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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 안전 예방
- 소화기 비치 장소와 사용 요령 익히기
- 가스버너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하기
-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휴대하지 않으며 불장난하지 않기
4) 물놀이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하기

안녕하십니까?

-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한 학기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름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
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어 학생들이 건전하고 알차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방학 생활 중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일
1. 기본 생활 습관 실천
○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하기
○ 외출 시에 부모님의 허락 받기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확실히 알리고 간다.)

-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바로 밖으로 나오기
- 위급할 때에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기
- 물속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 넣는 장난하지 않기
5) 폭염 시 안전수칙
- 햇볕 아래에서 긴 시간 놀지 않기
- 부득이한 경우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쓰거나 땀 흡수가 잘 되는 옷 입기
- 물을 많이 마시기
- 균형 있는 식사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기
- 폭염으로 의식을 잃거나 이상이 있을시 119로 전화하기
6) 성폭력․성추행 예방 안전수칙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호루라기를 꼭 가지고 다니고 위급할 때 사용하기

○ PC방, 노래방,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을 자제

-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기

○ 외출 시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 무슨 일이든 부모님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기

○ 귀가 후에는 30초 이상 손씻기와 건강 상태 확인
○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코로나19 관련 행동 수칙에 따를 것

- 성폭력 발생시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여성 긴급전화『1366』, ONE-STOP 지원센터『112』
7) 실종·유괴예방 안전수칙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기

3. 학교 폭력 예방
○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및 유해업소의 출입금지
○ 늦은 시간 외출을 삼가하고 놀이터, 오락실, PC방, 노래방 등 폭력 발생 가능한 지역 가지
않기
○ 피해 발생 시 부모나 학교와 상담하기
-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즉시 연락을 취한다.
-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1388)에 도움을 요청한다.
○ 유해 매체물 접촉 예방-유해 매체물 안 보기 - PC방, 게임방 출입 자제

-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
지 않기
-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 두기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 3단계구호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
세요! )를 반복해서 지도하기
8) 기타 안전수칙
-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기
- 비가 올 때는 가로등이나 전신주 밑의 물 고인 곳을 밟지 않기
- 가스관이나 가스 기구 근처에서는 놀지 않기

4. 안전사고 예방

- 가스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안전밸브 잠그기

1) 여름철 식중독 예방
- 음식물은 반드시 끊이거나 익혀서 먹기-가공식품은 반드시 유통기간을 확인
- 청결유지 및 부패 음식 확인(식사 전 반드시 손을 씻기)
2) 교통안전 예방

5. 에너지 절약 실천
○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 뽑기
○ 실내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가 5℃ 이상 되지 않도록 적정온도 유지하기

- 무단 횡단를 하지 않으며, 차량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하기
-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지 않기
-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 이용시 헬멧 등의 보호 장구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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