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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ㆍ안전 365!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계획 개요

1

법적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아동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제6~7조(안전점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 4806호, 2014.11.10.)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목적
체계적인 건강·안전 관리와 교육으로 안전 생활을 습관화 함
유치원 안팎에 존재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방침
유아의 건강·안전 3·6·5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과 놀이중심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
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안전 생활교육을 실천한다.(유치원 밖 체험학습 시 별도계획 수립)
‘5분 나침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운다.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안전3·6·5!’ 가정통신문을 2주 1회 배부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상황 및 비상시 대비,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
시한다. (세부내용에 따라 지산초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안전관리 및 각종 재난대비를 위해 실내․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매월 4일), 재난
(지진, 풍수해, 화재 등) 대비를 위한 체험활동을 강화한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한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교직원-초등연계, 학부모-부모교육, 유아-유관기관), 사
안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한다.
유치원 교원의 안전역량 함량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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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교육 토대 구축을 통한 꿈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중 점 추 진 과 제 (4대 분 야 , 10대 과 제 )
 유치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2. 유치원안전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유치원 및 유치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1. 현장중심의 경기도안전교육과정 보급
2.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연수 강화
3. 유치원 구성원의 안전 역량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1.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2. 교육활동 안전 강화 및 지원여건 마련

 안전한
유치원풍토 조성

1. 유치원 안전문화 진단 및 학교문화 혁신
2. 유치원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4

유치원 안전 위험성 분석 및 전략 수립

□ SWOT 분석
【 강 점 】

-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음.
- 배움터 지킴이, 교직원,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
리스 회원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봉사 활
동하고 있음.
【 기 회 】

- 교화 소방서가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함.
-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음.

【 약 점 】

- 개교한지 오래 되어 학교 시설이 낙후된 곳이
있음.
- 정문 앞이 바로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차량으
로 등하교 하는 아동들이 많음.
- 학교 뒤에 동산이 있음.
【 위 협 】
- 인구 유입 및 학교 주변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음.

- 지역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국지도발이나 테러
등의 위험성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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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원 현황

가. 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설립 구분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운정1동 경의로 1274

전

화

942-6744

FAX

원

장

모○○

원

945-2389
감

홈페이지

윤○○

http://www.jisan.es.kr
행정실장

김○○

나.유아 및 교직원 현황
방과후과정
반

새싹

꽃잎

열매

총계

유아수

11

17

26

54

유치원

햇살

노을

특수
학급

14

21

0

비고

현황

방과후
전담사

교육자원
봉사자

총계

3

2

1

8

인지 또는
정서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

발달장애

환자(천식,
알레르기 등)

0

0

0

0

0

원장

원감

교 사

1

1

시각장애

0

교직원

비고

현황

특별
배려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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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추진계획

구현중점

구현사항

사 업 명

목표량

기간

대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계획 ‘건강ㆍ안
전 365!’수립 및 운영

74시간

3-2

유아

180회

3-2

유아

2주1회

3-2

부모

연중

수시

유아

31회

4-12

유아

초등연계

연중

수시

유아

유관기관

전체

초등연계

수시

교사

초등연계

2회

4,11

교사
유아

1회

3

교사

∘ 모두가 함께하는 나ㆍ침ㆍ반 5분 안전
교육 실시
1. 유아 안전생활교
육 체계 확립
∘ 가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계
획 수립 및 운영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놀이와 체험중
심의 안전교육

2. 교직원 안전역량
∘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연수
3. 아동학대 Zero화

∘ 교실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약속
맺기
∘ 성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4. 유치원 안전관리

∘ 안전점검 실시

연중

5. 그 밖의 교육활 ∘ 체험학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운영
동 안전강화
∘ 사고 발생 시 대응 보고 체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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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고

초등연계

유아 안전생활교육 체계 확립

교육과정과 연계한‘건강ᆞ안전 365’연간계획 수립
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반영해야 할 유아 건강·안전교육 영역(사항)

구분
유치원
(단위활동)

횟수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소방포함)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13

10

8

10

6

2

2

학기당 2회 이상
1. 교실, 가정, 등
하굣길에서 안전
하게 생활하기

학기당 3회 이상
1. 표지판 및 신호등
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2. 안전한 장소를
2. 안전한 도로
알고
안전하게
횡단법 알기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
교육내용 잇감, 도구의 바른 3. 어른과 손잡고
사용법을 알고 안 걷기
전하게 사용하기
4. 교통수단(자
4. 실종, 유괴, 미
전거, 통학버스
아 상황 알고 도
등) 안전하게 이
움 요청하기
용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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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1. 내 몸의 소중
1. 올바른 약물
함과 정확한 명
사용법 알기
칭 알기
2. 생활주변의 해
2. 좋은 느낌과 로운 약물·화학제
싫은 느낌 알기 품 만지거나 먹
지 않기
3. TV, 인터넷, 통
신기기(스마트폰
3. 성폭력 예방 및
등) 등의 중독 위
대처방법 알기
해성을 알고 바
르게 사용하기
4. 나와 내 주변사
람(가족, 친구 등)
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1. 일터 안전의 중요
1. 화재의 원인과
성 및 안전을 위해
예방법 알기
지켜야 할 일 알기

학기당 1회 이상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
기

2. 화재 발생 시
2. 일터 안전시설 2. 119신고와 주
유의사항 및 대
현장체험하기
변에 알리기
처법 알기
3. 각종 자연재난
및 사고에 적절
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3. 손 씻기와 소
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

4. 상황별 응급처
치 방법 알기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세부계획(안)
학교안전법 기준( /00는 확보 시수)
월

생활
주제

주

놀이 중심 안전교육
활동 명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소방포함)

학기당 2회 학기당 3회 학기당 2회 학기당 2회 학기당 2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3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6시간 이상

1 낯선사람에 대해 알아요
약은 무엇일까요?
2
소방대피훈련
유치원과 3 안전하게 걸어요
3
4 급식 시 안전한 생활
친구
5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업안전

응급처치

학기당 1회 학기당 1회
이상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21
1/10
1/13소방
1/10
1/3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화재대피훈련 - 원무실에 불이 났어요.(3/17)

✪급식실에서의 안전-영양 식생활

건강교육 (3/7)

✪감염 비상대응교육(3/14)
2/13황사

황사를 조심해요

비상대응

1

4

봄과
동식물

소중한 곳의 이름을 알아요
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요
2 잘못 먹은 약은 독이 되요
안전벨트를 꼭 해요
3
이럴 땐 손을 꼭 씻어요
4

1/11
2/21
2/10
2/10
1/4
3/13재난

지진이 무엇일까요?

대비

꼭꼭이 미아 예방송 배우기

3/21실종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재난대응훈련(화재대피, 재난대비)✪교통안전체험(안전벨트역할놀이)✪응급처지 견학(보건실, 4/5)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3/21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4/21실종
연기를 피해요
4/13소방
2
성교육 인형극 관람하기
2/11
3 약은 정해진 약만 먹어요
5/13
4 동요) 건너가는 길
3/10
5 우리가족 연락처 알기
5/21실종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화재대피-화장실에서 불이 났어요.✪성교육인형극(굿네이버스)✪재난대비한국훈련(초연계, 5/16)
1

5

나와
가족

✪미세먼지 대응교육(4/14)
6/13재난

1 미세먼지가 생겼어요

6

우리
동네

대비

우리 동네에서의 놀이안전
2
친구의 약을 먹으면 안되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3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도움을 주는 전화번호
남자와 여자의 몸은 달라요
4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구

6/21
3/10
7/21실종
2/3
8/21실종

3/11
4/10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재난대비- 미세먼지 ✪병원놀이 3/10 (6/21)
1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9/21
안전한 곳으로 걸어 다녀요
5/10

7

여름과
건강

2 무서운 담배이야기
물놀이 안전수칙과 준비운동
10/21
행복해 질 권리 방패
3 정해진 시간만 인터넷 사용하기
식중독을 조심해요 및 영양교육
11/21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4/10
4/11
5/10

✪성폭력 예방 교육 ✪영양교육
✪화재대피-유희실에서 불이 났어요 ✪집호우비상 대응교육(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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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기준( /00는 확보 시수)
생활

월

주제

주

놀이 중심 안전교육
활동 명

폭력예방
약물 및
재난안전
및
사이버
(소방포함)
신변보호 중독 예방
학기당 2회 학기당 3회 학기당 2회 학기당 2회 학기당 2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3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학기당 1회 학기당 1회
이상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안돼요 싫어요
5/11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안
12/21
전하게 이용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6/11
4
동화) 엄마와 공원 가는 길
13/21
동시) 신호등
6/10
5 스피드 퀴즈
7/10
안전하게 도와줘요
8/10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폭염 비상대응교육 7/13 ✪스마트레몬교실(스마트 쉼 센터, 8/27) 6/10
1 뜨거운 것을 조심해요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
8/13소방
2
길을 잃었어요
14/21실종
무서운 담배 이야기
7/10
3
길 위의 선과 색
9/10
기분 나쁜 장난은 하지 않아요
7/11
4
고마운 전기, 안전하게 사용해요
15/21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화재대피-새싹반에서 불이 났어요. ✪재난대비-태풍비상대응교육
1 소화기 사용법 알기
9/13소방
2 따라가지 않을께요
16/21실종
3 구급상자 속에는?
안전 장비가 있었다면
4
교통 안전표지판을 알아요
10/10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8/11
5
낯선 어른을 도와주지 않아요
17/21실종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재난대소방훈련(소방서, 화재대피, 재난대비-지진, 10/10)
3

8

교통기관
과 안전

세계
9

속의
우리나라

10

가을

2/4
3/3

✪보건교육-심페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3/4)

11

12

환경과
생활

겨울

숨으면 안돼요
9/13
1
심부름 가는 길
18/21실종
9/11
2 약을 주세요
8/10
내 몸에 불이 붙었어요
10/13소방
3
느낌을 표현해요
10/11
동시) 태풍
11/13
4 앗 뜨거워 화상
보호 장구를 해요
19/21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응급처지 견학(보건실, 11/12) ✪대테러 비상대응교육(11/17)
1 한파, 대설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13
길을 잃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실종
2
우리들의 권리가 있어요
21/21
겨울철 안전을 위한 노력
13/13소방
3
내 몸은 소중해요
11/11
자꾸자꾸 가지고 놀면
9/10
4
주변의 위험한 약물
10/10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용 ✪화재대피-현관에서 불이 났어요.
✪재난대비-폭설비상대응교육(12/15)

총 횟수

21회

10회

11회

10회

13회

4/4

3회

4회

✪원내체험 활동, ✪유관기관연계 체험 활동
*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2012), 보건복지부(2013), 소방방재청(2010), 경기도교육청(2014) 등에서 발행한 안전교육프로그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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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에서 연계할 성교육 연간 계획
▪ 7대 안전교육

▫양성평등교육
1학기

2학기

나의 몸은 소중해요▪
4월

나의 몸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

뾰로롱 동화 속으로▫

9월

동화로 배우는 성인권*

어린이를 위한 ‘동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5월

10월
나답게! 너답게!▫

오늘은 우리집 스파게티 파티 하는 날▫

보여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나쁜 비밀이 있어요*

6월

11월
똑똑똑! 물어봐야해*

양성평등 나부터 실천해요▫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할까요?

