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플랫폼 수업 시 수강생 유의사항 안내>

(1)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합니다.
Ÿ 플랫폼 내 채팅창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모욕감이 유발될 수 있는 성희롱 발언, 음란물 공

유 및 유포, 성적함의가 담긴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소음(예, 신음소리 
등)을 내는 것은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강의 중인 교수자 또는 참여하는 수강생의 얼굴을 촬영·캡처·합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
니다.

Ÿ 교수자나 수강생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캡쳐하여 외모 
품평과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해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Ÿ 원격수업 중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동의 없이 촬영·캡처하여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
단으로 배포, 전송 및 공유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Ÿ 위와 같은 행위는 학칙과 현행법에 위배되며 행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수업용 단체 채팅방, 토론방, 플랫폼 내 채팅창 등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혐오발언 등 인
권침해에 해당하는 언행을 금지합니다.

Ÿ 온라인 강의실 안팎에서 교수자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등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4)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제3자에게 전송, 배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합니다.

Ÿ 학습을 목적으로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학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복
제하거나 동일한 수업을 듣는 수강생 외 외부인에게 배포·전송하는 행위와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녹화, 녹음하고, 외부인에게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Ÿ 학생 본인의 플랫폼 정보 등을 공유해 외부인이 교내강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이며, 수업 관련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Ÿ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부착

된 복제방지장치(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삭제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저작권법 침해 
행위입니다. 

(6) 교수자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