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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징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인터넷이나 SNS 사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최근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집단화하고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까지 맞물리며 범행을 찍고 공유하는 것 자
체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음. 이로 인해 온라인에 주류 공간이 형성되며 여기에 흥미를 끌 만한 내
용을 올려 인정받고자 하는 게 새로운 비행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수업 확대로 대면하여 발생하는 학교폭력 양상은 줄고 있지만, 피해자가 단체 카톡방을 나
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방’, 단체로 채팅방에서 한사람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카톡 왕따‘, 본인도 모르게 SNS 사진이 유출·합성돼 성희롱 대상이 되는 ’지인 능욕‘ 등 학교폭력
의 양상이 점점 부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 게다가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지인 능욕 계정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계정 운영자는 합성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등의 수익 사업까지 버젓이
벌이고 있을 정도임(2차 피해 유발).

□ 사이버폭력 징후 및 대응 방안

<사이버폭력 징후> 혹시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① 불안한 기색으로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②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온다.
③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④ SNS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⑤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대응방안> 만일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①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②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라며 아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③ 자녀가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④ 가해자를 직접 만나 보복하지 않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⑤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대처요령과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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