7월
나쁜 비밀에 대처하는 방법
8월

12월

위험할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팬티를 입어야하는 이유
기분 나쁜 접촉에는 이렇게 대처해요

※ 안전교육 실시 시간 인정 기준 및 우리유치원 확보시간
구분
생활안전
7대
안전교육

건강증진
영역

안전교육 영역
(13시간)
기타
(9시간)

아동
안전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 (10시간)
(4시간)
실종·유괴 교통안전
예방 방지

(10시간)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8시간)

약물·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예방

(10시간)

(10시간)

44시간

(6시간)

성교육 및 성폭력 인터넷 중독 예방
예방교육
및 해소교육
(1시간)
(학기당 1회)

성교육,
인터넷 중독

연 1회

식생활교육지
원법
공통운영시간
우리유치원
확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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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성폭력 및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재난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8시간)

9시간

운영
시간

올바른
식습관 교육
(연 2회)

연 2회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59시간

11시간 10시간

10시간

11시간

10시간

13시간

3시간

4시간

2시간

7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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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반영해야 할 유아 건강·안전교육 영역(사항)
영역

확보시수

내용구분

세부내용

비고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안전, 실내‧실외활동, 신체활동·여가활동 안전 등의 9
시간과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4시간 확보

학기당 2회 이상
(13시간)

교통안전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 안전

학기당 3회 이상
(10시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예방, 성폭
력 및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학기당 2회 이상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중독

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

재난안전

화재, 폭발·붕괴, 테러사고,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등)

학기당 2회 이상
(6시간)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안전 예방 및 관리(정리 정
돈, 보호구착용 등)

학기당 1회 이상
(2시간)

응급처치

응급처치 이해와 중요성,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시 사용 등)상황
별 응급처치(기도폐쇄, 지혈,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학기당 1회 이상
(2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6개월 1회 이상
(8시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
법, 유괴범에 대한 개념,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3개월 1회 이상
(10시간)

감염병 및 약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예방접종의 이해, 몸에
오·남용 예방 등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 기, 생활
보건위생관리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개월 1회 이상
(10시간)

재난대비 안전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옷에 불이 붙었 을 때
대처법, 화재 시 대처법,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6개월 1회 이상
(6시간)

교통안전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안전
한 통학버스 이용법, 날씨와 보행안전, 어른과 손잡고 걷기

2개월 1회 이상
(10시간)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등

수시반영

청결한 위생습관 실천 교육

수시반영

감염병 예방교육

연간 2회

올바른 식습관 교육

연간 1회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7대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51차시
확보

44시간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1회 이상

보건교육

수시

식생활교육

2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 7대 안전)

- 8 -

1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건강교육

인간발달

나의 몸과 마음, 남녀의 성과 생활

인간관계

소중한 가족,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결혼의 의미와 나

성 건강

내 몸의 관리

사회와 문화

성폭력의 예방, 성역할, 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

교육 내용 구성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연계 운영 편성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2

모두가 함께하는‘5분 나·침·반’ 안전교육 운영계획 수립
가. 5분 나·침·반 안전교육의 의미
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은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의 길잡이를 의미함

나. 요일별 안전교육 영역 및 교육방법
운영시간
학급별
일과
계획시간
(예: 등원)

요일
월
화
수
목
금

영역
생활안전
보건,직업안전 / 응급처치
교통안전
재난안전(화재)
신변∙폭력/ 약물사이버

차시(시간)
39(9)
39(9)
39(9)
39(9)
39(9)

교육내용

교육방법

◾상황별 동영상 및 시나리오(2)
◾대처요령(1)
◾안전구호(2)
* 2017. 월별 교육청 제시자료 반영

◾반복체험식
◾유아교육활동
관련사이트 활용

다. 유아 안전 사이트와 연계한 ‘5분 나침반 안전교육’ 영역별 계획(안)
영역
월

3

4

5

생활안전/

월

보건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수

재난안전(화재)/

목

신변∙폭력/약물사이버/

금

올바른 손 씻기

무단횡단은 위험해!

화재안전

올바른 약사용

제목 : EBS 우당탕탕 아이쿠, 학교가자!
https://www.youtube.com/watch?v=OpcaCuDdNts
[7분,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아이쿠, 올바른 손 씻기
https://www.youtube.com/watch?v=5WUFwuTpqdA
[7분,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무단횡단편)
https://www.youtube.com/watch?v=dOdalaL8dOs&t=12s
[4분 5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화재편)
https://www.youtube.com/watch?v=Y6BvFIYYRo4&t=24s
[5분 19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아이쿠, 보물찾기 대소동(약물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bDCh7e9MCW0
[7분 7초, 출처 : EBS 아이쿠]

안전한 계단 보행

뽀드득 뽀드득

스쿨존을 알아요!

황사가 온대요

약을 바르게 사용해요

제목 : 아이쿠와 배워요, 보행안전(추락+계단)
https://www.youtube.com/watch?v=l_WYO8vdchs
[4분 35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뽀로로, 뽀드득 뽀드득
https://www.youtube.com/watch?v=EOx05lfpwyk
[3분 18초, 출처 : 뽀로로]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스쿨존편)
https://www.youtube.com/watch?v=wGvgcVTutew&t=11s
[4분 16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황사가 온대요
https://www.youtube.com/watch?v=bGQhTuMGeok
[3분 35초, 출처 : 황사가 온대요]

제목 : 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kUpBH82YYXY
[3분 51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계단 사고예방

전염병 예방

횡단보도 안전

미세먼지

약을 바르게 먹어요

제목 : 아이쿠, 카르망큘라 백작(계단사고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c0C67rIs_88
[7분 1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현대키즈, 양치기소년 전염병 예방편
https://www.youtube.com/watch?v=tnSQHs3TTuU
[2분 17초, 출처 : 키즈현대]

제목 : 아이쿠, 어디로 건너지?(횡단보도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hulDFHBkBBU
[7분,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키즈현대, 빨간모자 미세먼지편
https://www.youtube.com/watch?v=R6hSD73pgw8
[2분 24초, 출처 : 키즈현대]

제목 : 약을 올바르게 먹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7wvoz3VEqyU
[2분 57초, 출처 : 누리놀이]

유치원 안전

손 씻기 방법

횡단보도 건너기

유치원에 불이나면 어떻게 하죠?

약은 간식이 아니야

제목 : 번개맨과 함께하는 유치원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zLTie_n8qvM
[2분 55초, 출처 : EBS]

제목 : 올바른 손 씻기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gUBHLy3t5eM
[1분 10초, 출처 : 대한민국정부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목 : 폴리,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이렇게
https://www.youtube.com/watch?v=O27qZDeI4CY
[5분 19초, 출처 : 로보카폴리 TV]

제목 : 학교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하죠?
https://www.youtube.com/watch?v=0VW6wcg2E2Q
[5분 44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약은 간식이 아니야
https://www.youtube.com/watch?v=n1ee6_250D4
[2분 57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운동장 안전사고예방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엄마와 공원가는 길

연기를 피해요

위험한 소꿉놀이

제목 : 아이쿠, 운동장 안전사고 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a6mSkjePFYQ
[7분,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감염예방 영상 “손 씻기, 기침에티켓”
https://www.youtube.com/watch?v=lSGEN-EdBgY
[5분 46초, 출처 : 포항공대]

제목 : 엄마와 공원가는 길
https://www.youtube.com/watch?v=--d0qyEd53g
[2분 17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연기를 피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mreY9Nm_JcQ
[1분 46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아이쿠, 위험한 소꿉놀이(중독사고 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OF9rkzN6P5s
[7분 2초, 출처 : EBS아이쿠]

놀이터 안전

독감 예방주사

교통보행

태풍 호우를 이기자

협연예방 교육

제목 : 아이쿠가 놀이터에 간 까닭은?(놀이터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c7MY5hkyB7A
[6분 58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꼭꼭! 독감 예방 주사 꾹(딩동댕 유치원)
https://www.youtube.com/watch?v=-vPZ1WTo_1Q
[11분 19초, 출처 : EBS키즈]

제목 : 포돌이 포순이의 신나는 안전교실(교통보행)
https://www.youtube.com/watch?v=ugraTmL5NNM
[3분 27초, 출처 : 도봉경찰서]

제목 : 신속한 행동요령으로 태풍, 호우를 이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K6roq2P02f4
[4분 45초, 출처 : 국민안전처]

제목 : 번개맨과 함께하는 유아 흡연예방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mtkOZXSR_4Q
[40초, 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안전한 미술도구 사용

감기 균을 조심해요

걸어갈 때 한 눈 팔지 않아요

불이 났어요.

