폭력�피·가해�위기상담�및� 심리정서적�지원
▸학교폭력�대처�및� 해결을�위한�조언
▸학교폭력�사안처리�고충상담
▸학교폭력관련�법률�정보�제공
▸심리상담,� 의료,� 장학,� 복지�관련�정보제공
▸전문기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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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온라인·전화 신고/상담 서비스/모바일 서비스

온라인 신고/상담 서비스

에듀넷(도란도란) 

www.edunet,net

www.dorandoran.go.kr

학교별 학교폭력 익명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에듀넷

www.edunet,net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제공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1388)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182)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 신고/상담서비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 

117

안전 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117)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SOS지원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sos (☏1588-9128)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스마트쉼 센터(인터넷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1599-0075)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스마트 정보문화 포털

http://www.digitalculture.or.kr/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문자상담/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경찰청 안전Dream m.safe182.go.kr

<모바일앱>

117chat(학교폭력 신고센터, 채팅상담 등 제공)

스마트 안심드림(사이버폭력 감지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