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 

「이지메／집단따돌림」근절을 목표로
 

 

 

 

 

 

 

 

 

 

 

  

보호자를 위한 리플렛 

 
놀림・조롱・욕 

○싫어하는 말, 매정한 말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험담 

○욕이나 나쁜 이야기를 쓴 편지를 책상 안에 넣어 놓는다. 

특정인에게 부딪히고 때린다. 

○특정인이 스쳐지나갈때 어깨를 때린다. 

○특정인에게 장난치는척 하며 때린다. 

○특정인을 불러서 폭력을 행사한다. 

특정인의 따돌림, 집단 무시

○특정인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 

○특정인을 피해 지나간다. 

○특정인의 의견을 무시한다. 

금품 뺏기 

○금전 요구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강매한다. 

싫은 일・위험한 일을 하거나 시킨다. 

○물건을 들게 한다. 

○특정인의 책상이나 소지품을 만지지 않는다. 

○특정인의 옷을 벗긴다. 

특정인의 금품을 감추거나, 망가뜨리거나, 버린다. 

○특정인의 실내화를 감춘다 

○특정인의 소지품을 휴지통에 버린다. 

○특정인의 작품을 망가뜨린다. 

○비방, 중상하는 메일 

○멋대로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재 

○허위 내용 게재 

○인터넷상에서 특정인 행세하기 

○체인메일(행운의 편지 등의 연쇄메일) 

휴대용 게임기 

스마트폰 

블로그・휴대폰 프로필사이트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경찰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눈치채기 어렵다 

잠재화 

게시판・사용후기를 올리는 사이트 
컴퓨터 

인터넷상에서의 이지메 

○ 인터넷을 이용해서 비방, 

중상. 

이지메는「어느 학교, 어느 반, 어떤 아이한테도」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어른들이 의연한 태도로 문제에 대처하고, 아이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 가는 것, 그리고

「이지메」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자기 일처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지메 근절을 목표로 가정, 지역, 학교가 손을 잡고 누구나 안심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학교」「지역」을 만들어 갑시다. 



  

「왜 그러지?」「이상하다」라고 느껴지면 우선 학교 및 상담기관에 

상담합시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 체크 리스트 

■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변화 

아이의 상태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학교 가는 것을 꺼린다, 지각이 많아졌다.  

기운이 없다. 식욕이 없다. 잘 못 잔다. 자주 한숨을 쉰다.  

말수가 적어졌다. 학교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방에서만 있으려고 한다.  

멍하니 있거나, 울적해한다.  

학습 의욕이 떨어졌다.  

「반을 바꾸고 싶다」,「전학가고 싶다」,「특별부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등의 말을 한다.  

흠칫흠칫하거나, 초조해하는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된다.  

갑자기 어리광을 부리거나, 신이 나서 떠들거나 한다.  

친구 관계에 변화가 있고, 호출, 외출이 빈번해진다.  

옷이 찢어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다.(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등등)  

멍이나 긁힌 상처가 있다 .(물어보면「넘어졌다」라는 등의 대답을 한다.  

소지품에 낙서 및 더러움, 파손 등이 있다.  

돈을 들고 나가거나, 자주 요구하거나 한다.  

본 적이 없는 물건을 갖고 있다, 아끼던 물건이 없어졌다.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안 돼」「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자주 전화 등이 오지만 안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오는 연락에 과잉반응을 보이거나. 불안한 얼굴을 한다.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아이의 변화 

아이의 상태  
폭력적인 언행이 눈에 띈다.  

돈씀씀이가 헤프다.  

시간을 잘 안 지킨다.  

평상시 보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친구들을 욕하는 언행이 눈에 띈다.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화를 눈치 챘다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들어준다. 

※ 처음부터 격려하거나,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같이 생각한다. 

◆ 작은 변화라도 학교에 이야기하고 연계협력한다. 

※ 학교카운셀러 및 상담기관 등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 범죄성이 느껴질 때는 경찰 등의 관계기관에 상담한다. 

◆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 상태를 지켜본다. 

◆ 의연한 태도로 대한다. 

◆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를 알게 한다 

※「「사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 본인의 고민 및 짜증 등도 되돌아본다 

◆ 불안정한 상태를 없앨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한다. 

◆ 학교에 얘기하고 연계협력한다. 

◆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을 잘 지켜본다. 

◆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준 것을 먼저 인정해준다. 

◆ 이지메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든 것인지를 느끼게 한다. 

◆ 재미있어하거나, 말리지 않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도「이지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어떻게 하면 좋았는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생각해본다. 

 

 

 

 

 

 ■이지메 당하는 아이를 위한 대처방법 

 

 

 

 

 
 
 
 
 
 
■이지메시키는 아이 

 

 

 

 

 

 

 

 
 
 

■이지메를 알고 있는 아이 

 

 

 

 
 
 
 
 

「아이 행동이 이상하다」「아이한테서 이지메 이야기를 들었다」

등 뭔가 조금이라도 신경쓰이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상담하세요！

 

이지메인 것을 알았다면 어른이 적극적으로 관여합시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대화하거나, 식사할 기회를 만든다. 

◆ 귀를 기울여 아이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잘 들어 주자. 

◆ 아이의 취미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다. 

◆ 같이 활동하는 시간을 만든다. 

◆ 아이의 역할을 만들고 칭찬해 주어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인사」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중요시한다. 

◆ 약속이나 규칙의 뜻, 그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같이 생각한다. 

◆ 집에서의 약속을 같이 생각하여 정한다. 

◆ 아이의 개성이나 특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다. 

◆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게임기를 사줄 때에는 목적 및 약속을 확인한다. 

 

■가정에서의 노력 

 

 

 

 

 

 

 

 

 

 

 

 

 

 

 

 

 

  
 
 

상담 기관 전화번호 

일반교육상담 요코하미시교육종합상담센터 045-671-3726～8 

이지메 110 번 요코하미시교육종합상담센터 0120-671-388（365 일 24 시간）

요코하마시 청소년 상담센터 045-260-6615 

전화아동상담실 045-260-4152 

중앙아동상담소（가나가와구・츠루미구・나카구・니시구・미나미구에 사시는 분） 045-260-6510 

서부아동상담소（아사히구・이즈미구・세야구・호도가야구에 사시는 분） 045-331-5471 

남부아동상담소（이소고구・가나자와구・고난구・사카에구・도츠카구에 사시는분） 045-831-4735 

북부아동상담소（아오바구・고호쿠구・츠즈키구・미도리구에 사시는 분） 045-948-2441 

어린이 인권 110 번 0120-007-110 

요코하마 생명의전화 045‐335‐4343（365 일 24 시간）

 

 

 

안심할 수 있는, 자기긍정감 및 충실감을 느낄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이지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지메가 있었거나, 이지메를 봤거나, 이지메 정보를 들으면 고민하지 말고 학교에 

상담합시다. 학교 이외에도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2013 년 7 월 

요 코 하 마 시  교 육 위 원 회
사무국 인권교육・아동생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