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관련 자료집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1IS2MANY.OKSTATE.EDU 

  



1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목차 

연락처 모음 .................................................................................................................................................................. 2 

성범죄 생존자 대응 가이드 ......................................................................................................................................... 3 

흔하게 나타나는 트라우마 반응 ............................................................................................................................ 3 

생존자의 자기 관리 지침 ........................................................................................................................................ 6 

정의 ............................................................................................................................................................................... 7 

피해자 정보 .................................................................................................................................................................. 9 

비공개 지원 ................................................................................................................................................................ 10 

지원 방법 .................................................................................................................................................................... 11 

신고하기 ..................................................................................................................................................................... 12 

익명 신고 ................................................................................................................................................................ 12 

일반 신고 ................................................................................................................................................................ 13 

경찰에 신고하기 .................................................................................................................................................... 15 

학생처(Student Support & Conduct)에 신고하기 ................................................................................................. 15 

피해자 권리장전 .................................................................................................................................................... 16 

학교 정책 ................................................................................................................................................................ 16 

학생 징계 절차 ........................................................................................................................................................... 17 

신고 ......................................................................................................................................................................... 17 

조사 ......................................................................................................................................................................... 17 

심리 ......................................................................................................................................................................... 17 

결과 ......................................................................................................................................................................... 18 

예방적 방법 ................................................................................................................................................................ 19 

이 자료집은 성폭력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을 받거나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각 개인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개된 지원 방법 외에  OSU 피해자 지원팀(Victim Advocates)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는 성폭력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너무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지내고, 학습하고, 성공하는 데  안전하고 생산적인 환경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캠퍼스 모든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끝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를 받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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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모음 

피해자지원팀 

(Victim Advocates) 

월-금 8am-5pm 

405-564-2129 

24 시간 헬프콜 

405-624-3020 

1is2many.okstate.edu/advocate 

피해자 지원팀에서는 익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지원팀은 교내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익명의 개인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경찰 또는 학생처(Student Support & Conduct)에 신고하는 

방법 등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함께 이야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 

(Student Counseling 
Center) 

320 Student Union 405-744-5472 ucs.okstate.edu 

OSU 학생상담센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다섯 번의 익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가 매일 24 시간 전화 상담 대기중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사와 

연결되고,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OSU 경찰서(405-744-6523)로 전화하면 연결됩니다. 

희망의 날개 

(Wings of Hope) 

3800 N. 
Washington St 

405-624-3020 https://wingsofhopeok.com/ 

희망의 날개는 스틸워터 가정폭력 센터이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범죄 대응 팀이 있고, 개인 또는 그룹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간호사 검진 (SANE) https://www.stillwater-medical.org/services-
care/emergency-care/sane 

성범죄를 경험했다면, 스틸워터 메디컬 센터(Stillwater Medical Center)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부상을 케어해 드립니다. 필요하면 성병, 감염, 임신 예방 처치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간호사 검진(SANE)은 사건 발생 5 일 이내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지원팀 

(Supportive Measures) 

328 Student Union 405-744-5470 https://1is2many.okstate.edu/reso
urces/supportive-measures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또는 보호명령 절차 지원, 관련자들 비접촉 명령, 안전지원, 근무일정 조정, 주거환경 조정, 

학습지원, 상담/보건지원 등 성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합리적 지원 

경찰에 신고하기 OSU 경찰: 405-744-6523 

USDA building 

스틸워터 경찰: 405-372-4171 

723 S. Lewis St 

OSU 는 모든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교내에서 일어났다면 OSU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사건이 스틸워터 어느 곳에서든 일어났다면, 스틸워터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관할권을 가진 지역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학생관리절차 

(Student Conduct Process) 

328 Student Union 405-744-5470 https://ssc.okstate.edu/ 

누구든지 OSU 학생처 (Student Support & Conduct) 사무실을 통해 OSU 학생을 상대로 학생 행동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OSU 학생 행동수칙을 어기는 것에는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처에서는 행동 수칙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학생처에 연락하세요. 신고 

접수 없이는 학교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각자에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자 

또는 조사 절차에 협력한 개인에 대한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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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생존자 대응 가이드 

 

성범죄 같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는 일상생활, 건강, 안전에 대한 감각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트라우마 반응의 일종으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이며 더 큰 위험에서 당신을 

