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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자료】

TEL:372-3032
www.kseong.es.kr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유형
신체폭력 감금, 상해․폭행, 약취․유인 등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언어폭력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소문 퍼트리기 등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 요구 등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강요

강제적 심부름,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요 등

성폭력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

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따돌림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과 어울
리지 못하게 막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저격글, 허위글이나 사생활을 다수에게 공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의 반복적 전송 등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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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징후 및 발생 시 대응 방법
학교폭력 피해의 징후

가. 늦잠을 자거나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나.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한다.
라.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마.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한다.
바.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다.
사.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옮기고 싶어 한다.
아.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한다.
자.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차.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학부모 대응 방법

‣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한다.
‣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을 경청하며 자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의 표현을 해준다.
‣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나 117에 도움을 요청한다.
‣ 담임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의한다.
‣ 피해, 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처리를
요청한다.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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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가. 자녀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
나. 매일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부모님께 얘기하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말해주세요.
라. 휴대폰 안 쓰는 시간 약속하기 등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세요.
마.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은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해주세요.
사.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주세요.
아.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자.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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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접수

➡

전담기구의

➡

사안 조사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심의

미충족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확인
동의

학교장 자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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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가. 광성초등학교: 031-372-3032
나. 폭력신고전화: 117
※ Non-stop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
다. 학생고충상담: 1588-7179 (가까운 지역교육청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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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성초등 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