노! 스모킹

제목 : 아이쿠, 안전한 미술도구 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UEe92-VToLA
[7분 6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감기균을 조심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nQi92J6WcNc
[2분 49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걸어갈 때 한눈 팔지 않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RDUtJv14T_c
[5분 49초, 출처 : EBS키즈]

제목 : 불이났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s-fqfsDMZi4
[4분,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아이쿠, 어린이 흡연예방, 노!스모킥
https://www.youtube.com/watch?v=NzXZkB2DnFA
[8분 31초, 출처 : 국가금연지원센터]

길을 잃어버렸어요(실종예방)

벌에 쏘였다면?

안전한 버스 탑승

안전한 대피로 찾기

담배를 조심해요

제목 : 길을 잃어버렸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auSndT
h3hxQ [3분56초, 출처: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성묫길, 벌에 쏘였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hlIT9L3mZZI\
[4분 38초, 출처 : 의학채널 비온뒤]

제목 : 아이쿠, 안전한 버스 탑승
https://www.youtube.com/watch?v=zFedo1llpVc
[7분 10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아이쿠의 탈출작전(안전한 대피로 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dgy-aOPgJs8
[6분 54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담배를 조심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p8bczPYn4BM
[2분 9초, 출처 : 누리놀이]

엘리베이터 안전

한결이가 아파요(상처)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화재 안전 수칙

음주운전 예방

제목 : 번개맨이 알려주는 엘리베이터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s7e5_Rp_0
Vc
[2분 42초, 출처 : EBS]

제목 : 한결이가 아파요(상처)
https://www.youtube.com/watch?v=8PcXONDHIn8
[2분 48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yo8rlK2gM
[3분 12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국민이 안전이와 함께하는 화재 안전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YZlIuw45364
[2분 58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제목 : 라바와 함께 연말에도 안전운전
https://www.youtube.com/watch?v=XVTIiUL5Rt4
[50초, 출처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교통안전공단]

에스컬레이터 안전

엄마가 아파요(응급처치)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화재대피훈련을 해요

인터넷 안전

제목 : 라바의 지하철 타기_에스컬레이터 편
https://www.youtube.com/watch?v=eacSwxpgk
uQ [20초, 출처 : 폴리씨]

제목 : 엄마가 아파요
https://www.youtube.com/watch?v=UaYihcTj7lM
[3분 43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https://www.youtube.com/watch?v=HoTZ5iqAc-A
[5분 16초, 출처 : EBS 키즈]

제목 : 화재대피훈련을 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Yc2jo9KgGpg
[3분 46초, 출처 : 보건복지부]

제목 : 아이쿠, 인터넷모험
https://www.youtube.com/watch?v=5lcvVKVW30A
[7분 6초, 출처 : EBS아이쿠]

무빙워크 안전을 알아요!

지혈법

집으로 가는 길

불장난은 위험해!

게임중독예방

제목 : 무빙워크 안전을 알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A5tz44x67Z
M
[3분 3초, 출처 : 깨비키즈]

제목 : 지혈법
https://www.youtube.com/watch?v=Lbuwbva3Vpk
[41초, 출처 : 너구리연구소]

제목 : 아이쿠, 집으로 가는 길
https://www.youtube.com/watch?v=HbU102WgF7Q&t=161s
[6분 56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아이쿠, 원시시대에 가다
https://www.youtube.com/watch?v=IIDhhV-CeiI&feature=youtu.
be
[7분 4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아이쿠, 게임중독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Eu4936mQBWA
[7분 5초, 출처 : EBS아이쿠]

끼임사고 방지

눈부상

살피면서 건너요

미세먼지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

제목 : 도전! 무적의 10관문(끼임사고방지)
https://www.youtube.com/watch?v=JLopCv8P8
DM
[7분 4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눈 부상
https://www.youtube.com/watch?v=fUAicTMppk0
[55초, 출처 : 너구리연구소]

제목 : 살피면서 건너요
https://www.youtube.com/watch?v=CtpPo_96mag
[2분 1초, 출처 : 한국생활안전연합

제목 :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7가지 수칙(송)
https://www.youtube.com/watch?v=3ENifYzsWHM
[40초, 출처 : 환경부]

제목 : 10분만 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pneBS_ZUSNU
[1분 42초, 출처 : 바른 ICT키즈교실 캠패인송]

불량식품

머리 부상

어른 손을 잡고 걸어요

테러 예방

안전한 직업 행복한 일상

제목:포순이와 피피가 함께하는 ‘불량식품’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wY1JBxUnA
fA [1분 7초 출처 : 충남지방경찰청]

제목 : 머리 부상
https://www.youtube.com/watch?v=h7QyA1TIdDk
[46초, 출처 : 너구리연구소]

제목 : 어른 손을 잡고 걸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oa0VAwOG8Nk
[3분 32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테러편)
https://www.youtube.com/watch?v=dG9CdxM9_js&t=58s
[5분 20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안전한 작업 행복한 일상
https://www.youtube.com/watch?v=PU23axCbPI0
[4분 8초, 출처 : KDL SMARTSAFETY]

척추부상

신호등을 건널 때

낙뢰가 칠 때

산업재해예방으로 해피엔딩

제목 : 척추 부상
https://www.youtube.com/watch?v=gDqIh8HCnVA
[47초, 출처 : 너구리연구소]

제목 : 키즈현대, 신호등을 건널 때
https://www.youtube.com/watch?v=BS6lpX_wSdQ
[55초, 출처 : 키즈현대]

제목 : 낙뢰가 칠 때
https://www.youtube.com/watch?v=PQLS1_yfR1Y
[5분 27초, 출처 : 국민안전처]

제목 : 산업재해예방으로 헤피엔딩
https://www.youtube.com/watch?v=2n5rv3IvzLs
[1분 36초, 출처 : 고용노동부]

부목대기

차조심 길조심

천둥번개

직업 안전 수칙 “콩쥐팥쥐”

제목 : 부목 대기
https://www.youtube.com/watch?v=2HRpWuwgPms
[50초, 출처 : 너구리연구소]

제목 : 차조심, 길조심 횡단보도를 건너요
https://www.youtube.com/watch?v=3ZNKFWfwyt0
[3분 48초, 출처 : 국민안전처]

제목 : 우르르쾅쾅 천둥번개
https://www.youtube.com/watch?v=cTCGi21OZD4
[3분 5초, 출처 : 토모노트]

제목 : 제조업 안전수칙 웹툰 “콩쥐팥쥐”
https://www.youtube.com/watch?v=W8WIO_HobxU
[3분 20초, 출처 : 안전보건공단안젤이]

물놀이 안전

발목이 삐끗(염좌)

안전하게 걸어요

낙뢰 도전 안전벨

약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제목 : 아이쿠, 물놀이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XZqpXMF4y_Y
[7분 5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발목이 삐끗! 소중한 내 발목이 삐었을 때
https://www.youtube.com/watch?v=UxUE7gvyABE
[2분 34초, 출처 : YTN 사이언스]

제목 : 차조심, 길조심 안전하게 걸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lRMIJKEJdXY
[4분 15초, 출처 : 국민안전처]

제목 : 낙뢰, 도전 안전벨
https://www.youtube.com/watch?v=H5OS37sF_Mg
[3분 54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제목: 약을 함부로 먹지 않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4HzWSzuVKXk

물놀이 준비체조

화상을 입었어요

횡단보도 건너기 송

여름철 집중호우

몸에 좋은 것만 마셔요

제목 : 즐거운 물놀이 준비 체조
https://www.youtube.com/watch?v=pdUj1f6RA-0
[2분 20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7BwpLTNx5QE
[2분 20초, 출처 : 강원소방본부]

제목 : 아이쿠, 횡단보도 건너기 송
https://www.youtube.com/watch?v=kIWxpz-7SMU
[1분 10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여름철 집중호우 및 산사태 대비 안전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hVxlJzKgkFQ
[1분 16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제목: 몸에 좋은 것만 마셔요
https://www.youtube.com/watch?v=TRZvr11DKH0
〔4분1초 출처: 영유아약물오남용〕

제목 : 아이쿠, 음식안전(질식+식중독)
https://www.youtube.com/watch?v=v3v_1QKNmao
46초, 출처 : EBS 아이쿠]

[4분

낯선 사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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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유치원 내 안전한 생활

식중독예방

6

화

제목 : 아이쿠, 유괴예방, 낯선사람방문
https://www.youtube.com/watch?v=ieN8VSJW2t8
처 : EBS 아이쿠]

[7분, 출

〔4분 38초 출 처: 깨비키 즈 토토 의 생활 안전〕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영역
월

7
•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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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월

화

교통안전/

수

재난안전(화재)/

목

신변∙폭력/약물사이버/

금

바다에서의 안전

햇볕이 뜨거워요

안전횡단 5원칙

햇볕이 뜨거워요

우리집 독성분이 있는 화학제품

제목 : 뽀로로와 함께 바다야 안전하게 놀자
https://www.youtube.com/watch?v=4n_5Ud8_BVo
[2분 45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제목 : 햇볕이 뜨거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SgsaupRxPo
[3분 24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안전횡단 5원칙
https://www.youtube.com/watch?v=o522K1liPbM
[47초, 출처 : 경기도경찰청]

제목 : 햇볕이 뜨거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SgsaupRxPo
[3분 24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우리집 독성분이 있는 화학제품은 어디 숨겼을 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Apc4Py2EaFI
〔3분 10초 출처: 아동안전교육〕

신발을 꼭 신어요!