보호하려는 신체의 노력입니다. 이런 일은 비정상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반응은 신체에 내재된 생존 시스템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할 때 무의식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신체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적 상황에 대해 예민해지게 되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반응은 사람, 장소, 사건과 관련된 물건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때로 어떤 반응들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반응은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회복 절차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트라우마 반응 

자기비난/죄책감/수치심 

다수의 성범죄 생존자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많은 수가 그들이 가해자를 어떤 식으로든 

자극하거나 원인을 제공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가해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거나 그 사건을 막았어야 

했다거나 본인이 그 사건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의 일부는 성범죄와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결과물입니다. 성범죄는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 중 1/3 과 모든 남성 중 1/6 이 일생 중 성범죄를 겪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와 같은 상황이라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데이트 상대이거나, 친구이거나, 배우자거나, 연인이거나, 부모이거나, 

형제자매이거나, 보호자이거나, 친척이거나, 교수이거나, 코치이거나, 고용주임 

• 가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었거나 가지는 중이었음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였음 

• 싫다고 말하지 못했거나 신체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했음 

•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음 

•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나중에 싫다고 말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회피 

성폭력 사건을 연상시키는 어떤 대화나 상황도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나 “과거는 잊어버리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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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별로 큰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상상하고 있는거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 수 없어.” 많은 생존자들은 

성폭력 사건이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사건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충격/무감각 

생존자들은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분리하거나, 녹초가 되거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거나, 사건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감각이 달라지거나, 

주체할 수 없이 울거나, 신경질적으로 웃거나, 그만두거나,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괜찮다고 하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에의 지장 

성폭력 사건 이후 생존자들은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고, 수업에 출석하고, 

학교나 직장에 전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유지하고, 사는 곳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사건 이후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OSU 에는 필요한 경우 개별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1 is 2 Many 성폭력 정보집 (https://1is2many.okstate.edu/resources/index.html) 

에서 확인하세요. 

 

통제 불능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제 3 자가 무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자주성과 통제를 빼앗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일시적으로 평소의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내리던 결정들도 엄청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성폭력 생존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취약하게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수와 있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생존자들은 주변에 매우 예민한 상태일 수 있고 쉽게 놀라기도 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일도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리 

생존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까봐 등의 이유로 성폭력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사건에 대해 알거나 피해자를 판단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빠져나오거나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https://1is2many.okstate.edu/resourc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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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생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성폭력 사건이나, 

가해자나, 안전 문제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서포트 문제나,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집중됩니다. 분노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하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생존자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상이 없는 짜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주저함/가해자 또는 다른 집단에 대한 걱정 

일부 생존자들은 사건을 신고하거나 기소할 경우 가해자나 함께 아는 친구들 또는 다른 연관된 아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언제 신고할지는 전적으로 생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존자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세요: https://1is2many.okstate.edu/  

 

불안, 떨림, 악몽 

생존자들은 사건 이후 떨림, 불안, 플래시백(불현듯 스치는 기억), 악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악몽은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거나,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등의 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다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백은 깨어 있을 때에 나타나며 그 사건을 재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체적 반응 

충격적인 사건의 생존자들은 감정적, 사회적 반응과 함께 신체적 반응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반응은 입맛의 변화, 수면의 방해, 심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또는 기절, 면역력 감소, 

무기력 또는 피로, 근골격계 통증, 이갈이, 위장 문제, 부인과 증상 등을 포함합니다. 

 

성생활 문제 

생존자들은 사건 이후 다양한 성생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나타내는 접촉 또는 성적 접촉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성관계를 극복 방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성적 행위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성생활에 임하며 파트너에게 이해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자기 속도에 맞추어 치유됩니다. 

• 정답은 없습니다. 

•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주변을 믿으세요. 

 

 

https://1is2many.okstat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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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의 자기 관리 지침 

충격적인 경험에서 회복할 때는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친구와 가족의 지원을 받으세요. 당신이 믿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과 당신의 감정과 힘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회복을 늦출 것 같은 사람들은 피하세요. 

•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 

정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 범위를 정하세요. 

• 스트레스를 조절해보세요. 조깅, 에어로빅, 걷기 같은 운동 또는 심호흡, 명상, 기도, 일기 쓰기 등 

가벼운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 최대한 균형잡힌 식단과 수면 사이클을 유지하세요. 카페인, 설탕, 니코틴, 알콜 같은 자극제나 

억제제를 피하세요. 

