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dion .............................................................................................. 

KOREAN 

부적절한 접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 , 

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 우리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이는 꼭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childsexualabuse/fastfact.html) 에 따르면 , 
여아 4명중 1명 그리고 남아 13명중 1명은 성적 학대의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대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동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 학대자는 친척 , 친구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할 때 또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접근을 느낀다면 아동은 
‘안 돼요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 우리는 아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안 돼요 (no)’ 라고 말하고 , 가능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 만약 아동이 여러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학대를 보고하였다면 , 
여러분은 아동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너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말하는것이얼마나 힘든것인지나는잘안단다 . 나는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해 . 다시는 그 사람이너를해칠 수없도록 나는 너를보호하고 도와줄거야 .”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아동을 안심시키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 

학대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아동을 알고 계신다면 , Fairfax 카운티의 아동 보호 서비스 
상담 전화선 , 703-324-740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에는 학대받은 아동을 돕기 위해 훈련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 

우리는 아동이 좋은 의도의 신체 접촉 , 나쁜 의도의 신체 접촉 , 혼란스러운 신체 접촉 또는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접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신호등의 예를 사용하였습니다 : 
• 초록색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안아주는 것과 같은 좋은 의도의 신체 접촉임 . 
• 빨간색은 나쁜 의도의 신체 접촉이며 중단되어야 함을 의미함 . 
• 노란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혼란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접근 , 옳지 않다고 느끼는 그리고 아동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신체접촉이나접근임 .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자녀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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