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훈 >
w 참되고
w 부지런하고
w 슬기롭게

가 정 통 신 문
안전한 명절 보내기 안내

발행: 생활안전부

www.anhwa.ms.kr
(☎ 031-221-4732)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서늘한 가을바람과 높은 하늘이 풍요로운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 늘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
정에 평안과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다가올 한가위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나기를
위한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체 리듬을 유지해 건강한 명절을 보냅시다.]
1. 적당한 휴식과 음식
상한 음식으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물과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
3~4일 이상 고열이 나면서 설사가 지속될 경우 이질 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
2. 화상을 입은 경우
깨끗한 찬물로 환부를 충분히 식힘
통증이 가시면 화상연고 바름
물집이 생겼을 때는 터트리지 말고 소독한 천으로 두껍게 감쌈
화상 정도가 심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치료
3. 생체 리듬 유지
밤에 무리 했더라도 기상시간은 지키고 토막잠으로 보충
연휴 마지막 날 일상으로 미리 귀가하여 편안한 휴식 취하기

[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합시다.]
1.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
객차마다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 진화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깸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신속히 대피
정전 시에는 유도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대피
2.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름
산소마스크가 내려올 경우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도와주기
안전벨트 착용 후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세 취하기

3. 여객선 재난 발생 시
소화기, 비상망치, 구명조끼, 유사시 탈출로를 미리 확인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탈출
화재가 발생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경보기를 울려 주변사람에게 신속히 알리기

4.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미리 파악해둔 비상구나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
주소와 주변 큰 건물의 이름 등으로 119 신고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 코를 가리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
계단이나 복도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베란다 등으로 가서 구조 요청
승강기는 정전으로 멈추거나 질식할 우려 있으므로 비상계단이나 완강기 이용
대피시 계단실의 방화문을 꼭 닫고 대피

비상구 등 대피가 용이한 곳을 언제나 미리 확인해 둡시다.

< 멀리 떠날 때, 우리 집 안전관리 >
[ 집을 나설 때, 비워둔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꼼꼼히 살펴봅시다. ]
1. 집을 나서기 전
가스밸브와 잠금장치 확인
비눗방울을 이용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
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 전기코드 뽑았는지 확인
2. 집에 돌아와서는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3. 우리 집 방범
대문(현관문), 창문 등 모든 출입문 문단속 철저
신문, 우유 등 배달되는 것들은 연휴기간 잠시 중단

- 연휴 기간 중 긴급사항 발생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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