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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위한 팁: 괴롭힘의 징후 

괴롭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지원하기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정도와 심각성은 어른으로서 경시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의 안정을 위해 필히 검토해야하는 심각하고 널리 

퍼진 문제입니다.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전국의 모든 학생 17%가 학기 중에 "가끔" 또는 “더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5 명 중 1 명의 학생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고 되는 모든 사건에 비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괴롭힘의 징후 알아보기 

부모는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아래 징후를 

검토하여 괴롭힘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평소때와 비교했을 경우 최근에: 

• 학교에서 돌아오면 옷, 책 또는 기타 소지품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 

• 신체에 설명 할 수없는 상처, 타박상, 긁힌 자국이 있다 

•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거의 없다 

• 등하교시, 스쿨 버스 타기, 단체 활동 (예: 클럽 또는 스포츠) 참여를 두려워한다 

• 등하교시 길고 “비논리적 인” 경로를 선택한다 

• 학업에 관심을 잃거나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 집에 돌아오면 슬프거나, 변덕스럽거나, 눈물이 나거나, 우울해 보인다 

•  잦은 두통, 복통 또는 기타 신체적 문제를 호소한다 

• 수면에 어려움 또는 잦은 악몽을 겪는다 

• 식욕 부진을 경험한다 

• 불안해 보이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 

괴롭힘을 당하는 자녀를 돕는 솔루션 

학교 교사, 관리자, 직원 모두 동원하여 함께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괴롭힘을 방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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