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안전 요령 (SAFETY TIPS FOR STUDENTS)
학교에 귀중품을 갖고 오지 마세요! 지갑에 현금은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갖고 오고,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를
학교에 갖고 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중품에 시선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셀폰에 최신 벨소리를 틀거나 아이폿으로 음악을 나누거나 또는 새
농구화를 얼마에 샀는지 얘기하는 것 등은 엿듣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원치 않는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귀중품을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아무데나 버려두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즉
학생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먹으려고 줄 서 있을 때 백팩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체육관 락커 옆에 신을
그냥 놓을 때 분실할 수 있는 흔한 예입니다. 물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주 분실됩니다. 만약 소지품을
몇 분 간 두어야 할 경우엔 그것들을 본인이 잘 살피든지 또는 친구나 어른에게 다시 올 때까지 좀 봐달라고
요청하세요.
항상 본인의 락커를 잠가두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채 두거나 또는 열 수 있도록
마지막 번호만 돌려 두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쇠 컴비네이션 번호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피하세요.
자동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을 보호하세요. 학생들은 비록 자동차를 잠가 둔다고 하더라도 귀중품을 보이기
쉽게 절대로 두고 내리지 마세요. 탈착식 페이스플레이트, CD 컬렉션, 기타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세요. 자전거도 또한 잠가두세요.
또 다른 예방책으로는 물품에 개인 인식정보를 표시해 두거나,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귀중품의 색깔, 제조사,
모델, 시리얼 번호 및 기타 파악할 수 있는 특징들을 포함하여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경찰이 도난물을 찾기
쉽고, 또한 바른 주인에게 돌려주기 쉽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마시고, 만약에 꼭 소지해야 할 경우엔 두 곳에 따로 나눠서 소지 하세요.
도난 신고는 즉시 하세요. 비록 학생이 귀중품을 부주의하게 두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학생의 물건을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도난신고를 즉시 하므로 학교 직원과 경찰은 도둑을 파악하고 도난 당한 물건을
찾기 더 쉽게 됩니다. 도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훔친 것으로 인한 엄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일생 동안의 습관이 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9-1-1 번으로 전화하여 소방서, 경찰, 또는 앰블런스에
연락하세요. 911 번으로 전화하면 디스패쳐라고 칭하는 응급 교환원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
줍니다. 만약 영어로 통화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면, “코리안(Korean)”이라고 학생의 모국어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응급 교환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통역인을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