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에서 해결까지 

  평소 아이의 모습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아이의 모습이 이상하다’ ‘왕따’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었다' 등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학교에 상담을!! 
 학교는 아이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전력을 다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いじめとは】当該児童
生徒が、一定の人間関係
のある者から、心理的、
物理的な攻撃を受けたこ
とにより、精神的な苦痛
を感じているもの。（文

部科学省） 

子どもはサインを発信しています 
見逃さないで！(裏面でチェック） 

보호자 여러분에게 

조기 발견 

미연 방지 

いじめの事例 
 物理的な力によるもの 
   ○暴力的な行為（叩く､殴る､蹴る等） 
   ○物品を取る､隠す､壊す 
 言葉・文字によるもの 
   ○悪口を言う ○笑いものにする ○悪い噂を流す   
 無視をする 

      

상     담 

★가정, 학교,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왕따 문제에 대처합시다. 

 全力で 
解決にあた
ります。 
 

 
 
 

왕따 사례 
○치고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  
  ○물건을 뺏고 숨기고 부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놀림감으로 삼는다       
       ○욕을 한다 
        ○무시한다  등 

'‘인터넷 왕따’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왕따 등 인터넷 상에서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아이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수신 제한을 설정하거나 
가정에서의 규칙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합시다. 

未然防止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듭시다. 
   ★ 아이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신감을 심어줍시다. 등 

 교토부에서는 2014년 4월 '교토부 왕따(이지메. いじめ) 방지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왕따 문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작은 일까지도 하나하나 파악, 대응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협력이 
필요합니다.평소 아이와의 대화에 신경써 주십시오. 

아이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뒷면 참조) 

학교 이외에 왕따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 기관 
★인터넷왕따 통보사이트 컴퓨터의 경우 

   http://www.kyoto-be.ne.jp/gakkyou/cms/?page_id=118 
                             (스마트폰・휴대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FAX…075-414-5837     



항 목 P 주   요   상   황

표정이 어두워지고 기운이 없어졌다.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 하며 차분함이 없어졌다.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가족에게 화풀이를 한다.

등교할 때가 되면 몸이 아프다고 하며 등교를 주저한다.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고 쉽게 잠들지 못한다.

메일이나 알림음 등 휴대전화에 집착한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피한다.

학교나 학급을 바꾸고 싶다, 부활동을 그만두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어차피 나는 안된다’,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명확한 이유 없이 옷이 더러워지거나 망가져 있다.

신체에 이유가 불분명한 상처나 타박상이 있다.

소지품이나 문구류가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지고 낙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돈의 씀씀이가 헤퍼지고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용돈을 요구한다.

집에서 물건이나 돈을 갖고 나간다.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모르는 친구에게 전화가 오고 자연스럽지 않은 외출이 잦아졌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집에 오지 않게 되거나, 친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사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다.

용돈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명령조의 말투를 쓴다.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쉽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른다.

2016년 7월　　　교토부교육위원회 발행

가해자인

것은 아

닐까?

　왕따 발견 체크리스트

생활이나

태도

변화

언동
 변화

복장, 소

지품의

변화

친구 관

계의 변

화

※이 체크리스트는 왕따를 발견하기 위한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경에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의 모습을 더욱 신경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