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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성폭력 예방 안내

담당 우현선
(031-766-414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성폭력 ✿
피해예방 ✿
✿
교육
✿
내용

여름방학 기간 방과 후 수업 후 에는 학교에 남지 않고 즉시 귀가하기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께 알리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놀이에는 참여하지 않기
자신의 집으로 오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등의 유인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
부모 허락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지 않기
응급 시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 외우기
117(경찰청 성폭력 지원센터) / 112(경찰청) / 1366(여성긴급전화)
✿ 문단속을 잘 하고,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올 경우 함부로 문을 열어 주지 않기
✿디지털(사이버) 성범죄란?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본인 모르게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배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내용

✿ 진정한 ‘동의’ 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 협박 당하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거나
기타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고
✿불법 영상물을 저장, 유포 하는 것은 범죄 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진,영상물 촬영 전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싫다고 하였다면, 명백한 거절입니다.
- 망설였거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예방 위해 조심해야 할 일
신체 사진. 영상물은 불법촬영물 입니다.

① 낯선 사람에게 사진, 영상 공유하지 않기
② 인터넷, SNS, 대화방에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③ 방문을 유도하는 문자나 의심스러운 파일 등을 설치하지 않기
④ 신체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않기
⑤ 낯선 사람이 대가성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일단 거절하고, 화면을 캡처해 신고하기
⑥ SNS에서 성적인 영상, 신체 사진, 욕설을 봤을 때는 사이버경찰청 112 신고 및 다른 곳에 게시 금지
⑦ 사이버상에서 하는 모든 글과 행동에는 기록과 자료가 남는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⑧ 사이버 상에 피해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경찰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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