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꿈을 디자인하는 체(體), 인(仁), 지(智) 금화교육
전 화 957-2063

여름방학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FAX 957-9985

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 사고예방은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
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물놀이 이전에 먼저 하여야 할 것들
☞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빛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씁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습니다.)
☺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
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ㆍ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ㆍ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
을 청합니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 어린이들을 위해
-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
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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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꿈을 디자인하는 체(體), 인(仁), 지(智) 금화교육
전 화 957-2063

여름방학 건강 및 안전한 생활 안내

FAX 957-9985

1. 교통 안전지도
♠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 도로 횡단의 기본 원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① 선다 (우선 멈춘다.)
② 본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핀다.)
③ 손을 든다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④ 차량 멈춤을 확인한다 (차가 완전히 멈추어 섰는지 다시 본다.)
⑤ 건넌다 (손을 들고 차를 보며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건넌다.)

♠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습관화
․ 자동차 내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머리나 손을 바깥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의 안전 및 예절지도
․ 오르내릴 때 차례를 지킵니다.
․ 서 있을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2. 식생활 안전지도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① 손 씻기 : 손을 비누칠하여 30초 이상 씻어요.
② 익혀먹기 :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어요.
③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셔요.
♠ 일반 위생 수칙
①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요.
② 깨끗한 물의 사용, 조리대 냉장고 내부를 청결히 해요.
③ 의심 식재료(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등) 사용을 금지해요.

3. 미디어 안전지도
♠ 바른 자세로 TV 시청 및 약속 정하기
ㆍ화면에서 적당한 거리에 앉아 시청하도록 합니다.
ㆍ텔레비젼이나 비디오를 볼 때는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ㆍTV는 일주일에 몇 번 시청할지 계획을 세우고 엄마(보호자)와 함께 봅니다.
ㆍ하루 총 시청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바른 인터넷 사용
ㆍ컴퓨터는 거실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배치합니다.
ㆍ아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컴퓨터를 끌 수 있도록 합니다.
ㆍ유해 정보 차단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www.greeninet.or.kr)
ㆍ아이들이 인터넷 이외의 다른 놀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아동 유괴 ․ 실종 및 성폭력 예방지도
♠ 유괴․ 실종예방지도
ㆍ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거나 몸의 보이지 않는 곳에
지니게 하여 실종에 대비합니다.
ㆍ112,119 등 비상전화 번호 활용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ㆍ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ㆍ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합니다.
ㆍ어린자녀가 집 주소, 집주변의 큰 건물 이름도 기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ㆍ항상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고 자녀의 옷 주머니 속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 유아 성폭력 예방지도
ㆍ다른 사람이 나의 몸에 손을 댈 때 싫으면, “싫어, 만지지마”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엄마나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도록 지도합니다.
ㆍ여자아이의 경우 누군가 치마를 들추면 “안돼, 하지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ㆍ‘배꼽 아래 부분에 누군가 접촉을 하면’ 부모에게 말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가르치지 마시고
명확히 인형을 이용하거나 몸의 일부분을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하도록 지도합니다.
ㆍ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거나 문을 잠그도록 지도합니다.
ㆍ공공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반드시 친구나 어른과 함께 탈 수 있도록 합니다.
ㆍ혼자 집에 있을 때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ㆍ낯선 사람이 친구를 데려가면 주위 어른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5. 놀이기구 안전지도
ㆍ바퀴 달린 놀이기구 및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탑니다.
ㆍ화약, 폭죽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ㆍ딱총, 장난감 공기총, 화약총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ㆍ돌멩이, 컷트 칼, 야구방망이, 야구공 등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6. 재난대비 안전교육
♠ 홍수, 호우 지도
ㆍ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ㆍ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ㆍ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ㆍ대피소에 도착하면 통제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도합니다.
ㆍ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듣고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 폭염 시 대처 지도
ㆍ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합니다.
ㆍ창문 등에 커튼을 칩니다.
ㆍ실내공간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한 복장으로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ㆍ휴식시간을 자주 가집니다.
ㆍ유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합니다.
ㆍ낮잠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7. 에너지 절약 교육
․ 에어컨의 실내온도는 26°C를 유지합니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한꺼번에 많은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조명을 제외한 각 방의 모든 조명등을 끕니다.

8. 보건 환경 교육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외출 후 꼭 손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합니다.
․ 기침 예절을 지키며 감염별 발생 시 개별 마스크를 사용하며 청결을 유지합니다.
․ 몸에 이상 증후가 있을 때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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