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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언어폭력의 유형

◆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의 대처 방법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언어문화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언어문화 개선을 위
해서는 어른들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평소에 자녀의 언어 사용에 관심을 두고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언어폭력 피해 증상

언어폭력 대처방안
1.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위축되지 않고 자

1. 자녀가 자신의 외모나 이름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함

기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2. 언어폭력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화

2. 낯선 단어(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질문함

하여 기록하기
3. 언어폭력이 드러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3. 갑자기 휴대전화를 잠가 놓거나 휴
대전화 문자가 자주 지워져 있음

캡처하여 저장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물
로 가지고 있기

4. 일기장, 메모장 등에 언어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표현함

4. 학교에 도움 요청하기
5. 심각한 언어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
1. 언어 예절 갖추어 대화하기 -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음을 알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고 듣도록 지도하기
2. 바른 언어 사용하기 - 욕설, 은어, 비속어 대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3. 부모 자녀 간 올바르게 소통하기 -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고
운 말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며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기
4. 온라인상에서 예절 지키기 - 비대면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와 이모티콘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악성 댓글 대
신 좋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지도하기, 인터넷상의 대화 내용과 활동이 기록에 남게 되
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5. 온라인상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 유튜브, SNS 등의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자녀 보
호 프로그램 이용하기,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지도하기

가정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더욱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가정 및 생활 속에서 언어습관을 진단하고 건전한 대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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