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대학
사회의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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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  https://yscec.yonsei.ac.kr

■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함

   : 1~8번 까지 모든 교육 전체 이수

    (4번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교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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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교육 신청은 코로나19 예방 조치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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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온라인 교육 이수 권장

■ 온라인 교육 이수 종료 후 온라인 이수증 발급 가능

■ 2020년 1월 1일 ~ 4월 5일 기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성평등센터에서 

교육 이수 확인 및 이수증 발급 가능 



2020 Yonsei University Guidance on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Online Programs

Yonsei University operates onlin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for its members in a joint effort b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society to create a society free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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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 here ☞ https://ysce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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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ing No.4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taff)). 

n   Off-line traning may be provided for a department or a club, if 
reguested.(You can request for traning after COVID19 ends.)

    Contact: Center for Gender Equity
    (genderedu@yonsei.ac.kr/ T. 2123-2137, 2118)
n  We hope you complete all the programs before second semester.
n  Those who finished the program online between January 1st and April 

5th, 2020, can confirm their education and issue their certificate at the 
Center for Gender Equity.















수강신청 박스
는 최초 폭력
예방교육 페이
지에 접속하였
을 때만 보입

니다. 

한번 작성해
주시면 그 이
후로는 수강신
청 박스가 보
이지 않습니다.



6.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1번 부터 8번까지 모든 영상 이수(4번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교직원)은 제외)

※ 위 영상 중 최소 한 개 이상 100% 이수해야 과목별 수료증 발급 버튼이 생성 됨

















The register 
box is visible 
only on initial 

access. 
Not visible 
again after 
register.



6. Click the courses you want to take

※ You must complete No.1~8 all training courses(excluding No.4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taff)).
※“Certificate”button will appear only after completely(100%) finishing at least 
on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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