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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및� 분석
� � � � � � � -2013년� 1월~12월�상담통계를�중심으로-�

1.� 1292건의� 성폭력�사건에�대해� 4206회의�상담을�통해� 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 활발히�진행.

:� 2013년� 1월~12월� 한� 해� 동안�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1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5332회의� 상

담�진행� 됨.� 상담방법은�전화� 58%,� 면접� 35%(가해자교육�포함),� 방문/동행� 5%,� 온라인� 2%로�대부분

의� 상담이� 전화와� 면접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1948건의� 66%인� 1292건이� 성폭력� 사건이었고� 4206회

의�상담을�통해�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 활동을�적극적으로�진행하기�위해�노력한�한해였음.

2.� 성폭력피해의� 74.6%가�아는�관계인�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관계에서�발생.

:� 성폭력� 피해자-가해자�관계는� 아는� 사람이� 74.6%로� 그중� 직장관계자가� 17%,� 가족관계가� 12%로� 나

타남.� 이는�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5년(2006년~2010년)� 상담분석결과에서� 아는� 관계에

서� 발생한� 성폭력이� 77.9%였고� 아는� 관계� 중에서� 직장� 관계자(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것

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임.�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이� 여전히�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은�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이슈화된� 르노삼성� 성폭력사건도� 상사

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 의한� 가해사건으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한� 전형적인�

사례임.� �

3.�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의� 구도에� 대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정부는� 법적� 처벌� 강화에� 맞춰진� 성폭력예방� 정책에� 대

한�평가를�통해�시선변화가�필요함.�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7%,� 남성은� 2%이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6%,� 여성은� 0.6%로� 피해

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의�구도에�대

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성폭

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법적�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등� 사회문제에�대한�구조적인�문제를�다루는데�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성폭력예방으로�이어지기�

어려움.� 정부의� 4대악� 정책이� 법적�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평가와� 시선� 변화가� 요구

됨.

4.� 스마트폰�이용이�높아짐에�따라�카카오톡과�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악용한�영상� 등�유포협박�피

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

이�필수적임.

:�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성추행이� 745건(53%),� 강간� 525건(38%),� 스토킹� 65건(5%),� 통신/사이

버� 61건(4%)으로� 나타남.� 강간은� 일반강간(73%),� 성희롱/성추행은� 신체적� 접촉� (78%),� 스토킹은� 일

반스토킹(68%),� 통신매체/사이버는� 영상� 등� 유포� 및� 협박(67%)피해가� 높은� 비중� 차지.� 특히� 영상� 등�

유포� 협박� 피해는�스마트폰�이용이�높아짐에�따라�카카오톡과�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악용해�발생하

는�경우가�많았음.�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등� 온라인에�공개된�신상정보나�사진�등을�협박에�이용

하는�경우�공개된�정보라는�이유로�유포� 행위를�범죄행위로�인지하지�않고�대수롭지�않게�여기는�경향도�

있음.�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의� 가해행

위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 성폭력

예방에�필수적임을�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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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 동안� 민우회에� 접수된� 전체� 상담(가정폭력,� 가족상담,� 성폭력,� 기타상담� 포함)은� 1948건,�

5332회였고� 그중� 성폭력� 상담은� 1292건,� 4206회가� 진행되었다.� 전체� 상담� 대비�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66%로�나타났다.

표1.� 상담� 건수� 및� 횟수

_� 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 건수/횟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상담

건수

전체 164 129 157 185 201 185 160 180 131 132 190 134 1948

성폭력 122 87 111 114 136 132 103 110 90 92 122 73 1292

상담

횟수

전체 399 290 447 459 529 495 508 504 374 401 498 428 5332

성폭력 329 231 378 365 429 410 413 389 278 304 364 316 4206

민우회는� 전국� 6개의� 성폭력상담소1)와� 2개의� 성폭력피해자� 쉼터2)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12월�

까지�전국� 민우회로�접수된�상담� 현황은�아래와�같다.

�

*� 건수:� 상담소에�의뢰된�성폭력�사건(내담자)의�수(명)

*� 횟수:� 한� 사건(내담자)에� 대해� 연속�상담� 진행� 횟수가�포함된�수

1)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 쉼터 하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 쉼터 다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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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방법�

2013년� 민우회에서� 진행된� 5332회의� 상담� 방법을� 살펴보면,� 전화58%,� 면접(방문/동행,� 가해자교육� 포

함)40%,� 온라인� 2%로� 주로� 전화와� 면접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다.� 가해자교육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학

교,� 직장,� 조직� 등)에서� 가해� 재발을� 위해� 섹슈얼리티�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의뢰한� 경우에� 대면교육으로�

