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생,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안전하고 배려하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잘 지키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

꿀 수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때 해야 하는 행동 수칙을 그대로 실천하

기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복수하려고 내가 나서서 때리거나 

욕하면서 싸우지 않기 

 어른들에게 말하기 

 

부모님들! 

 아래의 내용을 잘 지키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

꿀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항상 관찰하기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안심시켜주면서 도와주기 

 따돌림 행동 수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기 

 일어난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도록 도와주기 

 집단 따돌림이라고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말씀드리기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하기 

 

교직원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잘 지키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 있

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모범이 되기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학급 분위기 조성하기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 주기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이고 있지

는 않는지 항상 관찰하기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권하

기 

 따돌림 행동 수칙을 따르기 

 집단 따돌림 사건을 교감/교장이나 학습 지원팀에게 보고하기 

 학생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아이들이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

기 

채스우드 초등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돕

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건강/보건 교육 (The Active Citizenship pro-

gram) 

 학급내 자기계발 교육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아동 

보호 프로그램 

 학습 지원 팀 

 전교 어린이회 

 교직원 전체가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

감있게 일함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사이 상호 

협조 권장 

교내 집단 따돌림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채스우드 초

등학교는 믿습니다. 

 

 모두가 나 자신과 남을 배려하는 곳 

 모두가 서로를 받아 들이고 소속감을 느

끼는 곳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곳 

 모두가 배우고 자라는 곳 

 모두가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곳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

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친구의 편이 되어서 도와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 일을 알려 주세요.  



집단 따돌림이란? 

집단 따돌림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에게 스트레

스를 유발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고의

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며 주로 상해를 가하거나 협

박, 위협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육체적이나 언어상 

혹은 정신적으로 또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도 행해

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했을 때 따돌

림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림 

 협박 

 무시당함 

 약올림 

 놀림거리가 됨 

 소지품을 누가 고의로 숨기거나 부수고 훔쳐감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음 

 개인에 대한 낙서 

 따돌림 

 상처받을 수 있는 쪽지나 이메일을 받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단체에 끼워주지 않음 

 개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림 

 행동을 감시당하거나 나쁜 눈길을 받음 

 

사이버 상의 집단 따돌림은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채팅 

 그룹 토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문자 메세지 

 비보와 페이스 북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 전송 

 비디오 화면과 전화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다움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당황해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름 

 슬프고 무섭고 불안하며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화가 

남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은 집단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

해 행해지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시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처벌이 끝나고 나면 나쁜 행동이 다시 반복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심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

다. 그리하여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

람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 이타심등의 도덕성의 발달

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그만 두도록 도와줘야줘야 합

니다. 

아래의 행동지침으로 우리 주위에

서 일어나는 일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 때… 

 숨을 깊이 쉰다. 

 나를 왕따시키려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다.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하지마! 난 그것 싫어

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같은 행동을 하면  곧

바로 선생님께로  가서 (쉬는 시간에는 당번 선

생님께로 가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린다. 

 

똑같은 학생이 또 한 번 더 이런 행동을 하면 나

쁜 행동을 한 그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동장이나 교실의 구석에  혼자 앉아  반성하

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 갖기 

 교감/교장 선생님이나  학습 지원팀 선생님과 

면담하기 

 부모님을 모셔와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상담하

기 

 정학 (학교내또는 학교외) 

만약 집단 따돌림 사건을 목격하면 

따돌림 받는 아이의 편이 되어 주거나 선생님께 말하

세요. 

왕따 없는 학교!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와 대화 하기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도움이 필

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도록 하기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만들기 

 컴퓨터를 집안의 열린 공간에 두어서 항상 아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고 있나 지켜보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인터넷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아이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아이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기 

 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아이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진 점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 

 혹시 인터넷 상에서 부적당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권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