• 책 읽기나 음악 듣기, 게임, 그림 그리기 등 건강한 활동으로 머리를 식혀보세요. 

• “타임아웃”을 쓰세요. 되돌아보고, 긴장을 풀고, 활기를 주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 카운셀러 등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https://ucs.okstate.edu/ 또는 

https://1is2many.okstate.edu/resources/victim-advocates.html 로 연락해보세요. 

  

https://ucs.okstate.edu/
https://1is2many.okstate.edu/resources/victim-advoc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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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음의 정의는 성폭력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학생징계절차(Student Conduct Process)에서도 

같은 정의를 사용합니다. 

 

성희롱 – 학생 행동수칙 2 조 27 항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적 행동을 이르는 말: 

i) 학교를 대표하며 어떠한 종류의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받게 되는 개인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ii)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불쾌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로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의 접근을 막는 행위 

iii)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적 호감을 얻기 위한 성적 요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로, 분명하게 또는 은밀하게 개인의 고용 상황에 영향을 주거나, 비합리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i)부터 iii) 항목은 행위의 심한 정도, 침투성, 불쾌한 정도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들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의 접근을 막을 만큼 이미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 – 학생 행동수칙 2 조 23 항 

데이트폭력은 연애 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연애 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 

있는지는 관계 지속 기간, 관계의 종류, 상대와의 연락 빈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데이트폭력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나 그러한 학대 위협을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가정 폭력과는 구분됩니다. 

 

가정폭력 – 학생 행동수칙 2 조 24 항 

가정폭력은 다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a.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또는 성적 파트너 

b.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 

c. 피해자의 전/현 동거인 

d. 피해자와 배우자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 

e. 오클라호마 가족법에 따라 보호받는 성인/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 
 

가정폭력은 한쪽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서 통제력을 빼앗고 권한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학대적 

행동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성적, 감정적, 경제적, 심리적 행위 또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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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학생 행동수칙 2 조 28 항 

이 용어는 성범죄, 성적 노출, 성착취를 포함합니다. 

성범죄: 강간, 애무, 근친상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행위 

i) 강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깊이에 상관없는 삽입으로서 질 또는 항문에의 신체 일부 또는 물체의 

삽입 또는 구강에의 생식기 삽입 

ii) 애무: 성적 만족감을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로, 피해자의 나이 또는 임시 혹은 

영구적 정신 불능으로 인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 

iii) 근친상간: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된 혈연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성적 삽입 행위 

iv) 미성년자 강간: 법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미성년자와의 성적 삽입 행위 

 

성착취: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동의 없이 또는 학대적으로 성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 자의 성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성착취는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음증, 포르노 등 부적절한 성적 매체 공유, 성관계 중 파트너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콘돔 또는 기타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 성관계를 촬영/녹음하거나, 타인에게 성관계를 보게 

하거나,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키는 것 등 기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 성착취는 그 심각성, 만연성, 객관적 

불쾌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성적 노출: 성적 만족감 또는 타인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기를 공공장소 또는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 

성적 노출은 그 심각성, 만연성, 객관적 불쾌성에 따라 평가됩니다. 

 

스토킹 – 학생 행동수칙 2 조 29 항 

합리적인 개인이 안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거나 타인의 안전에 공포를 가지게 되거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특정한 사람을 향한 일련의 행위 

• 일련의 행위란 둘 이상의 행위로, 스토커가 직간접적으로 혹은 제 3 자를 통해 어떤 행동, 방법, 도구, 

수단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을 따라오거나, 추적하거나, 관찰하거나, 감시하거나, 위협하거나, 

소통하는 행동 또는 어떤 사람의 소유물에 간섭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 합리적인 개인이란 피해자와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란 유의미한 정신적 고통 또는 괴로움으로서 의료적 또는 전문 처치 또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고통을 뜻합니다. 