285회� 진행되었다.� 본부3)(서울� 지역)와� 지부4)(서울� 외� 지역)의� 상담방법을� 비교해보면� 본부는� 전화상담�

80%,� 면접(방문/동행,� 가해교육� 포함)� 15%인데� 비해� 지부는� 전화� 50%,� 면접(방문/동행,� 가해교육� 포함)�

49%로� 나타났다.� 지부의� 면접� 비중이� 높은� 것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소에� 대한� 거리� 접근성이�

높아� 전화상담� 이후에� 면접상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 및� 재판� 동행� 등의� 방

문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본부의� 경우� 전국에서�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지부나� 지역

상담소로� 연계하거나,� 서울� 지역� 내에서도� 피해자가� 거주지역에서� 상담� 및� 사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는�사례가�많아� 지방과�비교하면�전화상담�비중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고�볼� 수� 있다.�

표2.� 상담방법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횟수)

전화 면접 가해자교육 방문/동행 온라인 합계

3104� (58%) 1621� (30%) � 285� (5%) 220� (5%) 102� (2%)� 5332� (100%)

3)�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4)�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 쉼터� 하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 쉼터� 다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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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피해자-가해자�관계�

2013년� 민우회에� 의뢰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1292건� 중�

964건(74.6%)이� 아는� 관계였다.� 아는� 관계� 중에서도� 직장� 관계자가� 217건(17%),� 가족(친/의부,� 형제/

자매,� 4촌� 이내� 혈족/인척,� 그� 외� 친/인척)� 164건(12%),� 선후배� 114건(9%),� 지인� 112건(9%),� (전)데

이트관계� 88건(7%)� 순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전체� 상담의� 13%였고,� 상담� 중� 관

계가� 파악되지� 않은� 미파악은� 12%였다.� 2011년에� 진행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5년(2006

년~2010년)�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77.9%였고� 아는� 관계� 중� 직장� 관계자

(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은�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

음을�의미한다.�

  

표3.� 본부/지부� 상담방법�비교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횟수)

본부 지부

전화 1074(80%) 2030(50%)

면접 79(6%) 1542(39%)

방문/동행 10(1%) 210(5%)

가해자교육 100(8%) 185(5%)

온라인 68(5%) 34(1%)

합계 1331(100%) 4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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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성폭력�피해자-가해자�관계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아는�사람 964(74.6%)

모르는�사람 168(13%)

미파악 157(12%)

불명 3(0.4%)

합계 1292(100%)

표4-1.� 성폭력�피해자-가해자�관계

� � � � � � � 중� 아는�사람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명))

아

는�

사

람

직장�상사,� 동료,� 거래처 217(17%)

964�

(74.6%)

친/의부 68(5%)

형제/자매 17(1%)

4촌� 이내�혈족/인척 53(4%)

그�외�친/인척 26(2%)

선/후배 114(9%)

지인 112(9%)

(전)데이트관계 88(7%)

이웃 65(5%)

교/강사 40(3%)

채팅상대자 25(2%)

채종교윤 23(2%)

서비스제공자 6(0.3%)

(전)배우자 5(0.2%)

복지시설근무자 1(0.1%)

기타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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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상담�내담자�정보�

성폭력� 상담� 내담자를� 살펴보면� 전체� 1292명�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56%,� 가족/지인/동료/

친구� 등� 제3자가� 상담하는� 경우는� 37%였다.� 내담자� 중� 가해자는� 7%이며,� 대부분� 재범방지를� 위한� 교

육을�받기위해�내담한�경우이다.

표5.� 성폭력�상담� 내담자�정보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명))

피해자 718(56%)

가해자 85(7%)

제3자 489(37%)

합계 12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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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피해자-가해자�성별

�

1292건의�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7%,� 남성은� 2%였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6%,� 여성은� 0.6%로�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는� 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0.6%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가해자는� 남성인� 사례가� 많았다.� 성폭

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의� 구도에� 대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법적�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예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4대악�

정책이�법적�처벌� 강화에만�초점이�맞춰지는�것에�대한� 평가와�시선� 변화가�필요함을�시사한다.

