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를 

위한 가치, 

대학 인권존중 안내서

인권센터 찾아오는 길

인권센터 상담소 이용
성희롱·성폭력 / 인권침해 상담
전   화 : 02-880-2422, 2423, 2424, 2425
이메일 : helpme@snu.ac.kr / helpyou@snu.ac.kr
면   담 : 우정원(153동) 3층 (전화, 이메일로 예약)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시스템(http://helplms.snu.ac.kr) 
마이SNU ID 로그인 ▶ 수강신청 ▶ 나의강의실 ▶ 학습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
대상별 맞춤형 대면교육 지원
교육문의 : 02-880-2427 / hrcedu@snu.ac.kr

인권 연구·강연 및 참여활동 소식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hrc.snu.ac.kr)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곳입니다

1

인권침해(성희롱, 성폭력, 폭언 등 인격권 침해, 

학습권 침해, 차별 등)문제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조치

2

인권/성평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 제공

3

학내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캠페인, 강연, 학생참여 활동 등



온라인 교육 이수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
온라인 교육시스템    http://helplms.snu.ac.kr
- 마이SNU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오프라인 교육 이수

교육신청 및 문의

T. 02-880-2427       E. hrcedu@snu.ac.kr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로 

도움이 필요해요

인권에 관심 있다면 

참여하세요

인권 들여다보기, 

인권/성평등 교육

인권/성평등 교육은 

이렇게 이수해요

상담신청
(익명, 비밀상담 가능)

초기상담
상담과 지원

(법적·심리적 지원, 자문)

신고 또는 대안적 해결 
방안 모색·지원

조사해결 방식 결정

중재
조정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인권센터는 인권친화적 관점 하에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통합교육인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 구성원은 매 년, 분야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공간분리, 접촉금지)
- 피해 회복 지원 (심리지원, 법률자문, 대처방안 상담 등)
- 사건 해결 모색 (중재·조정, 심의와 처벌, 대안적 해결 등)
- 가해자 인식 개선과 재발방지 (사과, 교육, 봉사 등)

누가 상담 받을 수 있나요?

학생, 교수, 직원 등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인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구성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해요.
방문시 전화·이메일로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와주세요.

성희롱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스토킹 등

인권침해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학내 각종 인권 문제

인권/성희롱 · 성폭력 상담소에 찾아오세요

인권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하고 싶다면!

열린인권강좌

국제학술대회

인권포럼

인권주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학생인권연구 
프로젝트

대학원생 
인권논문상

시사적인 인권 이론과 쟁점을 다루는 
학생·일반인 대상 7~8회 연속 강좌 (7월)

국내외 전문가 참여하는 
인권 주제 학술 논의의 장 (9월)

인권 분야 저자 특강 (연 2회)

학생사회와 함께하는 인권문화제

인권활동 현장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도록 
연계 (5~12월)

학부생의 다양한 인권 주제 연구 지원 
(4~10월)

대학원생의 인권 분야 논문 모집, 우수 
논문 시상 (8~10월)

1. “찾아가는 인권/성평등 교육” 활용하기
 나에게 맞는 인권/성평등 교육을 신청하세요!

 온라인 교육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 오프라인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하기(전 구성원 신청 가능, 10인 이상)

2. “정기·비정기 인권/성평등 강연” 활용하기 
 인권센터에서 개최하는 정기·비정기 인권/성평등 강연 참석하기

 인권센터 홈페이지 접속(http://hrc.snu.ac.kr)

 인권센터 페이스북 팔로우하기(HumanRightsCenterSNU)

 → 공지사항에서 강연 소식 확인하기 → 마이SNU 포털 메일 확인하기

인권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