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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정에서 혼자 있는 어린이가 늘어나면서 학교 운동장, 학원, 가정, 놀이터 등 외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
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반복 교육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자녀들에게 성폭력 예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반복 지도하시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자녀 성교육 7계명
① 일상생활에서 가르치자(※뒷장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택배로 초인종을 누르면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라는 등 일상의 위험요소를 미리 교육한다.
②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어른이 되어 아기를 낳을 소중한 곳으로 내 몸도, 친구들 몸도 함부로 하지 않기”교육한다.
③ ‘NO(싫어요!)’라고 말하는 법을 알려준다.
‣ 칭찬 등을 핑계로 몸을 만지려는 어른이 있으면“만지는 것은 싫어요.”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도록
교육한다.
④ 집 앞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 대부분 피해는 집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등하교길, 놀이터 등에서 혼자 놀지 않는다.
⑤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무서워 말을 안 할 수 있으니 평소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⑥ 대부분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가르칠 때는 아는 사람으로
한다. (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조심)
⑦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성폭력 피해 시 어른의 올바른 대처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신뢰감을 주고 자녀가 잘못한 것처럼 다그치지 않습니다.
♥ 전문기관에 바로 신고합니다.(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 어른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녀를 안심시켜 줍니다.
♥ 아동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 아동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임을 알려준다.
♥ 증거물을 씻거나 없애지 않고 잘 보존하도록 합니다. 샤워나 목욕을 하지 말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담습니다.)
♥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상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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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 >

아는 사람이라도 이성과 집에서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처
럼 여겨지면 타지 않는다.

외지거나 인적이 드문 곳, 어두운 골목길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다니지 않는다.
호루라기를 분다. (호신용품 준비)

친척이나 절친한 사람이라도 몸을 만지면 지하철, 버스에서 누군가 접촉을 하면 자리를 속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신속히 도망친다.
히 피한다.

차에 함부로 타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 발생

성폭력을 당한 경우 숨기지 말고 부모, 교사, 경
찰서 등에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시 이용 할 수 있는 기관과 전화번호>

※ 여성 긴급전화 - ☎ 국번없이 112, 1366
※ 한국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rape119.or.kr
☎ (02) 883-9284
※ 해바라기 아동센터 - http://www.child1375.or.kr
☎ (02) 3274-1375
※ 내일 여성 센터 - http://www.tacteen.net
(자료출처: 참보건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