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부모 7대 안전교육
원당초등학교
1. 교통안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가)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
1) 자동차의 작동원리와 거리 및 속도 추정 능력이 부족하다.
2) 주의 집중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약하다.- 공놀이에 집중하다 도로로 뛰어가는 사례발생
3)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차의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동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4)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다.- 주위의 무단횡단을 모방하기도 한다.
5) 추상적인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차가 멈추었는가를 확인하고 건너가라”고
구체적인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6) 시각능력과 청취한 정보활용 능력이 취약하다.-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좁다.

(나) 교통안전 수칙

2. 생활안전

(가) 기본적인 안전교육 실시
1) 학용품으로 장난치지 않는다.
2) 복도나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3) 운동 전에는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4)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5) 하교/ 방과후 활동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6) 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 대처법을 익힌다.

(나)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1) 가구에 부딪치치 않게 조심한다.
2)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정리한다.
3)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실내화 착용,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4) 주방에 있는 위험한 도구들을 조심해서 다룬다.- 칼, 가위, 믹서기 등 장난 절대 금지, 화상주의(뜨거운
음식이나 그릇은 맨손으로 잡지 않기, 프라이팬, 전자레인지, 오븐 사용시 화상 주의)
5) 전기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지 않는다, 가스 사용시 음식이 다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 본다.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한다. 등
6) 기계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한다.
- 조립도구 사용시 주의하기: 드라이버, 펜치, 니퍼, 칼, 가위 등
- 부품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커터칼, 젓가락, 포크 등
- 화상에 주의하기: 납땜, 글루건 사용시
7) 장난감 등 작은 물건을 입이나 코, 귀에 넣지 않는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다) 응급상황시 대처법
1) 손을 데었을 때- 차가운 물에 데인곳의 열기를 식힌다. 화상연고를 바르고 붕대로 감는다.
2) 머리를 부딪쳤을 때- 얼음찜질을 한다.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머리를 두고 휴식을 취한다.
3) 상처가 났을 때-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은 후 소독솜으로 소독한다. 상처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임.
4) 코피가 났을 때- 고개를 숙이고 콧등을 5분정도 눌러 지혈한다. 휴지로 코를 막는다.

3. 응급처치
(가) 응급처치의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생명유지, 고통경감, 상황 악화 방지
2) 기본원칙: 기도유지, 지혈, 상처보호, 쇼크예방, 의식상태와 신체부위 관찰, 통증과 불안 감소

(나) 응급처치의 중요성
1) 한국인 사망원인: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관계 질환 사망 증가
2) 혈관계 질환 사망 50%이상 돌연사 ⟶ 응급처치 필요성 증가
3) 심장마비환자 90%이상 현장에 목격자 있음에도 심폐소생술 받는 경우5~10%
4) 심-뇌 혈관계 질환은 응급처치 시 사망률, 장기 예후 호전시킴(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

(다) 심폐소생술 방법

(라)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면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 자동제세동기(AED)사용시 심정지 환자 생존율 50%이상 증가

1) 자동제세동기 설치 시설 표시

2) 중앙 응급의료센터

http://www.e-gen.or.kr/egen/main.do
(평소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자)

(라) 기도폐쇄 처치

1) 기도폐쇄의 의미와 원인
-기도폐쇄란? 음식물이나 이물질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일어나는 호흡곤란
-기도폐쇄의 원인: 음식물(사탕, 떡, 질긴음식 등)이나 동전, 부러진 치아 등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는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된다.
-4~6분이 경과하면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빠른시간(4분)내에 응
급처치를 해야 한다.

2) 기도폐쇄의 증상
-두 손으로 목 부분을 쥐면서 기침을 하려고 한다.
-목 부분에서 심한 천명음(쌕~쌕 하는 소리)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청색증)

3)하임리히법

4. 재난안전
(가) 재난의 의미와 특성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화재, 산불, 붕
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해양사고, 기타 등
- 재난의 특성
1) 누적성
-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위험 요소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특정시점에 표출된 결과이다.
2) 불확실성
- 기존에 존재하는 재난 자체의 특성이 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들이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다.
3) 복잡성
- 재난발생 과정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고, 재난 발생 후 관련된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다.

(나) 건물화재 대피 방법
-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대피한다.
-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고층에 있을 땐 옥상으로 대피하는게 바람직하다.

