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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법

  옥길버들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이 되었습니다. 댁내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학교폭력의 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언어폭력의 유형

모욕 협박 명예훼손 언어적 성희롱

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 

정보가 없는 
모욕적인 용어(욕설, 

비하하는 말 등)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을 퍼뜨리는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기’,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악의적

인 소문 퍼트리기’ 등도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아니지만, 

정도가 심각할 경우 정서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피해증상

1. 자녀가 자신의 외모나 이름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한다.

2. 낯선 단어(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질문한다.

3. 갑자기 핸드폰을 잠가 놓거나 핸드폰 문자가 자주 지워져 있다.

4. 일기장, 메모장 등에 언어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표현한다.

 언어폭력 대처방안

1.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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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폭력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화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3. 언어폭력이 드러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물로 가지고 있게 한다.

4.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5. 심각한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우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

1. 언어 예절 갖추어 대화하기
→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음을 알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고 듣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바른 언어 사용하기
→ 욕설, 은어, 비속어 대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

3. 부모-자녀 간 올바르게 소통하기 
→ 가정에서 부모가 배려하는 말, 고운 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해 주세요.

4. 온라인상에서 예절 지키기
→ 비대면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와 이모티콘 사용
하기, 악성 댓글 대신 선플 달기,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기를 지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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