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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 자료1.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1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

2

성폭력은 발생장소
피해자의 집, 공공화장실 등의 공중시설, 아파트 계단, 놀이터 등 아파트 단지 내부,
길 또는 도로, 가해자의 집 등

3

성폭력 발생단계

1. 접촉단계 : 가해자가 아이에게 성학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단계
· 그루밍(Grooming)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아이와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모든 행동
가해자는 아이를 ‘길들이는 과정’, 양육자를 만나면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 줌
-> 아이들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 어려움
성폭력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움
· 그루밍을 깨기 위한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
2. 성폭력을 가하는 단계
3. 비밀단계
· 아이를 협박하거나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비밀유지를 강요
· 비밀유지는 가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수단
4. 폭로단계 : 아이가 용기 내어 말을 하는 단계
5. 억압단계 : 피해사실을 말한 아이가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는 단계

4 자주 발생하는 또래성폭력 행위는?
3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톡,

밴드로 보냄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
다. 여학생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림
라.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들에게 반드
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5
4

성폭력 예방 가이드

※ 인터넷 음란물 중독 예방
최근 성폭력가해자의 범죄 이유 23%가 음란물과 채팅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음란물로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다 보면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각과 행동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녀가 음란물을 시청하지는 않는지 각별히 주의와 관심을 기
울여 주세요.

6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나.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간다. (48시간이내, 응급피
임약은 72시간 안에)
다.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성범죄 신고의 강화 및 상담의 활성화 - 연락처를 알아둡시다.
m 성폭력 상담 및 여성긴급전화 1366
m 아동학대 신고: 117 또는 112
m 청소년 긴급전화: 1388

m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m 전문상담기관
m여성인권지원센터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활용한다.(스마트폰 앱 활용)

7

학생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가. 성폭력 사안은 대상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 처리
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
리 합니다.
나.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구 분

경미한 사안

사안 유형

지속적인 성적 놀림,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처리 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및 수사기관 신고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8

중대한 사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녀들의 성매매 예방 이렇게 합니다.

<교육자료2. 생활속 응급처치>
※ 골절 및 염좌
- 골절: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간 상태
- 염좌: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상태
# 증상: 손상부위의 심한 통증, 멍, 부종, 관절부위 운동장애 등
<RICE처치>

* Rest=휴식, 손상된 발목과 인대가 쉴수있도록
1) 체중부하를 하지않고

2) 목발보행을 하며

3) 부목을 대어 안정을 취함

* Ice=붓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친 후 최소 3일간 얼음찜질을 합니다.
(혈관 수축, 염증과 부종 가라앉힘)

* Compression=압박붕대 등으로 손상부위를 감싸두어 손상부위가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 Elevation= 본인 심장보다 발목의 위치를 올려 부종을 감소하도록 합니다.

※ 호흡장애(기도폐쇄)
-원인: 이물질로는 음식물(고기 덩어리, 떡 등), 장난감, 사탕 등으로 다양하며 기도가 막혀 호흡이 곤
란해짐.
-증상: 두 손으로 목 부분을 쥐면서 기침을 하려고 한다. 목 부분에 심한 천명음(‘쌕-쌕’소리)이 들릴
수 있다. 호흡이 곤란해진다. 얼굴이 파랗게(청색증) 변한다.
#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는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이 경과하면 뇌세포의 영구적
인 손상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실시자는 환자 옆에서 무릎 꿇고 엉덩이 들고 양 팔 쭉 뻗어(어깨와 90도) 손을 깍지를 끼고
겹친다.
* 환자 가슴 높이의 1/3(4~5cm) 이 들어갈 정도로 압박한 다.
의식 및 호흡 확인 →

도움 및 119신고 →

가슴중앙 가슴압박(분당 100회 속도)-119 도착까지 실시

<하임리히법>
*응급처치
1) 환자가 일어선 상태-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 기침을 유도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119신고 및 하임리히법
-의식을 잃거나 이물질이 나올 때 까지 반복
#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임산부나 비만환자는 상복부가
아닌 흉부를 압박한다.
2)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 전에 입을 열어 보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만 제거
3) 이물질을 제거하는 요령
-환자의 입속을 훑어 내듯이 한다.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거

※ 화상 응급처치
-1도 화상: 피부가 열이나 뜨거운 물에 닿을 때 색이 붉어지며 통증을 느끼는 경우
2도 화상: 수포가 생긴 상태. 통증이 심함.
3도 화상: 피부조직 및 피하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로 감각기능이 상실됨.
-일반적 응급처치(1,2도 화상)
✓물집은 터트리지 마십시오.
✓소독된 약용 바세린이나 화상연고를 바르고 드레싱을 합니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환자의 눈을 벌린 후 20분간 물로 충분히 세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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