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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및 학기 초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
폭력 피·가해 징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코로나19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의 생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학생 비상 연락 체계 구축
○ 학급별 SNS 단체대화방 등을 활용한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 개인 생활수칙,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공유

□ 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
○ PC방, 게임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하지 않기
○ 불필요한 야외활동 자제

○ 개인위생 철저
□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

○ SNS 등을 이용한 혐오 표현하지 않기
○ 확진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 가짜 정보 유포 등 사이버 폭력 예방

□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하기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책임교사,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청소년상담 1388)

※ 본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유해업소 및 PC방, 노래방 등에 대한
순회지도 실시 예정임.

학교폭력 피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5.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6.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0.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한다.
11.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가해 징후
1.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2.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3.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4.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5.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6.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7.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8.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한다.
9.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10. 친구들과 무리 지어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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