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별별프로그램이란?
∙ 별별프로그램은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사례별(학기 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별별’을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용 1편, 학부모용 2편
으로 제작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TV에 탑재하였습니다
∙ ‘사례별’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은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언어문화개선, 사이버폭력예방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 교직원용
학교 현장의 교직원을 위한 자료이며, 학교폭력 사안을 접했을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선을 담기 위해 인터뷰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인물(담임교사,
책임교사,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동영상 탑재 주소 https://youtu.be/8fx6K5HOg5A
£ 학부모용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는 Ⅰ버전과 Ⅱ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Ⅰ버전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유형과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피·가해학생 조치 안내,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역할
등입니다. Ⅱ버전은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학부모의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Ⅰ버전은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과 대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자료로 활용하고, Ⅱ버전은 심화하여 학부모 예방
교육 토론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탑재 주소 https://youtu.be/5DwSfIyoQm0 (Ⅰ버전)
https://youtu.be/nNJW3M1Km6o (Ⅱ버전)

사례별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은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을 배려하고,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는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언어문화개선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빛나는 말, 행복의 열매’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은 긍정적인 말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며, 행복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 말의 긍정적인
힘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삶과 연계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이버폭력예방
사이버 학교폭력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의 활성화로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동적인
예방교육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현장의 요구에 맞춰 ‘카페인 말고 비타민’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안하
였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학생들이 직접 해결
하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다른 학생들에게 실제로 알리는 프로젝트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과 내용은 가상의 상황 설정으로, 학생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 유발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고 심각성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단순히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
니다. 학생들이 직접 잘못된 점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와 친구들에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 수업과 영상
제작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수업은 교사의 재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상의 결말을 열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목표를 두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시길 희망합니다.
※ 동영상 탑재 주소
1편 은지, 전학을 오다 https://youtu.be/o76oG4C51Rw
2편 잊고 싶은 과거 그리고 두려움 https://youtu.be/861cjZBJIH8
3편 네가 내 마음을 무시했잖아! https://youtu.be/BEbSzugj1wk
4편 이제는 용기를 낼 때 https://youtu.be/5yUzmCqerqg
5-1편 그래, 우리 할 수 있어(1) https://youtu.be/8AnEmNzlWL0
5-2편 그래, 우리 할 수 있어(2) https://youtu.be/LO8Vw4mhdwQ
6편 사이버 세상에서 찾은 행복 https://youtu.be/MkgO3wyIDLc
7편 에필로그 https://youtu.be/sRtKjjg4d-I

활용안내
대상별 학교폭력예방교육 동영상
∙ 교직원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시행령(제17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활용 가능합니다.
∙ 학부모용 Ⅰ버전은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학부모용 Ⅱ버전은 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주제 영상으로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사례별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차시 및 활동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 수업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6학년군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나 내용과 활동의 적용을 검토하여 다른 학년군에 적용
가능합니다. 추후, 순차적으로 3~4학년군, 1~2학년군 자료 개발 예정입니다.
∙ 수업시간 40분에 맞춰 차시 내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팁과 유의점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을 제시한
경우 학급의 상황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과 내용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성취기준의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교사 판단에 따라 다른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계 가능하며, 교과연계, 창의적체험활동, 주간교육편성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 별별프로그램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지도안, 활동지, PPT 자료를 차시별로 제공하였습니다.
- 지도안: 프로젝트 수업의 취지 및 목적, 성취기준, 수업전개계획, 학습활동, 평가계획
- 활동지: 학생들에게 직접 인쇄하여 배부하여 활용하는 활동지
- PPT: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시하거나 활용하는 자료
※ 교사가 프로젝트 수업 진행 시 필요할 경우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유의점
[사례별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교육부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지도안에
출처 표기
∙ 별별프로그램 다운로드(지도안, 활동지, PPT)
경기도교육청-통합자료실-북부청사-학생생활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