일사병 열사병

차가 멈추었는지 살피고 건너요

안전한 해외여행-테러

나쁜 느낌이 들 땐 선생님과 부모님께 꼭 말해요

제목 : 신발을 꼭 신어요(계곡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cub7WWO0mjc
[2분 3초, 출처 : 깨비키즈]

제목 : 일사병, 열사병
https://www.youtube.com/watch?v=ij0qnOKsaRQ
[1분 56초, 출처 : 국민안전처]

제목 : 차가 멈췄는지 살피고 건너요
https://www.youtube.com/watch?v=WHGrHJQMysQ
[3분 41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안전한 해외여행 – 라온, 누리, 제나편
https://www.youtube.com/watch?v=eO—Mrl3_DQ
[10분 27초, 출처 : 외교부]

https://www.youtube.com/watch?v=aEKDhIMmXbs
〔5분14초 키드키즈넷〕

유괴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안전한 지하철 이용

미세먼지

엄마아빠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요

제목 : 아이쿠, 네 얼굴의 카르망(유괴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BPhhAJ
MxR-c [7분 6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홍보
https://www.youtube.com/watch?v=mhm0MM0jI1c
[2분 4초,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제목 : 아이쿠, 안전한 지하철 이용
https://www.youtube.com/watch?v=YCAtmeC_v6I&t=11s
[7분 7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아이쿠, 까만 것의 정체는
https://www.youtube.com/watch?v=7OUa-GD9Cnc&t=38s
[2분 32초, 출처 : EBS 아이쿠]

https://www.youtube.com/watch?v=tua44A4N_1I
〔3분28초 출처: 아동안전교육〕

물놀이가 좋아요

저승사자 퇴치법

안전하게 걷는 법

가마솥 찜통 “폭염”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제목 : 물놀이가 좋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8v8HnJp8KKQ
[5분 17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저승사자 퇴치법
https://www.youtube.com/watch?v=W_RdAALVA8c
[3분 47초,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제목 : 안전하게 걷는 법
https://www.youtube.com/watch?v=9x-FU8M4RJc
[3분 53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가마솥 찜통 ‘폭염’
https://www.youtube.com/watch?v=hro40d1YTQs
[2분 38초, 출처 : 국민안전처]

https://www.youtube.com/watch?v=tX7p1wmkptA
〔3분23초 출처: 아이파파〕

물놀이 안전

아동학대

항공기 이착륙 안전

폭염 대피

집에서도 안전하게 놀아요

제목 : 안전한 물놀이
https://www.youtube.com/watch?v=qmE-7n
zWO40 [5분 37초, 출처 : 키드키즈넷]

제목 : 이런 행동도 ‘아동 학대’, 부모들의 실수 3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IgdVQptNHag
[3분 50초, 출처 : YTN NEWS]

제목 : 여행의 정석, 항공기 이착륙 안전상식편
https://www.youtube.com/watch?v=6QXCvP4Q9Vg
[2분 29초, 출처 : 제주항공]

제목 :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NoC6D3y0K7A
[30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 TV]

https://www.youtube.com/watch?v=U-QG9x2USnI
〔3분5초 출처 SAFKA〕

음식에는 비밀이 있어요

언어폭력

교통사고 대처법

황사․ 미세먼지

쉿! 아무도 없어요

제목 : 음식에는 비밀이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WsinkR
H16UU [3분 24초, 출처 : 누리놀이]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언어폭력)
https://www.youtube.com/watch?v=RyfXSBm4DUY
[6분 58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폴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xc1eTFtz5po
[5분 19초, 출처 : 로보카폴리TV]

제목 : 미세먼지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습관
https://www.youtube.com/watch?v=FiBo-BTMnu4
[5분 56초, 출처 : 환경부]

https://www.youtube.com/watch?v=Rxhy9xzyT70
〔5분44초 출처: 키드키즈넷〕

아이쿠배야!(식중독예방)

학교폭력 예방

차량탑승안전

불괴물이 나타난다면?

소중한 나 내가 지켜요

제목 : 아이쿠배야(식중독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TsT77hD
-LIs [7분 2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학교폭력 형태별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dvX_I6Z5LC4
[5분 20초, 출처 : 도란도란]

제목 : 아이쿠, 차량탑승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HKtfFdwU_UY
[6분 51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불괴물이 나타난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drAQ8rNon-A
[3분 14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Foz8FvRXyJs
〔7분5초 출처: 꾸야야의 생활습관 동화〕

식습관 바로잡기

학교폭력예방

자하철 에티켓

태풍 강풍 폭풍우 안전

친구가 싫어해요

제목 : 영유아 편식습관 바로잡기(급식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8ToVey
C6PqE [4분 19초,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목 : 내 마음이 들리니?
https://www.youtube.com/watch?v=CvtL6D5nEak&index=11&lis
t=PLTqTjS6mSbgIbeeB_qQy4MfYMunDHTjjK
[4분 26초, 출처 : 교육부]

제목 : 라바, 지하철 에티켓
https://www.youtube.com/watch?v=SFMe7zVEEFw
[2분 21초, 출처 : 라바 TUBA

제목 : 태풍 강풍 폭풍우 안전행동 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1gDlu-4xCzA
[5분 3초, 출처 : KDL SmartSafety]

https://www.youtube.com/watch?v=4NF5v5yPlVE
〔4분23초 출처: 토모노트〕

가정안전(주방+TV)

라바 아동학대 예방 캠패인

비행기 안전

지진 지진해일

사이좋게 지내요

제목 : 아이쿠, 가정안전(주방+TV)
https://www.youtube.com/watch?v=VVvav0J
aSdE [4분 38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라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https://www.youtube.com/watch?v=iJjeBSzgmOU
[1분 14초, 출처 : 라바 TUBA]

제목 : 기내안전영상, 네이버웹툰, 에어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ZGq52zEQQKI
[3분 14초, 출처 : 웹툰 TV]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지진, 해일편)
https://www.youtube.com/watch?v=k-k5daYv0wE
[6분 3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https://www.youtube.com/watch?v=VVq8En-tMRE
〔3분25초 출처: 허쉬위쉬〕

전기콘센트 안전

성폭력 예방

차를 탈 땐 안전벨트를 꼭 매요

지진 도전 안전벨

입장바꿔 생각해봐

제목 : 아이쿠, 전기콘센트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ePDOsB
hRzdk [7분,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우리는 소중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H33w7Y72U0s
[3분 28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차를 탈땐 안전벨트를 꼭 매요
https://www.youtube.com/watch?v=axn6lwHa3Rg
[5분 18초, 출처 : 로보카폴리TV]

제목 : 지진, 도전 안전벨
https://www.youtube.com/watch?v=cqJTcgfGH-M
[4분 20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UgMn-Me_pFQ

실종예방

보여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누가 집을 흔들어!

내동생은 쌍둥이가 아니야

제목 : 아이쿠, 여기가 어디야?(실종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PsCQ7r5H8sI&spfr
eload=1 [7분 2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보여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s-YRze6anH4
[3분 53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터널 속 유치원 버스 넘어져, 안전벨트 빛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baeC8fqP5Fk
[1분 43초, 출처 : YTN NEWS]

제목 : 아이쿠, 누가 집을 흔들어(지진)
https://www.youtube.com/watch?v=MYfF2SJ-4JE
[7분 6초, 출처 : EBS 아이쿠]

https://www.youtube.com/watch?v=N54p
Q9hCBUo

전기안전수칙

유아 성교육

교통표지판과 교통규칙

미세먼지 안전수칙

우리는 모두 자라요

제목: 번개맨과 함께 알아보는 전기 안전 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LNpStA
26EqI [1분 19초, 출처: 국민안전처 안전한TV]

제목 : 유아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bf69g90drT8
[2분 25초, 출처 : 허쉬위쉬]

제목 : 교통 표지판과 교통 규칙
https://www.youtube.com/watch?v=SFc_T1TVvYc
[2분 51초, 출처 : 토모노트]

제목 : 국민이 안전이와 함께 황사 미세먼지 안전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fzXv67DU5fw
[2분 52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 TV]

https://www.youtube.com/watch?v=bf69g90drT8
〔2분 24초〕

놀이공원 안전7분 33초, 출처 : EBS]

서로의 경계를 지켜요

자전거 안전

지진해일, 쓰나미

내 비밀을 말해도 될까?

제목 : 출동! 파이어로보, 키즈파크로 출동
https://www.youtube.com/watch?v=iRIjjucaE6E

제목 : 서로의 경계를 지켜요
https://www.youtube.com/watch?v=17y1Fm-OcBU
[4분 10초, 출처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제목 : 달려라 아이쿠, 날아라 비비, 자전거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zsTC0dtEafo
[7분,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지진해일, 쓰나미
https://www.youtube.com/watch?v=Q-1HnyChmjY
[1분 27초, 출처 : 대한적십자사]

https://www.youtube.com/watch?v=oSf5zVOFw0E

안전한 등산

응급처치

자전거 안전 시험

올바른 119 신고방법

성폭력예방 캠패인

제목: 동화속 공주님들의 소풍(안전한 등산)
https://www.youtube.com/watch?v=6l5eVj9z
CZc [4분 13초, 출처 : 지니키즈]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응급처치편)
https://www.youtube.com/watch?v=yKn0RgwS8QM
[6분 24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목 : 폴리, 자전거 안전 시험
https://www.youtube.com/watch?v=YG400sbWgX8
[5분 18초, 출처 : 로보카폴리 TV]

제목 : 올바른 119 신고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t1jKgfAVisk
[2분 11초, 출처 : 교육부]

https://www.youtube.com/watch?v=JoLDImQvels

캠핑안전 수칙

용서하는 코끼리 – 존중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붕괴현장에서는

같은 듯 다른 우리 몸

제목 : 캠핑활동 안전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nqsaCqk
qQdY [2분 46초, 출처 :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제목: 용서하는 코끼리
https://www.youtube.com/watch?v=Pfbslu_fjrQ
〔3분8초, 출처 MBC 톡톡 키즈)

제목 : 폴리,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https://www.youtube.com/watch?v=1kKNB2VoDRQ
[5분 20초, 출처 : 로보카폴리 TV]

제목 : 붕괴현장에서는 이렇게
https://www.youtube.com/watch?v=QhB5SgD8LmA
[3분 58초, 출처 : 국민안전처]

https://www.youtube.com/watch?v=7aFSBcBiOZU&list=PL3PBX
jRkFYry7SGs8KFBkxgK8p_d0RLyH

베란다에서 놀지 말아요.