 

보복 – 학생 행동수칙 2 조 29 항 

학생징계절차(conduct process) 및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 또는 선의를 가지고 불만사항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을 포함하는, 그러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 더 자세한 정보는 Board of 

Regents for the Oklahoma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s Policy 3.06 Non-Retali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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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a.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고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911 에 전화하세요. 사건이 교내에서 

일어났다면, 바로 OSU 경찰에 405-744-6523 으로 전화하세요. 사건이 스틸워터 시 안에서 

일어났다면 스틸워터 경찰에 405-372-4171 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만약 사건이 스틸워터 밖에서 

일어났다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경찰에게 연락하세요. 

b. 안전한 곳으로 가서 편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스틸워터 24 시간 긴급 라인(405-624-3020)에 

전화해서 앞으로의 선택지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 시간 중에는 OSU 피해자지원팀(OSU 

Victim Advocates; 405-564-2129)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c. 샤워나, 목욕, 질 세척,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거나 없애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거나, 껌을 

씹거나, 약을 먹거나, 사건 현장을 정리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은 범죄 기소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기소하고 싶지 않더라도, 증거를 없애 버리면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을 

때 가능한 선택지를 없애 버리게 됩니다. 수집된 증거는 캠퍼스 내 조사 절차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d. 스틸워터 병원(Stillwater Medical Center) 응급실로 가서 신체적 부상이 생겼는지 검진을 받으세요. 

응급실에서는 성병과 감염에 대한 처치를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Sexual Assault Nurse Exam; SANE)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검진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성병 검사나 성병에 대한 처치를 받고 싶을 경우, 무료로 페인 카운티 보건소 (Payne 

Country Health Department)를 이용하거나, 저렴하게 학교 클리닉 (University Health Services), 또는 

Stillwater Life Service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 스틸워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는 별도의 검진 구역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간호사 검진(SANE),성범죄 대응지원팀 (Sexual Assault Response Advocate; SARA),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부상을 처치하고 성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검진을 시행할 것입니다. 간호사 검진은 사건 발생 120 시간(5 일) 내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f. 피해자의 동의 하에, 검진 중에 성범죄 대응지원팀(SARA)이 함께 동행하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법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것인지 신고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로 선택할 경우, 피해자는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증거 수집과 진술만 하면 됩니다. 

대응지원팀이 성범죄에 대응하는 흔한 방법들과 추후 필요할 의료 지원 등의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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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원 

 

성폭력은 감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큰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과 

친구에게서 받는 지원 외에도 여러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여러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치에 따라 각자는 서로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전문 상담사들과 피해자지원팀들은 피해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학교 직원들도 많으며,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도록 

권장됩니다. 학교는 피해자 개인들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OSU 피해자지원팀 -비공개 서비스 

OSU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가에게 유용한 캠퍼스 내/외의 정보를 비공개로 제공합니다. 

http://1is2many.okstate.edu/advocate 

405-564-2129 (월-금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405-624-3020 (운영시간 외) 

 

상담지원-비공개 서비스 

심리 서비스 센터 

118 North Murray Hall, 405-744-5975 

http://psychology.okstate.edu/psychology-services  

 

 

의료지원-비공개 서비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외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상처와 성병 감염을 의료적으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University Health Services 

1202 West Farm Road 

405-744-7665 

https://uhs.okstate.edu 

 

Payne County Health Department 

1321 West Seventh Avenue 

www.ok.gov/health/County_Health_Departments/ 

Payne_County_Health_Department 

  

OSU 상담센터 

320 Student Union, 405-744-5472 

전문 상담사와 24 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첫 다섯번의 상담 세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http://ucs.okstate.edu 

희망의 날개 

3800 North Washington Street 

405-372-9922, 24 시간 핫라인: 405-624-3020 

https://wingsofhopeok.com 

 

Stillwater Medical Center 

1323 West Sixth Avenue 

405-372-1480 

www.stillwater-medical.org  

 

Stillwater Life Services (off-campus) 

1509 West Eighth Avenue 

405-624-3332 

www.stillwaterlife.org  

http://1is2many.okstate.edu/advocate
http://psychology.okstate.edu/psychology-services
https://uhs.okstate.edu/
http://www.ok.gov/health/County_Health_Departments/%20Payne_County_Health_Department
http://www.ok.gov/health/County_Health_Departments/%20Payne_County_Health_Department
http://ucs.okstate.edu/
https://wingsofhopeok.com/
http://www.stillwater-medical.org/
http://www.stillwaterli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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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사건이 기소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지원 방법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a. 신고 절차 지원: 가해자에 대한 기소 절차에 있어 적절한 법적 기관과 학생처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b. 비접촉 명령: 비접촉 명령은 기소자와 피고 간에, 서로의 의사소통을 금지하거나 서로를 대신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 긴급보호 명령: 희망의 날개 시설에의 긴급보호명령 접수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 명령은 법원에서 

