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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서로 어울리는 어린이
문화로 공감하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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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생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각종 생활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가정에서도 안전 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가지 교통사고유형과 예방법 >
1.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로 건너야 한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길을 건너거나,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마자 뛰는 경우는 위험하다. 항상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손
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내가 먼저 갈까?’, ‘저 차를 먼저 보낼까?’ 하다가 ‘서로 양보해 주겠지!’ 하며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나므로 반드시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4. 주, 정차된 차량사이 횡단사고
찻길을 건너기 위해 세워둔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면 차에 가려 어린이가 안보여 사고위험이 18배나 높으므로 차 사이
로 걷거나 뛰지 않는다.

5.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공이 찻길로 가거나 길 건너편에서 친구가 불러도 갑자기 뛰어들지 말고 항상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
너간다.

6. 버스의 바로 앞, 뒤 횡단사고
버스 앞뒤로 횡단시 버스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버스가 지나간 다음 손을 들고 <차량 멈춤> 을 확인한
후 건너간다.

7. 큰 차가 회전하다 나는 사고
큰 차가 돌 때 그 안쪽에 어린이가 서 있으면 앞바퀴에는 치이지 않더라도 뒷바퀴에 치일 수 있으므로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차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8. 차 뒤, 밑에서 놀다 나는 사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차 뒤, 옆에 있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며 멈춰있는 차는 항상 뒤로 움직이므로 차 뒤, 옆
에서 놀지 않아야한다.

9. 보호 장구 장착 안 해 일어난 사고
자동차를 탈 때 매우 위험한 앞좌석에 앉지 않으며,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보호 장구나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10. 자전거, 킥보드 사고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는 상태의 자전거를 타며 반드시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타야 한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가정생활 안전 수칙>
Ÿ

난간이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Ÿ

부모님 허락 없이 세탁기 주변에 가지 않는다.

Ÿ

물건을 밟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가지고 논 장난감은 바로 치운다.

Ÿ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은 부모님 허락 없이 먹지 않는다.

Ÿ

부모님이 주신 약만 먹는다.

Ÿ

뜨거운 것을 옮겨야 할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Ÿ

부모님의 허락 없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Ÿ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Ÿ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는다.

Ÿ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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