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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및 경과

학교명
SNS상

발생시기
SNS상 피해사례 교육청 담당부서

광남중학교 2018.9.11.경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 한

다”는 등 성희롱 발언, 학생들의 팔 등을 상습적으

로 만지는 등 성추행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금옥여자고등학교 2018.9.17.경

“선생님한테 그렇게 속살 보이면 안 된다”, 체육교

사 이씨가 ”여자가 함부로 ○○ 돌리는 것 아니다

“등의 발언 주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대원여자고등학교 2018.8.31.경

“치마가 짧은 학생을 봤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속이 다 보였다.”,“성폭행 피해자

들은 옷을 야하게 입어놓고 할 말이 있나, 그 학생

처럼 입으면 성폭행 당하는 것이다”라며 성폭행

이란 심각한 범죄를 합리화 했다는 내용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018.10.5.경
학생간 사안

교실에서 핸드폰을사용해 치마 속을 촬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진디자인고등학교 2018.3.21.경

“내년에 나랑 술마시자”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상의 무엇을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함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명지고등학교 2018.9.28.경
학생에게 윙크 강요, 여학생들에게 나중에 주부가

되라고 말함, 미투관련 희화하는 발언 등
서부교육지원청

문영여자중학교 2018.3.8.경

B교사(교사 오○○, 과학)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

당한 것을 8년만에 밝힘, 다른 졸업생도 “나도 당

했다”는 성추행 피해 증언 잇따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 2018.9.14.경
2018년 졸업생이라 지칭하는 자가 교사 신○○을

대상으로 재학시절 성차별적인 발언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영상고등학교 2018.10.19.경

행정실장의 성희롱·성차별과 기숙사의 학생방을

학생들의 동의없이 들어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며, 선생님들에게도 외모를 들먹이며 성적 수치

심을 준다는 제보

학교장의 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일여자고등학교 2018.9.13.경

“김OO으로 검색을 하면, 편집된 앨범 사진과 함

께 재학 당시 야간자율학습실에서 신체적 터치로

인한 불쾌한 감정이 남아있다” 며 갖은 욕설과 가

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

서부교육지원청

오류고등학교 2018.9.18.경

수업 시간 중 교사(미술교사, 문학 담당교사)의 여

성혐오 발언, 학교에서 포르노 보다가 학생들에게

들킨 미술 담당 교사

남부교육지원청

용화여자고등학교 2018.4.5.경

졸업생들이 교사들이 학생의 가슴 부위,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학교

에서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

북부교육지원청

월촌중학교 2018.9.13.경

학생에 의한 자아의식 및 양성평등 의견 개진 벽

보 게시에 이어 철거에 대한 학생의 대면 위협과

트위터 조롱으로 인해 재학생이 관련 내용을 트

위터 미투 폭로 “월촌중 여혐 사건 공론화“ 주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2018.9.28.경

홍보부 OO선생님: 노트북 사이트 기록에 고등어

검색기록, 자위 영상 기록, 교무실에서 야동 시청,

학생들 다리 촬영(다리 패티쉬) 등

민주시민생활교육과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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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여자중학교 2018.9.28.경
김선생님은 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억

지로 껴안으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잠실여자고등학교 2018.9.18.경 성희롱적 발언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신여자고등학교 2018.9.17.경
간호사 하면 의사랑 결혼할 수 있다' 등 일부 선생

님들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의여자고등학교 2018.4.22.경

여자는 생리하면 도벽이 생긴다, 입술이 크면 남

자가 좋아한다.

짧은 치마를 입거나 화장을 하는 학생에게 “술집

여자 같다, 몸 팔러 가냐”

여름에 목이 늘어난 반팔 티셔츠를 입은 학생에

게 “나한테 가슴 보여주려고 반팔만 입었냐”

미투 운동 비하 발언(“끼 있는 애들이 먼저 아양

떨어 놓고 미투라고 한다”)

북부교육지원청

진명여자고등학교 2018.3.28.경
“교사가 학생·동료 성희롱·추행”, 졸업생이 국민권

익위에 민원제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창덕여자고등학교 2018.9.27.경

수학교사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항의 글

게시(그렇게 웃으면 남자친구가 싫어하지 않냐..

○○소녀는 참 얌전하고 아주 좋아요. 여자 아이

가 그렇게 배를 두드리고 그러면 쓰나 등등)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외국어고등학교 2018.9.16.경
“뚱뚱하니 ‘돼지증’ 발급....”, 교사 인격 모독

학생들에게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중앙여자고등학교 2018.3.30.경
안마 핑계로 학생 교복에 손 넣고 신체 만진 男교

사
서부교육지원청

중앙여자중학교 2018.7.30.경

2016년, 교사가 학생에게 화분에 줄 물을 떠다달

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

어갈 순 없으니 치마 좀 벗어줄래? 내가 입고 들

어갔다가 올게’라고 말함

서부교육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