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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안전한 삶모두 함께 안전한 삶
시니어 증오범죄 관련 안전수칙: 상황에 대한 인식 시니어 증오범죄 관련 안전수칙: 상황에 대한 인식 

안전수칙 관련 혹은 정보에 관하여 주변 친구분들이나 주민 분들과 함께 공유 
하시길 권장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경계 하고 조심해야될 시기입니다.

이 안전수칙 정보는 케이로와 리틀 도쿄 서비스 센터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안전수칙 정보는 케이로와 리틀 도쿄 서비스 센터가 함께 제공합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911에 연락해달라고 하세요. 

만약 아시안 혐오 범죄를 당하셨거나 목격 (범죄가 아니었더라도) 하셨다면 stopaapihate.org통하여 보고 하실수 
있습니다. Stop AAPI Hate은 아시안 혐오범죄에 관련하여 전국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커뮤니티 기관입니다. 

주변환경을 주의하고 집중하세요. 주변환경을 주의하고 집중하세요. 1
•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용해서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하세요. 뒤도 
   조심하세요. 

• 이동 중 핸드폰 사용이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집중에 방해되는 것을 삼가해주세요. 

볼일이나 밖에 이동시 일행과의 동행을 권장합니다. 볼일이나 밖에 이동시 일행과의 동행을 권장합니다. 2
• 빠른길이나 편한 길보다는 가장 안전한 길을 이용하세요. 

• 어두울 때는 외출을 피하세요. 

• 혼자 나가야한다면, 가족, 친구, 또는 이웃에게 언제 어디에 나가는지를 알려주세요. 

3 경계하시고 잘 살펴보세요. 경계하시고 잘 살펴보세요. 

• 주변환경에 주의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예측하고 피하게 도와줍니다. 

•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 전화나 무엇을 봐야한다면, 측면으로 이동해서 벽쪽에 등을 대고 체크하세요. 

4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소음을 내는 도구나 알람을 고려해보세요. 

• 귀중품을 가지고 있다면, 가방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안 보이도록 하세요.

• 위협으로부터 피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피할 길을 마련해두세요. 

5 가족과 친구들에게 요령을 공유하고 상황에 대해 의논하세요.가족과 친구들에게 요령을 공유하고 상황에 대해 의논하세요.  
• 어떤 요령은 상식처럼 보일 지 몰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제안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http://stopaapihat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