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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관:
SUCCESS
뱅쿠버 복합문화 가족 지원서비스 협회
여성폭력을 반대하는 여성
AIDS 중재를 위한 아시안 협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인 지역공동체 자원봉사자 협회
뱅쿠버 시 사회계획부
노스 쇼어 복합문화 협회
안전수칙의 참고정보를 제공해주신 뱅쿠버 경찰서의
짐 페터노드 경관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재정지원:
공공안전부, 법무장관 정책과 지역공동체 안전분과

[Korean]

몬-짱은 가방에 안전키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전
안

칙
수

1. 행선지를 알아두십시오 - 버스/스카이트레인 시간표와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행선지의 방면과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6. 버스, 공원벤치, 커피샵, 도서관, 버스정류장이나 공항
과 같은 곳에 여러분의 개인 소지물을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수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ATM 인터렉 은행카드를
사용하시고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말해주거나 보여주
지 마십시오.

7. 섹스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한 섹스에 대하여 알
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알고 계십니까?

3. 지름길이나 어두운 길 또는 통로로 다니지 마십시오.
밝고 사람들이 많은 큰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8. 파티나 나이트 클럽에는 친구와 동행하고, 음료수를 놔두고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 약을 탄 음료수
를 마시게 되면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서비스센터에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으십시
오. 그러면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은행의 임대보관함
같이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마약, 알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9. 스피드 다이얼로 쉽게 "911"로 전화를 걸 수 있는 핸드폰, 개인 알람, 펜라이트나 호루라
기를 휴대하십시오.

5.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학교 시간표, 근무시간과 같은 사회활
동의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
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 밖에 나가면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걷는 동안, 주위의 사람들, 공중전화 박스,
공공건물, 커피샵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십시오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 긴장감이 들거나 무섭다는 느낌을 받으면, "직감"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유를 대고 물러서서,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라
고 말한 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십시오
사람을 사회적 지위나 나이만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 여러분의 학교 교사, 학교 상담인, 가정교사, 직원, 홈스테이나 호
스트 부모). 시간을 두고 신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
분보다 지위, 권위, 권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는 점이 곧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