내려지며 기소자와 피고 간의 연락을 금지시킵니다. 

d. 안전 지원: 현재 진행중인 안전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통수단 또는 경호 

지원도 포함됩니다. 

e. 주거 지원: 기숙사에 사는 경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f. 학습 지원: 학업에 대한 지원과 수업 스케줄 조절을 지원합니다. 

g. 근무시간 변경: 학교 안에서 일하는 경우,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h. 기타 지원: 상담 및 병원에의 연결 등 성폭력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을 합리적으로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성폭력 사건에 연관되었을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의 OSU 이메일로 가능한 지원 

방법과 신고 옵션, 기타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사건의 장소와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OSU 경찰에게 범죄 또는 수상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Rave Guardian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비응급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은 

iOS 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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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얼마나 심각한지에 상관없이 신고되는 것이 좋습니다. OSU 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알콜이나 약물 사용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그 때문에 신고가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규칙(Good Samaritan policy)을 따르므로, 심각한 사건에 연관된 학생의 

경범죄는 용서됩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익명성 유지 신고와 일반 신고 옵션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위치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법에 따라, 전문 상담사와 피해자지원팀 소속의 

개인들은 피해자의 익명성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교직원들은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학교의 Title IX 담당자(성희롱 또는 성 관련 사건 담당자)또는 Title IX 부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는 피해자 개인들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학교의 여러 교직원들은 피해자의 익명성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권한을 가집니다. 

• 일부 교직원은 완벽에 가까운 비밀 유지를 요구받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밀 

의사소통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 다른 일부의 교직원은 익명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보통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 없이 보고하게 됩니다. 

• 어떤 교직원들은 Title IX 담당자 또는 부담당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의 

모든 디테일을 보고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 옵션 

  익명 신고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성폭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사건을 

공유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개인정보 비공개 서비스는 학교에서의 사건 대응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상담사와 전문 상담사의 지도하에 있는 상담사는 정신건강 카운셀링을 

제공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Title IX 담당자와 부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Clery 법(교내 성범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의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 상담센터, 심리서비스 센터, 상담심리 클리닉 등의 상담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OSU 피해자지원팀 (OSU Victim Advocates) 

  OSU 피해자지원팀은 개인정보 비공개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교내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지원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지원팀은 Title IX 담당자 또는 

부담당자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lery 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팀은 OSU 경찰에게 개인정보 없이 사건 자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학교 의료시설 

  교내 의료시설 또한 비공개 서비스입니다. 교내 의료인들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Title IX 담당자 

또는 부담당자에게 사건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Clery 법에 따라 OSU 경찰에게 

개인정보 없이 사건정보를 보고합니다. 

  

 위에 제시된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주법에 따라 일부 사건들은 반드시 

유관기관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필수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케이스들은 미성년자, 본인 또한 타인에 

대한 즉각적 위험 등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범죄 사건이고 증인 소환이 있었을 경우 증언 또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일반 신고 

 The Board of Regents for Oklahoma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s 와 Clery 법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경우 모든 교직원(상담전문가, 의료인, 피해자지원팀 제외)이 학교 경찰과 피해자지원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동의 없이 경찰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신고될 때, 사건유형, 날짜, 시간, 사건장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제한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함으로써 학교는 

성범죄의 패턴을 추적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특정된 용의자가 캠퍼스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파악되면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 

일시적 경고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고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 없이 발령됩니다. 

 

 성폭력이 책임 직원 또는 캠퍼스 보안직원(CSA; Campus Security Authority)에게 신고되면 해당 사건은 

학교의 Title IX 담당자 또는 부담당자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보안직원 (CSA): Clery 법에 의해, 학교 내 일부 직원들은 캠퍼스 보안직원으로 정해집니다. 

