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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학부모, 교사가 듣고 싶은 말 TOP10

서울시 초 중 고 학생,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우리 딸/아들 정말 잘했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일원으로 관내 초 중 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
모를 실시하여, ‘소통의 장’(학생이 듣고 싶은 말, 선생님이 듣고 싶은 말, 학부모가 듣고 싶은 말로 구분) 응
답빈도 순으로 대상별 TOP 10을 선정하였다. 
학생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딸/아들, 정말 잘 했어”, “항상 사랑한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
어”가 순서대로 1~3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격려와 애정의 말이 상위권이었다.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역시 “참 잘 했어요”,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순으로,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과 비슷한 답변이었다.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였고, “우리 같이 놀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 코
로나로 친구들과 놀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반영됐고, 관계적 갈급함을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표] ‘학생’이 듣고 싶은 말 TOP 10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 결과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 마디”, 2022.02.23., (관내 초 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총 2,000명)

1.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말

2.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3.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1 우리 딸/아들, 정말 잘 했어 참 잘 했어요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2 항상 사랑한다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우리 같이 놀자

3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너 정말 잘한다

4 오늘도 수고 많았어 정말 수고 많았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5 괜찮아 다 잘 될거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좋은 친구야

6 태어나줘서 고마워 앞으로 힘내자 파이팅 넌 정말 대단해

7 넌 잘 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 괜찮아, 잘했어

8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넌 정말 성실한 학생이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9 넌 최고의 선물이야 너는 참 착하구나 우리같이 하자

10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시험 100점! 나랑 친하게 지내자

순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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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을 공모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엄마/아빠 자
녀라 너무 행복해”가 뽑혔다.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아빠가 제일 좋아” 순이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엄마/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 

[표]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TOP 10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 결과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 마디”, 2022.02.23., (관내 초 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총 2,000명)

선생님이 학생에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가 1위로 응답됐다. 다음으로 “선생님 수업이 제
일 재미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에요”가 각각 2,3위였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교사로서 자신감이 생기
고 수업을 더 잘 준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밖에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등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TOP 10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 결과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 마디”, 2022.02.23., (관내 초 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총 2,000명)

◎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감사’와 ‘수업에 대한 지지’의 말!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 엄마/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
2 사랑해요

3 고마워요

4 엄마/아빠가 제일 좋아
5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6 내 엄마/아빠라서 너무 좋아
7 제가 잘할 수 있어요
8 엄마/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9 엄마/아빠가 있어 든든해

10 엄마/아빠가 최고야

순위
대상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1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2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어요
3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4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요
5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요
6 선생님 보고 싶어요
7 선생님 사랑합니다
8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9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순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