같이 놀고 싶어요- 존중

인라인 킥보드 안전

지진 안전 수칙

유괴 성폭력 예방 법

제목 : 베란다에서 놀지 말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gk2l32h
8NQc [2분 31초, 출처 : 깨비키즈]

제목: 같이 놀고 싶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K2WRPTEbnXs
〔6분51초, 출처: 아이렴넌트에듀〕

제목 : 인라인, 킥보드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m9LD3wxEPlU
[4분 4초, 출처 : EBS]
https://www.youtube.com/watch?v=MZeSMGmI_Ik [54초, 출처: EBS]

제목 : 국민이 안전이와 함께하는 지진안전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7UlVox6ejRc
[2분 27초,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84mdQPfp4gM

안전하게 생활하기

아토피 마왕을 잡아라!

인라인스케이트 안전

지진 지진해일 예방 수칙

포돌이 포순이의 안전교실-아동학대

제목: 아토피 마왕을 잡아라!
https://www.youtube.com/watch?v=WHa2BFWxdOo
〔9분16초 출처: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제목 : 춤추는 신발(인라인스케이트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DuPhh8EAUgY
[7분 1초, 출처 : EBS 아이쿠]
https://www.youtube.com/watch?v=meuUiyVcgJc [54초, 출처 : EBS]

제목 : 지진, 지진해일 예방 안전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Fx6Dpef8NAo
[5분 19초, 출처 : 기상청]

https://www.youtube.com/watch?v=-bZuTo6L9jU

전자렌지에 넣지 말아요

동상응급처치 동영상

주차장에서 장난치면 안돼요

눈에서 대설까지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목 :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1I-3BV6sj
Po&t=3s [3분 46초, 출처 : 깨비키즈]

제목 : 동상응급처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SHJ3xIXN78
[2분 11초, 출처 : 고양소방서]

제목 : 폴리, 주차장에서 장난을 치면 안돼요
https://www.youtube.com/watch?v=oumhI2HrVAw
[5분 18초, 출처 : 로보카폴리TV]

제목 : 눈에서 대설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oVUehQfOIhw

https://www.youtube.com/watch?v=hzZhb93ToNs

가전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성범죄 예방

오토바이를 조심해

119신고 이렇게 하자

어린이 폭력예방

제목 : 아이쿠, 가전제품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mR5Es0
KbMKE [6분 52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성범죄 예방, 해님달님편
https://www.youtube.com/watch?v=dtKEDQU06Gk
[46초, 출처 : 여성가족부]

제목 : 폴리, 오토바이를 조심해
https://www.youtube.com/watch?v=Lr0516UWGII
[5분 18초, 출처 : 로보카폴리TV]

제목 : 119신고 이렇게 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KcKlBOsfWq8
[4분 4초, 출처 : 소방방재청]

제목: 아이쿠왕자지구순찰일지 (어린이 폭력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ABv8dK5YV_U
〔7분2초 출처: EBS 우당탕탕 아이쿠 시즌〕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하임리히 응급처치

후진차량 안전

가스안전 송

인터넷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제목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tWVWL
A5Raws [1분 43초,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제목 : 아이쿠, 질식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jpJB-dFSN_g
[7분 8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어린이집 후진 차량에 ‘쾅’, 사망한 2살 아이
https://www.youtube.com/watch?v=AYGf1rDKnNw
[1분 28초, 출처 : SBS NEWS]

제목 : 대국민 가스안전송
https://www.youtube.com/watch?v=E3Be5JKcuyA
[3분 45초, 출처 : 대국민 가스안전송]

https://www.youtube.com/watch?v=YLnC1JrHDyI

눈오는 날 안전

괜찮니? 체조 (자살예방)

사각지대

안전한 해외여행- 테러

인터넷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 : 아이쿠, 눈오는 날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tm4J0V
U2s8 [7분 2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괜찮니 체조, 신촌 플래시몹
https://www.youtube.com/watch?v=6pPNWFvf3fA
[1분 26초, 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제목 : 아이쿠, 사각지대 교통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d3J2c7_uQw4
[7분 1초, 출처 : EBS 아이쿠]

제목 : JTBC와 함께하는 해외안전여행
https://www.youtube.com/watch?v=ebgctVDR_9o
[40초, 출처 : 대한민국외교부]

https://www.youtube.com/watch?v=3-mJ0fC_G7Y

제목 : 국민이 안전이와 함께하는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qMpSI0
457hY [[1분 19초, 출처: 국민안전처 안전한TV]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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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3

가정통신문‘건강·안전 365!’연간 계획(안) 수립

월

생활주제

3

유치원과 친구

4

가정통신문(건강·안전 365!)

봄 / 동식물과 자연 /

■ 황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 약물 오남용 예방 체크리스트

흙과 우리생활

5

나와 가족

6

우리 동네와 안전

7∙8

■ 화재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안전한 유치원 생활 부모님들이 도와주세요.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물과 우리 생활 /
여름과 건강 / 교통기관

안전영역
재난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 교통사고 관련된 유아행동 특성
■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요.
■ 유아 성교육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지진 시 바른 대처 행동
■ 안전한 생활습관으로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재난안전
생활안전

■ 물놀이 할 때 지켜야 할 안전
■ 가정에서의 안전 ‘우리 가족 약속’ 만들기

생활안전
생활안전

9

세계 속의 우리나라

■ 가정용 화학제품 먹었을 때 응급처치

응급처치

10

가을 / 바람과 우리생활

■ 방사능 오염 대비를 위해 알아두세요.

재난안전

11

생활 도구 /
빛, 소리와 우리생활

■ 식품 첨가물, 얼마나 알고 계세요?
■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식생활교육
생활안전

12∙1

겨울

■ 화상 응급처치 방법
■ 인터넷 중독 진단해 보세요.

응급처치

Ⅲ

건강·안전 365!

1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직원 안전역량 강화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
가. 재직기간 중 3년마다 안전교육 15시간 이상 연수 이수
나.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자체연수 실시

2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직원 안전교육
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 초등연계)
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연 최소 3시간, 3년마다 이수 – 소방서, 초등연계)
다. 교통안전 담당교사 연수(2년 1회 – 의정부교육지원청 연계)

순

일시

1

2022.3

■ 성폭력예방 및 아동학대 등 안전교육(유치원교원)

2

2022.4

■ 2021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전달연수 및 교직
원 안전연수, 2021학교안전계획 교직원연수

3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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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대상 안전 연수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응급처치, 감염병
관련 교직원연수

비고(주관)
한국양성평등원
초등학교
안전담당교사
안전담당교사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Ⅳ

건강·안전 365!

1

아동학대 Zero화 추진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조성

가. 생활과 실천이 있는 교실 내 인권 정착
1) 협동과 협력의 학급 분위기조성 - 칭찬스티커, 성과 위주의 상장주지 않기
2) 수용과 애정의 자아 존중감 높은 교실 만들기 – 체벌, 타임아웃, 교육활동 배제 않기
3) 좋은 친구가 되려면? 약속 정하고 실천하기
4) 행복한 00반이 되려면? 함께하는 약속 맺고 실천하기
나. 공감과 신뢰의 관계 형성하기
1) 교사, 유아, 학부모간 따뜻한 관계 맺기 – 따뜻한 아침 맞이, 이름 불러주기, 유아 중심으로
바라보기
2) 공감과 소통이 있는 신뢰관계 쌓기 – 미소, 눈맞춤, 적극적 경청, 친절

2

아동학대예방 교육

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육대상

유아, 학부모, 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 교육과정 내 연간 안전교육 시수 확보하여 예방교육 실시, 유관기관 연계하여 실시

방법

- [전교직원] 초등과 연계하여 자체 연수 실시
- [학부모] 부모교육으로 학부모 모임 시 예방교육 실시
◈ 아동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 아동학대 유형별 내용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
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내용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
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신고자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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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육대상

교직원 전체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전교직원] 초등과 연계하여 자체 연수 실시
- [학부모] 입학식 당일 학부모 모임 시 예방교육 실시

방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학생체벌 방지, 기타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내용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성 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방임(Neglect)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고자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비고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
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3]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내 몸의 소중함

유아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2

교육 방법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아동학대신고 의무 관련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절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음.)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기준
1) 관련 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제2항)
2) 신고의무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복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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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용 앱
착한신고 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 관련 다양한 자료 제공
·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착한신고’ 또는 ‘아동학대’를 검색

3

아동학대 사안처리

가. 아동학대 발견 • 인진 후 처리과정
- 사실 발견(인지) : 상담, 면담, 제보, 신고 등으로 발견(인지) 후 즉시 신고
- 보호조치 : 사실 발견(인지) 즉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비밀유지) 협조요청※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112)
- 최초보고 : 피해자가 학생이므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간주 됨 / [사안보고서] 참조
※
학·폭 사안처리 기준에 의해 『최초보고』 필수(비밀유지 준수)
- 출석인정※: 피해아동 우선 보호조치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확보된 사실확인서 등)
- 비밀전학※ : 전문기관 등에 의해 보호거주지 인근 등으로 비밀전학 요구 시 처리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2(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제1항 등
- 최종보고 :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가 원칙이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보고(비밀유지 준수) 제출함.

