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겨울방
학에 이어 3월까지 오랜 시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 사이버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단체카톡방 개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친구들과 온라
인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래 사이버폭력 사안에 해당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
칫 일부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점검 및 지속
적으로 관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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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이란?

� � 사이버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

킹,� 사이버�따돌림(왕따)� 등을�말합니다.

유 형 정 의 처벌 규정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
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비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 (모욕)1년 이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 불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
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디 도용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
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갈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
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
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에게 성(sex)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형법｣ 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사이버 감금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특정인이 퇴
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형법｣ 상 모욕

사이버 명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
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안티 카페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
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형법｣ 상 모욕

사이버불링놀이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
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형법｣ 상 모욕



▶�학교폭력(사이버폭력)�관련�인물들

* 가해자 :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

* 동조자 :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

* 방관자 : 가해자와 동조자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지만, 
피해자를 도와주지도 않으며 그저 지켜보는 사람

* 피해자 : 폭력을 당하는 사람  

▶�사이버폭력�피해�대처�방법� � BTSC

Block 
차단하세요

Tell
말하세요

Stop
반응해 주지 마세요

Copy
복사하세요

문제가 되는 번호를 
삭제하고 공격을 

차단합니다.

신뢰하는 어른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반응을 주기를 

기다려요.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 19와�관련한�사이버폭력�예방�지도

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 - PC방, 게임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하지 않기
- 필요한 야외활동 자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 SNS 등을 이용한 혐오 표현하지 않기
- 확진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 가짜 정보 유포 등 사이버 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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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우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