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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안내 자료

등교 개학 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위생문제, 방역, 자가격리 및 등교 중지 등과 관련하여
학생 상호간의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은 비방, 따돌림, 신체적 폭력과
같은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기본 수칙 준수와 작은 배려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행동해요<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내, 학교외>

■사이버 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수칙 안내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SNS를
비롯하여 학생들 간의 온라인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의견을 나누는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SNS상에서 욕설, 비방, 따돌림 등의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
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디지털 성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
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 학교폭력’에 해당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렇게 행동해요! 함께 실천해요!
• 온라인 상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영상을 올릴 때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 사이버 상에서는 정보가 빠르고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어 삭제 및 회수가 어렵습니다.
•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 자신이 작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은 ‘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 긍정적인 표현과 언어 예절을 지킵니다.
- 농담이나 장난은 자신과 상대방, 제3자 모두 마음의 상처없이 즐거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도와 드려요!

• 학교내•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식사 시간 예외)

사건을 수사해 주세요

•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영상유포를 막아주세요

• 식사 예절을 지킵니다.(이야기 하지 않고 먹는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하기)

• 코로나 검사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 격리된 친구가 있다면 불안하고 우울해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66)

• 침/콧물이 묻은 경우(기침 등) 화장실 이용 후 흐르는 물에 손씻기를 생활화합니다.
•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단, 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경찰(☎112‧117 / 앱 :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상담받고 싶어요

▪청소년상담센터(☎ 1388, www.cyber1388.kr)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성폭력피해상담소(시군별) www.stop.or.kr네트워크>지원기관목록보기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98, www.teen-up.com)

것을 공감하고 위로와 배려를 합니다.

○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내, 학교외)
• 다른 사람의 마스크를 뺏거나 벗기지 않습니다.
• 고의로 마스크를 벗거나 안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 자신의 신체 분비물(침, 콧물, 눈물 등)을 주위 물건이나 타인의 신체에 묻게 하지 않습니다.
• 친구의 위생상태, 마스크 착용 상태에 대해 놀리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검사 및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교중지 및 등교 거부를 이유로 비방하거나 따돌
리지 않습니다.

• 담임 교사와의 상의 없이 친한 친구만을 대상으로 학급 단체 카톡방 이름을 붙여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개인 간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 비난, 인신공격, 타인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는 사실, 가짜 정보,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유출하지 않습니다.
• 특정 종교, 국가/지역 출신에 대해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사진, 성적 자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SNS ,
게시판 등에 유포하지 않습니다. 불법 유포된 사진 및 영상을 단순히 보는 행위도 성범죄입니다.
• 연예 기획사, 선물 등을 빙자하여 개인 정보나 개인의 사진을 요구 받을 경우 보호자와 상의
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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