2) [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의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 조치
- 사실조사: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하여 학대혐의 판단
- 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실시

3) 아동학대 행위 사실 확인 후 조치(전문기관, 경찰 등)
- 피해아동: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후견인 및 보조인 신청 등
- 학대행위자: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법적 처분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사건, 아동보호 사건 등으로 처리)
- 이후 종결 및 아동 가정에 상담,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 필요 서비스 제공

나. 아동학대(가정폭력) 사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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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전문기관)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처리되어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함.
◈ 교육지원청 Fax 보고 서식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및 사안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아동학대(가정폭력) 사안 발생 및 전문기관의 아동 일시보호조치 시 최초 보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가한 경우도 사안 최종보고 필요
※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시군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보고

라.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 우선 취학
- 취학에 필요한 절차 완료 전이라도 출석하여 학습할 수 있음
-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아동학대 피해아동 비밀전학 관련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가정폭력가해자
(친권자 포함)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
을 허가한다.
※ 객관적인 자료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
담 사실확인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 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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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기결석 및 미취학 관련 사안처리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유선 연락은 다른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를 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합니다.
▪학교장은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미취학 또는 미입학하는 경우 아동(학생)을 동반한 보호자
면담(내교)을 요청하며, 면담 요청 통지 시 면담(내교)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됨을 보호
자에게 안내합니다.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아동(학생)의 주소
지에 직접 전달합니다.(보호자·학생이 부재 중으로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내용 증명 발송)
▪유선 연락 또는 가정 방문 후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발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에는 112에 우선 신고하고, 추후 공문으로 수사를 의뢰합니다.(학교장은 경찰
수사의뢰 공문을 첨부하여 해당사실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연락처 및 소재지,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이 교육장에 보고하거나 읍·면·동장에 통보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비밀전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읍·면·동장에 전학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학교교육과-3473과 관련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관리 대응 매뉴얼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체크리스트(예시) ◈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
하는 모든 행위
타 가학적인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처(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 등)
【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 】다른 아동이 다가올 때 공포감을 느끼는 행동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과도한 수면 부족 증세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폭력성향, 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등 비정상적 반응

성 학대
방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저해하는 모든 행위
【
【
【
【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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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음식 구걸, 도둑질
】지속적 피로·불안정 호소, 수업 중 과도한 수면

건강ㆍ안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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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 다음과 같이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내용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어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장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어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원장과 소속 구성원(어룡초
등학교병설유치원의 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원생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폭력의 정의)
제3조(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
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연초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
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
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
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발방지조치 등)
제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2021. 3. 1
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모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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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안전관리

유치원 실내·외 안전점검
가. 유치원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지산 안전 점검의 날’(매달 4일) 운영
※ 초등연계, 교육과정연계 ‘안전체험의 날’과 병행하여 실시
나. 유치원 구성원들이 매일하는 재난대비 ‘일일화재예방점검’ 실시(초등연계)
다. 정기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실내, 외 안전점검’(연 2회 - 4월, 10월) 실시
분야

점검 항목
1.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
◦ 유치원장, 행정실장, 안전보건 담당자로 구성․운영
2.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유
치
원
전
반

◦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점검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
3.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판 및 포스터, 표어 등을 부착
◦ 복도 내 좌․우측 통행도로 황색 실선표기,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을 착용, 계단, 창문 옆 난간 등에 추
락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전도위험표지 등
4.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교육
5. 사고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시행
◦ 기 발생된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분야

점검 항목
1. 책․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질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부분은 라운딩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예방
◦ 책․걸상의 정기적 수리․교체 안전도 유지 및 못 등 돌출부에 의한 자상방지 대책 강구
2. 전기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등 점검
◦ 정기 규정 용량 초과 사용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대선사용 금지
◦ 교실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피복부에서 덮개 실시

교
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선풍기, 에어컨, 실험기자재 등)
3.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안

◦ 깨어진 유리교체 및 청소 시는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함

전

◦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깨진 유리조각, 파편 청소 시 안전장갑 사용
◦ 유리창에는 칼라(백색)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
4.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상태
◦ 교실바닥 물기제거 및 청결 유지
◦ 교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방지
◦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이 실시
5. 실내의 환기 및 조명상태
◦ 조명설비의 정기적 청소 및 상부 백열조명 등을 사용 적정 조명 유지(최소 300Lux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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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점검 항목
◦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시력저하 방지(블라인더, 커텐 설치 등)
6. 교실 내 적정 소음수준도 유지 등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
◦ 소음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해 방음벽 및 이중창 설치로 교실 내 소음발생 수준도 50dB(A)이하 유지
◦ 온․습도 조절을 위한 가습기, 에어콘 등 비치
7. 기타
◦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 방지
◦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
◦ 학교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 적설, 동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
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학생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놀이시설의 안전성
◦ 놀이기구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부위 결함 유무
◦ 모래놀이영역의 미세모래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모래 턱은 고형물질(나무, 철 등)사용금지
◦ 미끄럼틀 또는 그네의 안전거리 확보 확인

놀
이
시
설
안
전

◦ 회전체 기구 주위에 사람 접근 방호장치 설치
2. 유원장의 청소 및 관리
◦ 운동장 주변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신속하게 개․보수 및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락 방지
◦ 운동장 주변 파손된 울타리, 벽 등은 개․보수 및 교체, 안전난간, 안전축대 설치
3. 기타 놀이시설 안전 유무
◦ 실외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안전수칙교육
◦ 기타 유치원 및 놀이시설물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4. 담장 Crack발생(5mm이상) 및 기울기 확인
5.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 실시
1.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유지
◦ 계단, 복도 등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구비

복
도
계
단
안
전

2. 계단 및 난간의 안전 유무 등
◦ 계단 난간의 높이는 90cm이상이 되도록 하고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
◦ 목재로 된 난간은 5㎠ 이상의 단면을, 금속제 파이용으로 된 난간은 4cm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으로
설치
◦ 난간은 어떤 곳에서도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난간의 지주는 2m 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단면과 난간 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
◦ 계단참은 그 높이가 3.7m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간에 계단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cm 이상 되도록 할 것.
◦ 불균형 계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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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 위험성 진단 및 학교 안전공제회 가입
1) ‘학교안전위험성 진단 매뉴얼’ 반영(’2021. 2학기) 진단하여 ’2022년 유치원안전계획에 반영
2)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안전공제회 가입
3)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 유치원 안팎의 행사 전에 교직원 사전답사 의무(답사 후 보고서 제출)

나. 방문객 출입 방침
1) 외부인 출입 시 방문자 기록대장 작성 및 수시 점검
2) 방문객 출입통제를 강화, 수업시간 중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 금지 원칙

다. 물품(교육활동자료 및 간식) 수령 방법
1) 택배기사의 유치원 출입도 일반인의 출입통제와 동일한 절차 적용, 택배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의 원 입구 진입 허용(초등 행정실과 협의)
2) 택배차량이 교내에 진입하는 경우 지정된 주차구역 이용 및 등, 하원시간대 교내진입 불허

라. 유아들의 통학 안전
1) 유치원 출입문 앞 도로 차량 속도위반 단속, 방범기능,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
2) 초등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폴리스(police), 학교 안전 지킴이(보안관)의 지원 및 유아 교통안전 캠페
인 지속적 실시로 등․하원 시 교통안전 예방활동 강화
3) 등, 하원 시 보호자와 동반 원칙, 귀가 시 시간과 동반자 기록(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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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강·안전 365!

그 밖의 교육활동 안전 강화

1 유치원 밖 교육활동 안전계획 수립
가. 유치원 밖 체험학습 운영 관련 근거
- 2022학년도 학생안전 종합계획-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2021.12.)
나. 1일형 체험학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
‣
‣
‣
‣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유아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유아 안전대책 방안
유아,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그 밖에 원장이 체험학습 유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1회 실시.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 생략가능(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
사전 답사

➡

참가규모

➡

◦ 3학급 이하 또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가 원칙이나 4학급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 실시가능

교사
안전연수

➡

◦ 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연수 실시

유아
안전교육

➡

◦ 참여 유아들에 대해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시
(교육 후 현장체험학습정보방에 공개-유치원은 해당없음)

참여여부 조사

➡

◦ 체험학습 내용 사전안내 및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 미 참가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비상연락
체계 구축

➡

◦
-

인솔자 확보

➡

◦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유아 26명(만5세 기준)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급당 인솔 교사 1명 이상 인솔가능(참여 유아 26명 기준 인솔 교사 1명 이상)

여행자 보험

➡

◦ 유아·인솔자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 1일형 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ㆍ항공ㆍ산악ㆍ장기도보 등)은 유아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인 만 9세 ~ 24세인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
인하고 참여하나 유치원의 경우는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에 해당되지 않음

차량안전

➡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 서식2)
◦ 1일 형은 유치원 자체 음주 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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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실시경로, 예정지와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부합여부, 거리, 소요 시간, 수용인원, 안전‧위생
상태,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체험학습 참여 유아ㆍ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M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사안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2
순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교육 내용
재난
유형

정 의

유 치 원 조 치 사 항

통상 30〬C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 되는 현상

1

폭
염

폭염
주의보

일 최고 기온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일 최고 기온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
․
․
․
․

비상연락망을 점검 확인
유아 행동 요령 교육 ․실외 야외활동 자제
식중독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공통)
건강상태 수시 확인(공통)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실외 야외 활동금지
실외수업 실내수업으로 대체

몽골과 중국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 하늘을 덮었다가 떨어지는 현상

2

황
사

황사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를 2시간 지속될 것 예상

황사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이
상 2시간 지속될 것 예상

․ 비상연락망을 점검 확인

․ 유아행동요령 교육

․ 실내 학습활동으로 검토 조정
․ 유치원 급식관련 위생관리 점검
․ 황사 관련 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유아 급식 관련 위생관리 강화
․ 실내, 외 청소하여 먼지 제거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ⅿ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함
․ 비상연락망을 점검 확인

