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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곤지암초등학교

여름방학 안전사고 예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1학기 동안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곤지암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방학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여름방학 중 교통안전 규칙
가.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하며 걷지 않아요.
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➊일단 멈춰 서서 ➋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➌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요.
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나 킥보드에서 내린 다음에 걸어서 안전하게 건너요.
라. 길 건너편에 어린이가 있다면, 되도록 어린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불러요.

2. 여름 수상 안전!! 다음과 같이 실천해요.
가. 물놀이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가요.
나. 처음 가 본 저수지나 깊이를 모르는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않아요.
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몸에 천천히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요.
라. 해수욕장에서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헤엄치지 않고 해안선과 나란하게 헤엄쳐요.
마. 만약 물에 빠졌을 때에는 밖에서 긴 줄이나 장대 등을 던져 잡고 나오게 해요.
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요.

3. 밖에서 놀 때는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행선지를 정확히 밝혀요.
나. 찻길에서 공놀이, 달리기를 하지 않아요.
다.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는 차나 사람이 없는 광장에서 타요.
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을 탈 때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해요.

4.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요.
가. 밤이나 늦은 시간에는 부모님과 동행하고 혼자 다니지 않아요.
나. 폭력, 성추행의 위험이 있는지 잘 살펴봐요.
다. 길에서 낯선 사람의 꾐에 넘어가거나 따라가지 않아요.
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늘 기억해요.

5. 보이지 않는 전기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해요.
가. 콘센트에 이물질(가위, 송곳, 못 등)을 넣지 않아요.
나.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아요.
다. 사용 중인 전기제품의 전선으로 장난치지 않아요.
라. 플러그를 끼울 때 끝까지 완전하게 끼우고,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빼요.

6.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면 안전합니다.
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려요. “불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나. 건물 내 있으면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요.
다.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요. 아래층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옥상으로 올라가요.
라. 엘리베이터 사용 시 갑자기 작동이 멈춰 갇힐 수 있으니,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요.
마. 옷에 불이 붙으면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굴어요.

7. 학교 주변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꼭 지켜야 안전합니다. 아래 장소 이외에도 위험한 곳은
절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장소

지켜야 할 약속

곤지암 도서관 앞 주변 도로

• 도서관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보행로가 없으니, 보행 시 차 조심하기

LG 아파트 뒷산

삼리 및 곤지암천 주변

열미리

• 뒷산 흙더미가 비로 인한 토사 유실시 통행금지
• 비가 많이 올 때 맨홀 뚜껑이 열리므로 주변 통행 시 조심하기
• 곤지암천 절대 가지 않기
• 곤지암천 주변서 장난치지 않기
• 상열미리천 계곡에서 수영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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