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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인권 침해사안 대응
인권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피해상담, 관련기관을 연계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담당합니다. 이와 함께 인권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1. 성희롱·성폭력 상담
8.1.1. 상담 예시
• 성희롱ㆍ성폭력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
교내ㆍ외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법적ㆍ의료적ㆍ심리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함께 찾고, 필요한 경우
병원, 경찰, 법률 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트 성폭력 등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요구로 어려운 경우
데이트 관계나 아는 관계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려운 경우
성폭력 피해 이후 적절한 심리적ㆍ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현재의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심리상담을 통하여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밖에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밖에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성적 피해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8.1.2. 상담 안내
8.1.2.1. 이용대상 : 교수, 학생, 직원 등 이화여대 구성원 누구나 이용 가능
8.1.2.2. 공개여부 : 피해자 신원 및 상담 내용 비밀 보장
8.1.2.3. 상담방법
- 상담신청 : 방문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22호) 및 전화 (02-3277-3229), 이메일 (humanrights@ewha.ac.kr)을 통한 상
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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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진행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22호 방문 상담
8.1.2.4. 상담절차
상담신청서 작성 ⇒ 심리 상담 및 사건 대응책 상담, 사건 처리 ⇒ 필요에 따라서 법률 및 의료정보 제공 / 교외기관
연계하여 사건 지원

8.2.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1! 2! 3!
1. 자신과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키우기
2. 평소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3. 위기 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미리 알아두기
(경찰신고 112, 여성의 전화 1366, 인권센터 02-3277-3229)

8.3.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1! 2! 3!
1.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료 확보하기
3. 초기에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도움 받기
(경찰신고 112, 여성의 전화 1366, 인권센터 02-327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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