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대학
사회의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및 
사이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인권침해, 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내 폭력예방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성폭력 근절과 인권증진에 앞장 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함

   : 학생 필수 이수과목: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개별 학과 또는 동아리 구성원 대상 공동체 오프라인 교육 신청 가능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T.2123-2137/ genderedu@yonsei.ac.kr)

■ 개강 전 교육 이수 권장

■ 온라인 교육 이수 종료 후 온라인 이수증 발급 가능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0. 폭력예방교육 접속 경로
- 와이섹에 접속한 후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폭력예방교육‘ 배너를 클릭합니다.
- 언어를 선택하고 수강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 이수 과목을 모두 수강합니다.
※ 상세한 설명은 첨부 문서 참조
 
1. 이수과목 안내
- 학생 필수 이수 과목: 성희롱/성폭력예방(학생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기타 이수과목은 자율 이수
※ 반드시 전체 과목을 수강(시청)해야 이수자로 분류됨.
※ 영상 구간을 임의로 이동할 경우 100퍼센트 이수가 불가하므로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교육 이수 안내사항 
-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휴대전화에서도 동일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교육 이수 결과 관리에 사용합니다.
-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최종 이수자로 분류됩니다.
-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미이수 과목만 온라인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3.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종료 후 사이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는 성평등센터로 직접 수료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문의
- genderedu@yonsei.ac.kr(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Yonsei University Guidance on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Yonsei University offers both in person and online training program for its members, to 
join the government and other universities’ efforts in creating a society free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The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sexual offens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ate 
crimes - not just in universities but everywhere in the society - has augmented the 

need for Gender 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Efforts to prevent any type of violence within our campus is asked from everyone.

Yonsei University has made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lways available 
online to help its members raise human rights awareness, and to prevent sexual offenses 

from occurring.

We ask all Yonsei University memb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endeavo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stop sexual violence. 

n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training courses in sexual violence 
preventi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once a year.

n   You may receive your program completion certificate on the website as soon as 
you finish taking all the required courses. 

n   Off-line traning can be applied by department or club members.
    Contact: Center for Gender Equity(genderedu@yonsei.ac.kr/ T. 2123-2137, 2118)
n  We hope you complete all the programs before second semester.



Notice on Taking Online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1. How to Access the Programs
- Go to YSCEC and click on the banner,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screen.
- Select your preferred language and enter your information. 
- Take all the required courses. 
-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a more detailed guide.  

2. Required Courses
- Required courses for faculty members are: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tudents),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The other courses are not mandatory. 
- You must completely finish the training for you to get officially recognized 

as passed. 
- You may not be able to receive a certificate if you manually skipped or 

forwarded the video.

3. Additional Information 
- All members of Yonsei University must complete this program at least once 

a year. 
- You may also use your mobile phone to complete the trainings. 
- The information you submit for registration will be used when managing 

completion statuses of the program. 
- You must take all the courses in order for your completion status to be 

certified. 
- If you have already received trainings offline, then you are only obliged to 

take online courses for trainings that you have not yet completed. 

4. Certificate 
- You may receive your program completion certificate on the website as 

soon as you finish taking all the required courses. 
- Please contact Yonsei University’s Center for Gender Equity for your 

certificate issuance if you completed the program offline. 

5. Inquiries on the Program 
- Contact: genderedu@yonsei.ac.kr (Center for Gender Equity) 

※ Basis of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Enforcement 
Basis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1
Act on Prostitution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rticle 5
Act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rticle 4 Clau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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