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폭력예방 및 친구사랑주간 운영 계획

1

목적

학생들 상호 간에 관심과 이해 및 배려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배움과 나눔의 친구사랑 문화를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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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 학기별 「친구사랑주간」,「친구사랑의 날」지정하여 운영함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운영함
◦ 학년별 학급별 특성을 살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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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1) 「친구사랑주간」운영
- 1학기 : 7. 2. ~ 7. 6.
- 2학기 : 11. 5 ~ 11. 9.

2) 운영 방법
- 학급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학급단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학년, 학급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활동 운영)
-「친구사랑주간」행사기간 내 실천한 결과물 학급 내 전시
행사명
학교폭력
예방 및
친구 사랑
주간 행사

활동 내용
① 학급별 프로그램 선정하기
-학급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② 학년별 프로그램 선정하기
-학년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선정

참가대상

운영시간

1~6학년

▶아침활동시간, 창
의적 체험활동시간,
교과시간 활용하여
운영함

◆ 주요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

내

용

친구에게 우정을 다지는 내용이나, 화해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친구사랑 우체통’을 통해 전달
친구사랑 우체통

- 우리 반 친구에게 편지쓰기
- 학생 집배원 공개 모집 후 학생 집배원 선정하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 단위 평화교육 실시

굿바이 학교폭력

- 학급규칙 만들기
- 학교폭력에 대한 의사표현 훈련 - 학급단위 학교폭력 토론회 실시
학교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공개 칭찬, 사과 영상물 제작·방영

친구야 고마워! 미안해!

- 사전에 희망학생 대상으로 녹화 - 방송할 내용 편집 및 내용 확인
- 될 수 있으면 생방송은 지양(비교육적인 돌발 상황 발생 가능)
친구의 장점을 찾아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발표

천사표 내 친구

- 내 친구 캐릭터 그리기/전시

- 친구자랑 광고 만들기/전시

- 시, 수필 쓰기/교내방송을 통한 낭독
학급별로 친구사랑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회 또는 토론회 실시
친구사랑 마인드 갖기

- 발표 및 토론주제는 학급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예)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 나는 이런 친구가 좋다 등
친구를 위한 1일 선행 실천
- 개인별로 선행을 베풀 친구를 정하고, 실천할 내용 결정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기록표를 만들어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실천 후 소감 발표

친구와 함께

고운 친구
고운 언어
학교․학급 홈페이지
친구 칭찬하기
플래카드 만들기

학생인권 친구사랑
노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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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하는 활동 실천하기
- 친구와 함께 테마 사진첩 만들기

- 함께 봉사활동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친구 사이에 고운 말 사용으로 고운 마음 기르기 활동
- 친구 간 고운 말 쓰기 약속 - 친구 기 살려주는 좋은 별명 지어주기
- 친구칭찬 일기, 칭찬 댓글
학교 학급홈페이지 칭찬 코너에 친구 칭찬하기
플래카드 만들기 대회 실시를 통한 예방 교육
-학생인권 존중, 친구 사랑에 대한 플래카드 만들기
인권존중이나 친구사랑에 대한 노래 만들기
-알고 있는 노래에 가사 바꿔 노래 부르기
-친구사랑에 대한 노래 부르고 연주하기

기대효과

1) 학생 중심의 행사를 통하여 친구사랑 실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의식함양으로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
2) 다양한 친구사랑 행사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
운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학생 스스로 변화하는 기회 제공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계획서
학년

이름 :

* 누구를 :
* 어떻게 ?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소감문
학년

이름 :

친구자랑 광고 만들기

(

)가

내 친구(

)를 자랑합니다.

♥ 내 친구 캐릭터 그리기 ♥
학번 :

이름 :

서로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자꾸 눈길이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느낌
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한 명만 그려 봅시다.

내 친구 얼굴(캐릭터) 그리기( 친구의 이름 :

그 친구가
왜 좋은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