표6.� 성폭력�피해자-가해자�성별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남 여 여/남5) 미파악
피해자 26 (2%) 1250 (97%) 0 (0%) 16 (1%)

가해자 1238 (96%) 9 (0.6%) 6 (0.4%) 39(3%)

5) 피해자나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서 성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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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피해자-가해자�연령

민우회� 상담소에� 내담한�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1%가� 20세� 이상의� 성인이었고,� 청소년� 17%,� 아동�

10%,� 7세� 미만� 2%,� 60세� 이상� 1%였다.� 가해자� 연령은� 20세� 이상� 성인이� 61%.� 미파악� 24%,� 청소년�

10%,� 아동� 3%,� 60세� 이상� 2%로�나타났다.� 단회� 전화� 상담인� 경우� 가해자의�나이를� 파악하지�못해� � 미

파악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소에� 내담한� 피해자� 중� 20세� 이상의� 성인이� 61%로� 높았고,� 쉼터� 2개소의� 입

소자는�청소년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6)�

� � �

표7.� 성폭력�피해자-가해자�연령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아동

(0세~13세�미만)

청소년

(13~19세)

성인

(20세� 이상~� )

60세� 이상 미파악 합계

피해자 150

(12%)

224

(17%)

796

(61%)

8

(1%)

114

(9%)

1292

(100%)

가해자 38

(3%)

132

(10%)

783

(61%)

26

(2%)

313

(24%)

1292

(100%)

*건수:� 상담소에�의뢰된�성폭력�사건(내담자)의�수(명)

6)� 쉼터� 2개소에� 입소한� 내담자� 24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청소년� 19명,� 20세� 이상� 성인� 5명이었음.� 친족성폭력피해로� 입소하는� 경우

가� 많으며,� 특히� 청소년� 피해자는� 사회적� 자원이나� 자립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입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쉼터의� 청소년� 비

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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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폭력�피해유형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성추행이� 745건(53%),� 강간� 525건(38%),� 스토킹� 65건(5%),� 통신/사이버� 61

건(4%)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의� 세부�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강간은� 일반강간� 381건(73%),� 성희롱/성추

행은� 신체적� 접촉� 570건(78%),� 스토킹은� 일반스토킹� 44건(68%),� 통신매체/사이버는� 영상� 등� 유포� 및� 협

박� 41건(67%)이� 높은� 비중을�차지했다.� 서울과� 지방의� 피해유형을� 비교해�보면� 서울은734건� 상담이�접수

되었고� 성희롱/성추행이� 434건(59%),� 강간� 190건(26%),� 스토킹� 58건(8%),� 통신/사이버� 52건(7%)으로�

성희롱/성추행이�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 662건이� 접수되었고� 강간� 335건(51%),� 성

희롱/성추행� 311건(47%),� 통신/사이버� 9건(1%),� 스토킹7건(1%)로� 강간피해와�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비

슷하게� 나타났고� 서울에� 비해� 통신/사이버,� 스토킹� 상담은� 적게�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지역

은� 강간사건의� 경우� 원스톱센터나� 경찰서� 성폭력전담반� 등으로� 바로� 사건�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

분산되는�효과가�있어서라고�추측해�볼�수�있다.�

영상� 등� 유포� 협박� 피해는� 스마트폰�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악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온라인에� 공개된�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협박에�

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유포�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의�

가해행위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 성

폭력예방에�있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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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성폭력�피해유형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중복체크)

성희롱/성추행 강간 스토킹 통신/사이버 합계

745

(53%)

525

(38%)

65

(5%)

61

(4%)

1396� � � (100%)

표8-1.� 본부/지부�피해� 유형� 비교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본부 지부

강간 190� (26%) 335� (51%)

성희롱/성추행 434� (59%) 311� (47%)

통신/사이버 52� (7%) 9� (1%)

스토킹 58� (8%) 7� (1%)

합계 734� (100%) 662� (100%)

*건수:� 상담소에�의뢰된�성폭력�사건(내담자)의�수(명)

*� 중복체크:� 한� 사람에게�여러�가지의�피해가�중복해서�발생하는�경우를�모두�포함하여�집계.� 성폭력�피해로�

상담한� 1292명의�내담자�중� 1238명은�피해유형이�파악되었으나� 54명은�구체적�피해�내용을�밝히지�않음.

구체적인�피해내용이�파악된� 1238명�중�중복피해를�집계한�결과� 피해유형은� 1396건임.� �

*건수:� 상담소에�의뢰된�성폭력�사건(내담자)의�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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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2.성폭력�피해유형-강간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일반강간 381(73%)

준강간 65(12%)

특수강간 29(6%)

강간미수 23(4%)

기타 27(5%)

합계 525(100%)

표8-3.성폭력�피해유형-성희롱/성추행�

� � � �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신체적�접촉 570(78%)

언어 90(12%)

카메라�등� 촬영 30(4%)

신체� 노출 12(1%)

성적서비스�요구 11(1%)

기타 32(4%)

합계 7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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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4.� 통신매체/사이버�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단위:건수)

영상�등� 유포/협박 41(67%)

전화 16(26%)

온라인 4(7%)

합계 61(100%)

표8-5.� 스토킹

_2013.1~12� 민우회�성폭력상담소

� (단위:건수)

일반�스토킹 44(68%)

사이버스토킹 19(29%)

기타 2(3%)

합계 6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