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계획
-전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21’ 8. 11>

추진 목적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방안 모색

추진 개요
❍ 주제: 전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Z세대 학생의 주체적 활동 방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공동체의 협력 방안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13:30 ~ 16:50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 시민 등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
❍ 주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
- 영상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YouTube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
- URL: https://www.youtube.com/channel/UCo2BHUhoTQJG1JW41dnwWjA

※온라인 생중계 포럼 녹화영상은 추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stopbullying.re.kr)에 탑재 예정

- 당일 YouTube 검색창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또는
‘stopbullying NYPI’ 검색하여 접속도 가능

※ 포럼 자료집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stopbullying.re.kr) 및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op_bullying)에 탑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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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견 제출
❍ 참여 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 제출 가능
❍ 기간: 21’ 08.18.(수) ~ 08.25.(수)
❍ 방법: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블로그 게시글에서 의견 제출 링크 접속
❍ URL: https://blog.naver.com/stop_bullying/222446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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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안)
사회: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시간

내용
⦁인사말

13:30~13:40

10‘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환영사
유상범(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13:40~14:00

20‘

기조강연

사이버폭력 줄이기(

- )

뉴노멀 시대의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김봉섭(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세션1~3
세션1

좌장: 손병덕(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생의 주체적 활동 더하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 )

세대 학생의 주체적 활동 방안

Z

⦁발표
강에스더(강진고등학교 2학년)
⦁토론
강주현(한국삼육고등학교 2학년)

14:00~14:50

50‘

강해정(연세초등학교장)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주체적 활동 방안 조사 결과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영상1: 옥수수 뉴스쇼에서 알려드리는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김기수 외 5인(옥현초등학교 5, 6학년)
⦁영상2:

非대면

? be

대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조혜진 외 6인(이천사동중학교 2, 3학년)

14:50~15:00

10‘

휴식
세션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함께 나누기(
2

÷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발표

15:00~15:40

40‘

전인식(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토론
윤현주(충북학부모연합회장)
임운영(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세션

사회공동체의 노력 곱하기(
3

×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공동체의 협력 방안

⦁발표

15:40~16:20

40‘

이승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윤상용(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 선플인성교육연구원 본부장)
김미정(푸른나무재단 수석연구원)

16:20~16:40
16:40~

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 상기 세부일정은 당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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