3

태
풍
집
중
호
우

태풍․집중
호우
주의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
일이 예상될 때

․ 유아행동요령을 교육

․ 재난방송 청취하여 집중호우 예보 및 경보 확인
․ 유치원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 운용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 필요시 등 하원 시간 조정, 휴업 결정

태풍․집중
호우 경보

강우량이 200ⅿ이상 예상될 때

․ 유아행동요령을 교육

․ 유아 야외 학습활동 검토조정

․ 유치원내 위험지역 접근 금지
․ 등하원시 위험상황을 확인 대응 조치

일정시간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
․ 재난방송 통해 대설 예보․ 경보를 청취
대설
주의보
4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

․ 비상연락망을 점검 확인

․ 유아행동요령을 교육

․ 제설장비․인력․자재를 점검
․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용 ․ 유치원내 위험지역 지정 표시

대
설

․ 필요시 등 하원 시간 조정, 휴업 결정․
대설
경보

유아행동요령을 교육
눈을 밟으면 신발이 빠지는 상황(20ⅿ이상)

․ 유치원입구, 출입구, 계단 등 제설작업
․ 등하원시 위험상황을 확인 대응조치
․ 피해상황 파악 후 교육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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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재난
유형

정 의
병명

감
염
병

5

유 치 원 조 치 사 항

주요증상

전염기간

수두

발열, 피로감, 피부
발진

수포가 생기기 1-2
일 전 부터 모든 수
포에 가피가 형성이
될 때까지

인플루
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증상발현 후 9일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두통, 근육통

침샘이 커지기 1-2
일 전부터 9일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발병 후 7일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통증, 눈물, 눈
곱, 두통

인두에서부터 2주일

발열, 복통, 구토

발병 후 4주 이내

세균성
이질

․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즉시 귀가시키고 보호자와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알린다.
․ 감염병 확진학생은 완치되어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
교를 중지시킨다.
․ 감염병 확진학생과 접촉이 있었던 학생들을 관찰하여 부
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에 발병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유행 시 대중시설 이용이나 단체활동은 자제한다.
․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감염자 접촉 장소, 시설물, 취약지역
등의 소독을 강화하고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예방단계

정의

식
중
독

6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로
발생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함

의심단계

․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 교실 배식 시 위생관리
․ 식중독 의심 증상 담임 또는 보건교사에게
즉시보고
․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 2
명이상 동시발생시 신속한 보고

주요
증상

예방
방법

발열, 두통, 복통, 설사, 구토 등 원인식

역학조사

․ 역학조사 전 사전조치 사항 확인

품을 섭취한 후 30분-24시간 이내에 나

단계
(신고당일)

․ 유치원식중독 대책반 가동
․ 역학 조사 협조

환자완치

․ 식중독 환자 완치 시 까지 환자 발생현황을
일일보고

타남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단계

․ 개인위생 지도 강화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성냥, 라이터, 촛불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벨브를 잠근다.
실내
화
재

7

▸전기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빼놓는다.
야외

3

▸전자레인지 사용 시 은박지를 벗긴 후 사용한다.

▸공터나 야산에서 불 피우기나 폭죽놀이를 하지 않는다.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

재난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
2022 지산초등학교 학교안전 계획에 의거 초등과 연계한 ‘재난대응’ 계획 수립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역량을 강화
유치원 안팎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
안전사고 대비, 대응 토대 구축을 기반으로 유아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유치원(학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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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원 위치도

◦ 소방차 진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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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급 상황 시 비상대피로

지산초 병설유치원 비상대피도

자
료
실

6

초등과 연계한 비상 대응 훈련
지진 대피훈련(연 1회):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초등과 연계
화재 대피훈련(연 4회): 민방위의 날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초등과 연계
대피소 대피훈련(연 3회): 민방위의 날 및 비상 시 초등과 연계
훈련 방향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시스템 확립 및 유치원(학교)현장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
훈련 중점
▪학교(유치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취약분야를 중점으로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태세 확
립 및 재난 대응능력 제고
▪학교(유치원)현장 취약지역 점검 및 보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대응훈련 실시
▪학교(유치원)현장을 매개로 지역주민까지 안전문화 확산
▪현장중심의 다양한 훈련방법 적용을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훈련 계획
▪실시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응 훈련 주간 : 2022. 5. 16(월) ~ 2022. 5.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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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 : 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학생, 유치원아 및 교직원
▪훈련 중점 과제 : 학교(유치원)현장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 강화
- 재난발생시 대피절차 및 행동요령 습득을 위한 실질적 훈련 실시
▪재난대응훈련주간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대피유도요원 임무 및 조직
▪임무 : 재난위험경보 발령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안전장소로 대피유도임무 수행
- 병목구간 안전사고 통제(유치원, 특수반, 저학년 우선 통행)
- 대피유도요원 중 전담교사가 수업시에는 해당 담임교사가 임무를 대신함.
- 공익근무요원과 별관 1층 대피유도요원은 재난위험경보 발령 시 ‘함께하는 반’ 학생 대피 후 임무 수행
- 각 층별 대피유도요원은 각 실별 학생 유무 확인 후 최종 대피(교실, 화장실, 특별실 확인 점검)

▪유치원 대피유도요원 조직
통제구간

대피유도요원 역할
내

건

용

물
대피순서

유치원동

역

할

꽃잎

새싹

열매

2

1

3

-대피로 확보
-원아대피인솔
-최종인원점검

-원아대피인솔
-건물안 확인
-대피인원보고

-대피로 확보
-원아대피인솔
-대피인원보고

안전한 대피장소
화재 대피 시
▪ 유치원을 바라보고 가장 오른쪽 운동장 (신관쪽)
▪ 소방차 이동 경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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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피 시
▪ 1차 지진 발생 시: 책상 아래, 생명의 삼각형 공간
▪ 실외 대피 시: 유치원을 바라보고
가장 오른쪽 운동장 (신관)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7 유치원 내 비상대책반 조직 구성(초등 통합)
가. 감염병 대응 조직도

나. 안전사고 대책반 조직도(사고대응 일·이·삼: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대 책 반 장
교(원) 장
대 책 부 반 장
교(원) 감
현장대응팀

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외부지원팀

▪ 생활인권부장

▪ 교무부장

▪ 행정실장

▪ 파주교육지원청

▪ 학년부장

▪ 기타부장

▪ 행정실무직원

▪ 경찰서

▪ 생활지도담당교사

▪ 생활지도담당교사

▪ 소방서

▪ 사안관련교사

▪ 상담교사

▪ 학교운영위원회

▪ 보건교사

긴급지원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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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학사일정
심리상담
언론대응

행정지원

자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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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난대응(자위소방대) 조직도

대 책 반 장
교(원) 장
대 책 부 반 장
교(원) 감
상황반

대피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

▪ 교무부장

▪ 각반 담임

▪ 보건교사

▪ 행정실

▪ 연구부장

▪ 유치원 담임

▪ 상담교사

▪ 영양사

▪ 생활안전부장

▪ 전담교사

▪ 사서

▪ 실무사

▪ 안전담당교사

▪ 특수교사

8

사고(사안)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가. 사고(안) 발생 시 대응체계

1)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 요청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2) 유치원‧교사‧유아‧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3)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4) 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 학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업무주무부서, 도교육청 체험학
습 안전담당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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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해당부서
주요 사안
급식, 식중독 등
보건,감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안전사고
유치원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아동학대
자연재난, 화재, 승강기 등

해당부서
학교급식협력과
학생건강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유아교육과
학교안전기획과

비고

연락처
031-249-0586
031-249-0292
031-820-0594
031-820-0595
031-820-0594
031-249-0925
031-820-0594
031-249-0683

Ÿ 유치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반드시 업무담당과, 학생안전과 동시 보고) 동시 보고해야하는 사고(안)는
- 교육활동 중 병원 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유치원)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또한 폭발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시설 피해가 심한 경우
- 학교(유치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학교(유치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유아교육과 ☎ 주간 031-249-0263, FAX 031-253-6209, 야간 031-249-0342】 【안전대표메일(24시간 가동)moe119@moe.go.kr】
【학생안전과 ☎ 주간 031-820-0790∼3, FAX 821-1098, 야간 031-820-0514, 0524】
※ 유치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업무주무부서와 학생안전과에 동시 보고할 것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나. 비상 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상황전파시스템
모바일 상황전파

가두방송

의정부교육지원청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방송, 비상벨,
모바일 상황전파

타종, 메카폰, 육성,
호루라기 등

방송실, 교무실

9

교직원 비상대책반 일반 책무(초등 통합)

구분

일반 책무
▪학교(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대책반장
:교(원)장

▪학교(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
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한다.
▪학교(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사고지휘관

▪학생(유아),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교(원)감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행정실장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
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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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원)장과 교육청의 담당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를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지시한다.
교사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을 확인한다.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보건교사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능직원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유아․학생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한다.
▪유치원(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교(유치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학부모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보호자
▪학교(유치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학교(유치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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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역할(초등 통합)

가. 유치원내 안전사고(안) 발생 시

나.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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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염병 예방 시
부서

책임자

업무영역

담당자

위원장

원장

총괄
책임자

원장

ㆍ감염병 관리를 위한 총괄 지휘, 감독, 지원
ㆍ필요하다고 인정 시 휴업(휴교) 등의 조치를 결정
ㆍ행정기관, 보도기관,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위원장

원감

총괄
부책임자

원감

ㆍ환자 발생 시 교직원의 역할 분담 및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정
ㆍ단체 활동 자제 등 학사 운영에 대한 협의 및 대책 마련

담임

ㆍ유증상자 현황 파악 : 결석학생, 유사증상자
ㆍ결석자 일일 원인별 동태 파악(가정과 연계)

보건

ㆍ유아/보호자 → 담임교사 → 교무부장 → 보건교사 보고체계 확립
ㆍ보건실 이용자 일일 원인별 파악
ㆍ일일환자현황(신규발병자, 완치자) 누계작성
ㆍ감염병 환자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보건

