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함께 만드는 안심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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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학교안전
- 교실 내 / 계단복도 에서
- 방과 후 여가시간
- 실험 및 실습시간 안전수칙
- 체육, 스포츠 활동
- 약물사용
- 학교폭력, 따돌림

학교안전
쉬는 시간과 체육시간에는 학생들의 부주의로 여러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실 내 / 계단 ․ 복도에서
교실 내 생활
 친구 간에 과격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 기절놀이, 의자 빼기 등은 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틀에 올라서서 밖을 보거나 몸을 밖으로 많이 내밀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계단 ․ 복도에서
 계단 난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무리하게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책가방의 무게는 몸무게의 10%를 넘지 않으며 허리선에서 10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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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방과
내 /후계단
여가시간
복도에서
자전거 탈 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차이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 앞뒤 브레이크 작동여부
- 타이어 공기압 확인
- 안장, 페달, 기어크랭크 등

 끈이 있거나 늘어지는 옷은 바퀴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야간 주행 시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도록 합니다.
 회전 혹은 방향 전환 시 수신호 보내도록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탈 때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합니다.
- 헬멧, 팔꿈치 ․ 손목 ․ 무릎보호대 등

 인도에서는 오른쪽에서 인라인 등을 타고,
보행자에서 양보합니다.
 노면이 젖거나 어두운 경우엔 위험하니 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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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실습시간 안전수칙
실험 할 때
 알코올램프
-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일 경우에는 성냥불을 심지 옆 가까이에서 불을
붙입니다.
- 알코올램프에 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씌워서 끕니다.

 스포이트
- 스포이트의 꼭지 부분을 꼭 쥐고 액체가 담긴 병에 넣었다가 고무꼭지를
서서히 놓으면서 액체를 스포이트에 담습니다.
- 스포이트에 있는 액체를 비커나 시험관에 옮길 때에는 비커나 시험관
벽에 스포이트를 대고 고무꼭지 부분을 서서히 눌러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시약 넣는 법
- 액체 시약을 넣을 때에는 왼손으로 시험관을 쥐고 약간 기울여
시약이 안쪽 벽을 따라 흘러들어가게 합니다.(액체의 양은 1/4가량)
- 시약병에 있는 시약을 비커에 따를 때에는 비커에 유리 막대를 조금
기울여 놓고 시약이 서서히 유리 막대를 타고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72 |

생활안전 가이드북

안전한 학교생활 !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실습 할 때
- 기계톱을 사용 할 때에는 보안경과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 작업 중인 위험구역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나 확인합니다.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불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튀게 합니다.
- 작업 중이거나 작동중인 공구를 들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 구동 중인 기계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주유를 하지
않습니다.
- 뜨거운 조리 기구를 들고 다니며 장난치지 않습니다.
-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점검을 하고 사용하며 조리가 끝나면
중간밸브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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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스포츠 활동
운동 중 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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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달린 탈 것이용 중 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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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되면 안 되는 이유
- 흡연은 미성숙한 세포가 담배와 접촉할 경우 손상 정도가 매우 큽니다.
- 청소년기에 술은 뇌, 심장, 간, 위에 손상을 주며, 판단력과 사고력을 약화
시키고, 중독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 마약류는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깁니다.

♣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 약을 복용하기 전에 라벨이나 사용설명서에
있는 성분, 용량, 용법, 주의사항, 금기, 유효
기간 등을 주의 깊게 읽고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 약을 처음으로 복용할 때는 용법, 용량, 주의
사항 등 의문이 나는 사항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 정제, 캡슐제, 가루약 등은 우유, 홍차, 주스
등이 아닌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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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 학교폭력·따돌림 피해 발생 시, 이렇게 합니다.
- 학생과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경찰서·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언제·어디서·어떻게·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적어 둡니다.
-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 용기를 내서 피해 상황을 가족과 담임선생님께 정확히 이야기 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민은 다양한 상담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실, 온라인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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