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껴서
그랬다는
거.짓.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교수와 학생 등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교수나 강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학점부여, 논문지도,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 시 교내 성평등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

남자는
괜찮을거란
착.각.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연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스킨쉽(키스, 애무,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을 

하거나, 강압적인 성관계,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일 수록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쁜짓인지
몰랐다는
발.뺌.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전화, 메신저 등)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발언, 

사진, 영상, 그림, 음향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ㅋㅋㅋ
ㅋㅋㅋㅋㅋ 축 신입생 환영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남성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별 관념에 의해 피해자로 인식

되지 않을 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동인 성폭력은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범위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피해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 means No, Yes means Yes!!!

동의는 선택에 기초합니다. 

    ‘예’와 ‘아니오’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물리력 행사, 협박, 판단력 저하 

    상태의 동의는 진짜 동의가 

    아닙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상황 발생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어렵다면 자리를 

    피합니다.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약점을 잡거나, 억지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강압입니다.

    때 을있 이힘 한등동 는의동

   성립됩니다.

    선배나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거부의사를 즉시   

   수용합니다.

    거부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언어표현으로 “예＂라고 

확인될 때 성립됩니다.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교내 성평등상담소나 외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출처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2016), 

          사람과 사람사이 인간과 평등 그리고 존중의 캠퍼스 문화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서,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강요ㆍ위압 하는 행위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전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지원 기관 안내

교내 성폭력 상담실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관련 개인상담

피해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지원

성 피해 치유를 위한 상담

위치: 승학캠퍼스 학생회관 3층 308호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지원

폭력피해 위기상황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폭력상담소

위기 및 지속 상담, 무료법률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긴급상담

구조/보호/상담  등

365일 24시간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형사ㆍ민사ㆍ가사 소송 변호 등

동아대학교
성폭력 신고 및 징계 절차

관련 부서 연락처

성폭력 상담실(학생상담센터) 051-200-6477

학생복지과 051-200-6202~4

교무과 051-200-6102~4

총무과 051-200-6602~4

성폭력 상담실
(학생상담센터)

징계위원회

성윤리위원회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술서 수령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성폭력 사건 조사

성윤리 위반여부 심의·의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요구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양정 및 처분

지역 해바라기센터 위탁기관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부산
부산 부산대병원 051-244-1375

부산동부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대구(아동) 경북대병원 053-421-1375

경북

경북북부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북서부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북동부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경남
경남 마산의료원

055-244-8117
055-245-8117

경남서부 경상대병원 055-754-1375

울산 울산 울산병원 052-265-137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허브 기관

www.stop.or.kr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양성평등 문화 조성 

www.equaluniv.net

성폭력 예방 및 지원 

APP/WEB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성범죄 예방 정보 제공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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