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동계방학 중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교육
폭설이 내리면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자동차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한다.
∙ 가능한 외출을 삼간다.
∙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위험한 건물에서 대피한다.
∙ 우리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
∙ 외출할 때는 밝은색의 옷을 입고 자동차를 조심하며 걷는다.
∙ 집 주변 빙판길에는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항상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청취․시청한다.
∙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것 만은 꼭 지키기
∙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장갑을 끼고 다니기
∙ 뛰지 않고 천천히 걷고 움츠리지 말고 발끝에 힘을 주어 걷기
∙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근처에서는 미끄럼을 타지 않기
∙ 경사가 급한 길로 다니지 않기
∙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다니지 않기

얼음판 사고 예방을 위하여
∙ 가급적 얼음 위에서의 낚시, 빙상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어린이가 빙상놀이를 하는 경우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시하고 사고에 대비합시다.
∙ 사고 발생 시에는 바로 119신고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 얼음판에 빠질 경우 여러 겹의 옷들로 인해 바로 가라앉지는 않으므로 우선 침착하게 행동하고, 아
이스박스, 페트병 등 부력이 발생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걸어 들어왔던 방향으로 몸을 돌려 탈출 준비
한다. 또한 팔을 뻗어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하고, 주머니를 뒤져 열쇠나 다른 쇠붙이를 찾아 얼음판을
찍고 몸을 엎드린 채 탈출 시도한다.

교통안전교육
∙ 방학 중 오토바이 절대 타지 않기(절도 주의)
∙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치 착용하고 탈 것 (헬멧 등 보호대)
∙ 전화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횡단보도 건너지 않도록 하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금지

코로나19 예방 수칙
∙ 외출 시 마스크는 항상 착용(여분의 마스크 소지)하고 다닌다.
∙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30초 간 자주 씻어준다.
∙ 기침이 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예절을 준수한다.
∙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 pc방, 노래방 등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폐쇄된 공간 출입을 자제한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2. 방학 중 생활지도 교육
용의 복장 관련
∙ 용의 복장 관련 : 파마, 염색 등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기
- 방학 중에도 안화중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

∙ 학생다운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 하지 않기
- 술, 담배, 약물 오남용, 절도 (자전거 절도, 오토바이 절도, 편의점 절도 등), 가출 등

3. 학교폭력 예방 교육(겨울철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함)
사이버폭력 특히 주의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최근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임. 방학 중 빈번하게 발생함. 가장 증
거가 명확히 남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사건임.

∙ 집단 따돌림, 집단폭행 금지
∙ 성 관련(사이버) 범죄행위 :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유포하거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성 관
련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로 주의할 것.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할 수 있는 행동 금지)

4. 마무리
∙ 방학 중이라도 안화중학교 학생입니다. 放(놓을 방)學(배울 학)은 학교에서의 배움을 잠시 놓고 가정에
서 그리고 실제 삶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방학 중에도 안화중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발생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031-221-4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