이들은 Clery 법을 통해 정해지고 학교의 연간 안전보고서에 의해 활동이 정해집니다. 이들은 통계적 

목적으로 모든 성범죄를 학교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직원: 학생과 다른 교직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교직원으로, 각 학과와 사무실의 책임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 운동선수 코치들과 그 직원들을 모두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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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A 직원 또는 책임 직원은 Title IX 담당자 혹은 부담당자에게 피해자가 신고한 성폭력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는 관련자 이름, 날짜, 시간, 자세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최대한 이 내용은 학교의 사건대응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CSA 직원 

또는 책임 직원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법적 기관에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CSA 직원이나 책임 직원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기 전에, 담당 직원은 자신의 보고 의무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익명성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담당 직원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말할 때 피해자는 학교에서 도움받을 방법과 신고할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대응 요청 

 학생처에서 성폭력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피해자의 학교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 피해자에게서 아무 응답이 없거나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학생처에서는 용의자 

• 학교에서 취한 연락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아무 응답이 없거나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학생처는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또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학교 커뮤니티에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킬 것인지를 숙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피해자의 익명 유지 요청을 수락한다면, 피해자는 이로 인해 학교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드문 경우이지만, 학교에서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의 무대응 요청을 수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용의자가 추가적 성범죄 또는 아래와 같은 기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a. 같은 용의자에게서 여러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b. 용의자가 이전 학교에서 범죄 이력이 있거나 구속된 이력이 있을 경우 

c. 용의자가 피해자 또는 타인에 대한 추가 성범죄 또는 기타 범죄를 예고한 경우 

d. 성범죄가 여러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2. 성범죄에 흉기 및 무기가 사용된 경우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4. 피고가 학교 교직원이거나 학교의 공식 학생활동(스포츠, 관현악단, ROTC 등) 관계자일 경우 

5. 사건 현장 증거가 학교에 있을 경우 (보안카메라, 관련인물, 직접증거 등) 

6. 피해자 조사보고서에서 현장에서의 혹은 집단에 의한 범죄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약물 또는 

술의 불법 오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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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정황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학교는 사건 조사를 주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생 징계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정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학교는 

피해자의 무대응 요청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학교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학교는 피해자의 웰빙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며 피해자를 보복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학교는 조사나 징계 절차에 피해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학교에서는 모든 성범죄와 기타 모든 범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건이 경찰에 

신고됨으로써 피해자 기소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정보와 증거를 모으게 됩니다. 수집된 사건 정보와 

증거는 범죄 기소, 학생 징계, 민사소송 등 나중에 고려 가능한 옵션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캠퍼스 내 사건 

OSU 경찰 

104 USDA 건물 

405-744-6523 
http://police.okstate.edu 
 

만약 사건이 캠퍼스나 스틸워터 외에서 일어났다면, 관할권을 가진 해당 지역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학생처(Student Support & Conduct)에 신고하기 

누구라도 성폭력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학생처 또는 Title IX 담당자(Title IX Coordinator)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보고(report)하는 것과 성폭력 사건을 신고(file a complaint)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학교에 보고하면 학교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 징계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게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보다 개인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건에 

대해 고충 처리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OSU 학생처 

328 Student Union 

405-744-5470 

Http://ssc.okstate.edu 

Student.support@okstate.edu 

 

 

 

캠퍼스 외 사건 

스틸워터 경찰 

723 South Lewis St 

405-372-4171 

http://stillwaterpolicedept.org  

Title IX 담당자 

408 Whitehurst Hall 

405-744-9154 

http://eeo.okstate.edu 

eeo@okstate.edu   

http://police.okstate.edu/
http://ssc.okstate.edu/
mailto:Student.support@okstate.edu
http://stillwaterpolicedept.org/
http://eeo.okstate.edu/
mailto:eeo@okstate.edu


16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피해자 권리장전 (Victim Bill of Rights) 

a. 생존자는 캠퍼스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할 때 자신들의 옵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b.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는 제 3 자와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c.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는 징계 절차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d. 생존자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e. 생존자는 학습 및 주거 환경 변경에 대한 옵션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캠퍼스 안 

혹 밖에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범죄, 스토킹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신고할 경우, 학교에서는 

그들의 권리와 선택 가능한 옵션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규정 

두 가지 학교 규정은 학생들과 연관된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임시 Title IX – 성범죄에 대한 규정 (Interim Title IX – Sexual Misconduct Policy): 

https://hr.okstate.edu/site-files/equal-opportunity/interim-sexual-harassment-policy.pdf  