(다) 폭염, 미세먼지

(라) 지진
1) 지진 발생시 대피 실습하기
-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테이블 아래로 대피한다.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마) 테러
테러신고전화: 111

5. 직업안전
(가) 산업재해
-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
적 피해를 말한다.(부상, 질병, 사망, 직업병 등)

(나) 작업장 시설 정리정돈의 필요성
- 사고예방을 위해 주변정리가 중요하다.
-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중요

- 사용하게 될 기구와 기계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상 주위를
깨끗하게 정돈해야 함.

6. 약물 및 사이버 중독
(가)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청소년 시기가 가장 심각함.

1) 스마트폰의 중독과 문제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하지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한 기분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의존상태가 발생하는 것. 즉 디지털 미디어 강박증(digital media compulsion)
과 유사한 개념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문제 7가지: 디지털 격리증후군, 팝콘브레인, 수면장애, 시력저하 및 안구
건조증, 거북목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 감정교감 저하
2) 스마트폰

중독 예방방법

(나) 사이버 중독(게임중독)

- 예방 수칙
① 게임은 하루에 1시간 30분 이내로 한다. ② 식사는 제 때 하고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잔다. ③ 낮 시간을
30분 이상 햇볕을 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④ 일주일에 2회 이상을 운동을 한다.
-게임 할 때의 규칙
① 게임은 시간을 정해두고 하고 게임을 하기전에 해야할 일은 먼저 한 후에 한다. ② 인터넷 게임 사용일

지를 기록한다. ③ 식사시간과 수면 시간을 지키며 게임한다. ④ 게임에서 지나친 승부욕이나 소유욕을 주
의한다. ⑤ 매너게임을 한다. 온라인 게임 외의 다양한 대안활동을 찾아 시도한다. ⑥ 게임 때문에 거짓말
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⑦ 게임 친구보다 실제 주변 친구나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한다.
⑧ 스스로 게임시간 조절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구한다.

(다) 약물 중독
- 약물이란 일반적의미로 질명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넓은 의미로는 몸과
마음 그리고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일컫는다.
- 약물의 종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기호품, 비식품
- 약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사용한다.
②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사용기준에 맞는 양의 약물을 사용한다.
④ 우리 몸에 해로운 약물을 멀리 한다.
⑤ 불법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약물 오 남용의 의미
① 약물 오용: 약물을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약물 남용: 약물을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폭력 및 신변안전
(가) 폭력 및 신변안전을 위한 실천방법
- 위험식별하기 – 위험 예방하기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 위험 상황 알리기

(나) 학교폭력 대처하기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언어-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 등
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기 – ‘난 널 저지할 수 있어’, ‘널 처벌할 법이 있어’
②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에게 이야기 하기
③ 피해를 당했을 때 자료 수집하기 – 서면, 사진, 사이버, 녹취, 휴대폰 등
④ 학교폭력 피해 ‘117’ 신고하기 – One Stop 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 학교폭력 모바일 신고: m.safe182.go.kr

(다) 유괴 및 미아 예방 대처하기
① 모르는 사람과 안전거리 유지하기 (친절보다 안전 우선)
② 아는 사람도 위험함을 인지하기
③ 유괴범은 괴물이 아님을 인지하기
④ 유괴범의 접근 방법 숙지하기 – 1) 기회엿보기 2)탐문하기 3)유괴하기
⑤ 유괴예방3단계 행동수칙 준수하기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⑥ 아동유괴유형 파악하기 –호기심 유발형, 강제동원형, 지인사칭형, 동정심 유발형 등

(라) 자살(생명존중)대처하기
① 자살할 생각이 들 때 주변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 어려울수록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
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② 자살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한국생명의
전화, 1388청소년 상담센터 등
③ 친구가 자살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 친구의 걱정을 들어주며 위로해주기

- 성급한 판단이나 비난, 섣부른 조언등은 피하기

- 진실되게 말하기(나를 믿어줘 친구야!)

-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기

-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

(마)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집안>
- 낯선 사람에게 문열어 주지 않기

- 이성친구와 함께 있을 때 거실에 나와 있기

<집밖>
- 사람이 없거나 어두운 길 가지 않기

- 낯선 사람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 위급상황시 어른에게 요청하기

<성폭력의 의미 파악하기>
-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란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
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
이다.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의 유형>
- 또래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

- 지인에 의한 성폭력

-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 친족에 의한 성폭력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 학교: 보건실, 상담실
- 상담기관: 청소년 전화1388
- 신고기관: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117

<성폭력 발생시 사안 처리 요령>
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한다.

② 병원에서 전문적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③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준다. ④ 법률적 대처를 하게 한다. ⑤ 성폭력 특별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