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창의성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별바라기 대현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 수칙 및
대처 방법 안내

문의T. 220-1525
정보교육부

안녕하십니까?
최근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중 직접적인 폭행, 협박 등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저격글 등의 행동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 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성,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
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예방 수칙
1.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한다.

2. 상대방을 존중하기
상대방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사과하기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고 하면 바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4. 신중하게 행동하기
한 번 뱉은 말은 기록이 남고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늘 신중하게 행동한다.

5. 필요시에만 공개하기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6.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기
자신의 나이, 성별, 신분 등을 속이지 않는다.

7. 음란물 배포하지 않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배포하지 하지 않는다.

8. 고운 말을 사용하며 비속어, 욕설 사용하지 않기
장난이라도 욕설이나 비속어 또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9. 거짓 내용을 유포하지 않기
거짓된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올리거나 퍼나르지 않는다.
10. 외모나 신체에 대해 비난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외모나 신체에 관한 농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1.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하기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한다.

2. 보복하지 않기
상대방의 사이버폭력에 바로 보복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보복을 하면 자신도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된다.

3. 증거자료 확보하기
사이버폭력을 입증할 자료(글, 그림, 음성, 영상)를 저장한다.

4. 담임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하도록 한다.

5. 경찰에 신고하기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한 뒤에 경찰에 신고한다.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

1.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을 멀리한다.
2. 인터넷 게임, 채팅, SNS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3. 위험한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4. 컴퓨터를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한다.
5.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6.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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