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저학년을 위한 성폭력 예방 가이드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해요!
항상 부모님(보호자)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다녀요.
● 무슨 일이 있으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

우리 몸은 소중해요!
친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하면 안 돼요.
●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 동생일수록 잘 보살펴 주세요.
●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 모두 소중해요.
●

어른에게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누군가 도와달라거나, 놀러가자고 하거나, 먹을 것이나 선물을 줄 때는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한다.”고 꼭 말해요.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 만약 집에 부모님이나 어른이 없다면 부모님(보호자)께 전화해서 반드시 허락받고 문을 열어줘야 해요.
●

매일 부모님(보호자)과 이야기해요!
오늘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부모님(보호자)과 항상 이야기 하세요.
●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은 꼭 부모님(보호자)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세요.
기분이 안 좋은 일 일수록 꼭 이야기해야 해요.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님(보호자)께 말하기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해요.
● 상담기관 : 학교 보건실, 상담실
● 상담·신고기관 :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117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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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항상 생각해 !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꼭 알아 두어요.
● 항상 부모님(보호자)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다녀요.
● 만약 집에 부모님이나 어른이 없다면 부모님(보호자)께 전화해서 반드시 허락받고 문을 열어줘야 해요.
●

거절해도 괜찮아~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이나 선물을 준다고 할 때도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해요.
● 어른들의 요구를 거절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 누군가 싫은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해요. (“싫어요”, “부모님께 말할 거예요”)
●

착한 수다쟁이가 되어 볼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항상 부모님(보호자)과 이야기해요. 좋았던 것은 물론이고
불편하고 나쁜 감정도 꼭 말해요. 인터넷에서 본 것도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아요.
● 친구들과 놀러갈 때 항상 부모님(보호자)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요.
●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배웠다면 부모님(보호자)과 꼭 이야기해요.
●

친구야~ 에티켓이 필요해 !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요.
● 가까운 친구라도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허락없이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 부모님(보호자)과 같이 인터넷 사용 수칙을 만들고 나쁜 정보는 차단이 되게 해요.
●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해요.
● 상담기관 : 학교 보건실, 상담실, 청소년전화 1388 ● 상담·신고기관 :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117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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