• 학생행동지침 (Student Code of Conduct): https://ssc.okstate.edu/student-conduct/code-of-

conduct.html  

  

https://hr.okstate.edu/site-files/equal-opportunity/interim-sexual-harassment-policy.pdf
https://ssc.okstate.edu/student-conduct/code-of-conduct.html
https://ssc.okstate.edu/student-conduct/code-of-condu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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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절차 (Student Conduct Process) 

 

모든 학생 징계 절차는 사법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법기관에서 특정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학교는 학생 징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사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Student Support & Conduct)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사 절차, 심리, 그리고 심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생처 

직원에게 요청하면 이 절차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 절차는 즉각적이고 타당하며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절차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끝날 것이며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학교 규정에 따라 구성될 것이며 모두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학생은 

신고자라고 통칭되며 용의자는 피고라고 통칭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징계 절차는 신고자와 피고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선입견이 없는 학교 관계자에 의해 조직됩니다. 

 

신고 (Filing a Formal Complaint) 

공식 신고서는 온라인, 우편, 이메일, 혹은 직접 제출될 수 있으며, 328 Student Union, 

https://ssc.okstate.edu/report 또는 student.support@okstate.edu 로 신고하면 됩니다. 피고에게 징계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서명이 된 공식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조사와 심리 절차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조사 (Investigation) 

a. 신고자와 피고 모두에게 신고서의 접수를 알립니다. 

b. 학교 관계자가 신고자와 피고를 개별적으로 만나 접수된 신고 내용을 상의하고, 조사와 심리 절차를 

검토합니다. 

c. 중립적인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구성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에는 신고자와 피고, 증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포함되며, 서류상의 정보를 검토하게 됩니다. 

d. 조사는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보고서에는 신고자와 피고에게서 확인한 사실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e. 학교 관계자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심리 절차가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신고자와 피고에게 심리 날짜를 알릴 것입니다. 

f.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 한 명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심리 (Hearing) 

a. 최소 심리일 15 일 전에 심리일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알림이 보내질 것입니다. 심리 일정은 학기 

중에 계획됩니다. 

https://ssc.okstate.edu/report
mailto:student.support@okstat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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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생처 심리위원회에서 신고자와 피고의 혐의를 심리할 것입니다. 심리위원회는 한 명의 교원, 한 

명의 직원, 그리고 한 명의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c. 심리는 시작 발언, 조사 보고서 발표, 신고자와 피고의 정보 발표, 서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d. 신고자와 피고는 심리 절차 동안 동행할 어드바이저를 한 명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진술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케이스가 Title 

IX 규정에 해당된다면, 어드바이저가 심리 절차에 반드시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동행할 

어드바이저가 없다면 학교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e. 신고자와 피고는 심리 절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 제외). 각자는 사전에 조정된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함께 참석하거나, 별도의 방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f. 학교 심리 절차에서 사용되는 표준 증거는 흔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확률이 아니었을 확률보다 높은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범죄 기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릅니다. 

 

결과 

a. 학생행동지침(Student Code of Conduct)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제재가 모두 가능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확률이 아니었을 확률보다 높다고 결정되면, 학교로부터의 퇴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b. 피고와 신고자는 심리일로부터 2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적힌 결과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c. 피고와 신고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영업일 안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항소가 들어왔을 경우 답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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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방안 

 

학교에서는 학교 커뮤니티 전체가 유해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데 협력하기를 권고합니다.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지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관자가 있다면 개입하고, 스스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에 참여하여 배움으로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폭력도 너무 많다고 여기는 (1 is 2 Many) OSU 의 입장에 함께해 주시고, 학교 커뮤니티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고, 배우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SU 는 계몽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한 대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신입생에게 온라인 1is2Many 교육과 온라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교육 자료들은 동의, 방관자 개입, 성범죄, 데이트/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트레이닝은 https://1is2many.okstate.edu/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 혼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을 포함한 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캠퍼스내 안전 정보를 Rave Guardian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확인하고 https://safety.okstate.edu/ 에서 연간 안전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로서, 차별금지에 관련된 모든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합니다.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는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며,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국, 결혼여부,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장애여부, 군복무여부 등에 기반하여 고용, 교육, 활동, 입학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eeo.okstate.edu/ 에서 확인하세요.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Grant No. 2019-WA-AX-0027 awarded by th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opinions, finding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program/exhibitio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s://1is2many.okstate.edu/
https://safety.okstate.edu/
https://eeo.okstate.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