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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인권평화교육주간 학생 인권 관련 학부모 연수

  존경하는 옥길버들초 학부모님께 보냅니다. 

▶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

다.

▶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

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

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 –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의 3가지 요소

1.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사실)

2.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

3.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느낌)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나 – 전달법(I-Message) 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사실)

☺ 책상이 깨끗해져서(영향)

☺ 내가 기분이 참 좋아.(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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