ㆍ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담임

ㆍ학급 유증상자 발견 → 보건실 의뢰
ㆍ환자 및 의사환자 등교 중지, 학원․과외 수강 금지
ㆍ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격리/가정학습에 대한 안내

보건

ㆍ보건실 방문학생 : 증상 확인하여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
ㆍ유증상자 귀가 조치 : 보호자와 연락, 의료기관 진료의뢰
ㆍ의료기관 진료 결과 확인하여 감염병 발생 가능성 확인

담임

ㆍ발병자와 긴밀한 접촉이 있는 학생 추적 관찰
ㆍ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견 시 보건교사에게 보고 및 진료의뢰

보건

ㆍ접촉자의 증상 확인하여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
ㆍ접촉자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ㆍ고위험군 특별관리

보건

ㆍ감염병 정보 및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및 홍보 제공

환자
각반
파악팀 담임교사

유치원
감염병
감시체계

계획(사전수립)

대응 요령

환자관리

환자
관리팀

보건
담당
교사
접촉자
관리

보건교육
행정실장

ㆍ보건담당교사가 제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포스터 등 제작 및 배포

행정지원

행정실장

ㆍ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 언론보도, 질병관리본부
ㆍ교육청과 협의하여 보호자, 언론 등에 일관된 자료제공
ㆍ역학조사 협조

방역

각실
담당자

학업관리

교무부장

출결처리

담임

ㆍ환자 및 의사환자 등교중지, 학원․과외 수강 금지
ㆍ완치 후 등교 시 출석인정
ㆍ출석인정에 관한 사후 결재 ㆍ유아학비 출결상황과 일치 확인

생활지도

담임

ㆍ유아 생활지도 철저 및 감염병 예방요령 교육(대중시설 이용 자제)

행정
행정실장
지원팀

학사
관리팀

- 33 -

교무
부장

ㆍ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실시
ㆍ감염자 접촉 장소 소독 및 관리 철저
ㆍ학생이 다수 이용하는 급식실, 매점, 급수시설 등의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ㆍ상황판 작성 ㆍ발병 학생 수업결손 대책마련
ㆍ단축수업 및 휴업 실시 여부 판단
ㆍ현장학습, 교내 행사 등 단체 활동 자제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Ⅶ

건강·안전 365!

1

복구 활동

피해 보상 청구
가.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한다.
나. 가입시기: 학기 초 4월 중 학교안전공제회의 안내 후 의무가입(행정실 협조)
다.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http://sss.ssif.or.kr/
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 http://schoolsafe.or.kr
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해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을 청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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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청구 절차

건강ㆍ안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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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Ⅷ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및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최소화, Zero화 될 것이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형성된 안전한 생활습관으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존중과 배려를 통한 신뢰와 안심의 유치원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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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

Ⅷ
1

유치원 안전사고(사안) 보고서
기 관 명

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기 관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운정1동 경의로 1274

상해유아 명

성별

사 고 일 자

년

남 여

월 일

전화번호

031) 942-6744

생년월일

년

사고시간

목 격 자 명

월 일
am/pm

부모에게 연락한 사람

연 락 시 간

am/pm

사고발생장소

□등원 시

□견학 중

□실외 놀이장

□실내놀이실

□교사실

□급식실

□계단

□기타 (

사고당시

□세수/배변

활동내용

□실외자유놀이

상해를 입힌

□오르기 시설

시설 설비

□놀이 집
□화상

상해유형

□신고함(

119 신고 여부

□교실활동

□계단오르내리기

□놀이시설 설비
□평균대

□시소
□쇼크/질식

□추락/ 강타

□물체에 끼임

□기타 (

□호흡곤란

□배임

□물체(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

□철과상(벗겨짐)

□예

□머리

(좌우표시)

)

□삠

□아니오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m

□이물질(

□바퀴달린 탈것
)에 의한 질식

□동물에게 물림

□열, 추위에 노출

□기타 (
다 친 부 위

□기타(

□찢어짐

□다른 유아에게 맞거나 밀림

)에 의해 다침

□실외 고정물

)

□바닥으로 떨어짐: 떨어진 높이 약
사 고 원 인

□담/ 문

□바퀴달린 탈것

상해를 입은 다른 유아가 있는가?

□다른 유아에게 물림

)

□장애설비

□그네

□중독

□주방

□점심/간식

□기타 (

□미끄럼틀
□압박, 눌림

□복도
)

□기어가는 시설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화장실

□실내자유선택놀이

□물놀이

□신고안함

am/pm)

)

□눈(L, R)

□귀(L, R)

□코

□입

□생식기 □팔(L, R)

□손(L, R)

□다리(L, R)

□목

□가슴

□등

□엉덩이(L, R)

□발(L, R)

유치원에서 행해진 응급처치(예: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 등)
응급처치 자

□안함

의료기관 진료여부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함

□외래진료를 받음 (예: 진료실, 응급실)
□입원 (밤새 혹은

시간)

유아의 보호를 위한 추후 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교

사

서

명

(인)

날짜 :

년

월

일(

시)

부

모

서

명

(인)

날짜 :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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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보고서

시 설 명
(관리주체)

전화번호

시설주소
상해아동
이름

성별

사고일자

년

월

일

부모성명

남 여

생년월일

년

사고시간

월

일

오전/오후

부모 연락처

조치내용

사고발생 장소
상해를 입은
기구

상해의 유형

□ 실외놀이터

□ 실내놀이터

□ 부대시설

□ 기타 (

□ 삠

□ 종합놀이대
□ 바닥 걸림
□ 기타 (

)

□ 화상(열상)

□ 뇌진탕

□ 골절

□ 타박상

□ 골절/탈구

□ 찰과상

□ 사망

□ 기타 (

m, 바닥의 형태 :

□ 놀이기구 등에 부딪힘

□ 놀이기구 줄에 매이거나 묶임

□ 놀이기구 등에 긁힘

□ 놀이기구에 끼임

□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기타 (

다친 부위
(좌․우 표시)

□ 내장손상

)

□ 바닥으로 떨어짐 : 떨어진 높이 약
사고원인

)

□ 다른 유아에게 맞거나 밀림
)

□ 머리

□ 눈( 좌 ,우 )

□ 귀( 좌 ,우 )

□코

□목

□ 가슴

□등

□ 엉덩이( 좌 ,우 )

□ 생식기

□ 팔, 손( 좌 ,우 )

□ 기타 (

□입

□ 발, 다리( 좌 ,우 ) □ 내장
)

작성 일자

작성자 서명

(인 또는 서명)

확인 일자

확인자 서명
(관리주체)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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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해)대피 훈련 일지

실시일자

년

실시시간

( 오전 / 오후 )

참가인원

훈련내용

교사

월
시

명

일
분

/

요일
～

유아

▪ 비상벨 또는 사이렌 소리가 모두 들을 수 있
는 적합한 음량이었는가?
▪ 대피 경로는 효율적이었는가?

3

▪ 대피 훈련절차는 적절하였나?

4

▪ 상황에 따른 안전행동요령이 인지되었나?

5

▪ 대피 장소는 안전한 곳이었나?

7

▪ 대응 조직 운영은 적절하였는가?
(상황반,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
▪ 내부 또는 외부와의 연락체계는 신속하게 이
루어 졌는가?

우수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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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훈련시간

분

실제 대피 소요시간

분

분

명

총 참 가 자

→ 유아 인원파악 → 소방 및 응급복구활동 → 훈련 총평 → 교실로 이동

2

6

회

명

▪ 비상벨, 사이렌 → 1차 대피 → 대피소로 대피: 각반의 대피경로로 대피→ 대피장소 집결

평가 내용
1

시

제

적합 부적합

보완 사항

건강ㆍ안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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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원 실내 안전점검표(정기점검용)

점검일자

2022년

월

학급명

일
반

담 당

원 장

결
재

안전 점검 내용

점검 상태
예

1. 의자, 책상 설비 중 부서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다.
2. 교구장, 수납장 시설에 못이나 부품 등이 빠져 나와 있지 않다.
3. 교구장, 수납장의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4. 교구장, 수납장, 선풍기, 창문, 형광등, 게시판 등이 흔들리지 않는다.
5.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한다.
6. 벽면에 돌출된 부위가 없다.
7. 바닥이 미끄럽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다.
8. 비가 올 때 천장이나 벽에서 누수되는 곳이 없다.
9. 깨진 유리창이 없고 창틀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10. 놀잇감에 유해색소가 칠해져 있거나 칠이 벗겨져 있는 부분이 없다.
11. 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 부품이 없다.
12. 놀잇감의 크기와 높이가 유아에게 적합하다.
13. 불이 들어오지 않는 형광등이 없다.
14. 손상된 전선이 없다.
15.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안전뚜껑이 덮여 있다.
16. 약품, 위험한 물건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
17. 구급약품은 충분히 준비해 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8. 유리창, 세면대,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
19. 냉․난방기의 온도가 쾌적하게 설정되어 있다.
20. 공기청정기, 냉․난방기의 필터가 깨끗이 관리되어 있다.
21. 화장실과 주변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
22. 비누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다.
23.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고, 표면에 안정 장치가 되어 있다.
24. 변기, 세면대에 물이 막히지 않고, 누수 되는 곳이 없다.
25. 락스, 세제, 솔 등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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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감

아니오

조치사항

발견
날짜

조치
날짜

건강ㆍ안전 365!

지산유2022

5

유치원 실외 안전점검표(정기점검용)

담 당

점검일자: 20

구분

년

월

일

안전 점검 내용

ㆍ실외 놀이시설물은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ㆍ놀이시설물은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다.
ㆍ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가 양호하다.
놀

ㆍ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낄만한 틈이 있는 기구가 없다.

이
ㆍ벤치 다리는 부식된 곳이 없고 튼튼하다.
시
설

ㆍ벤치 받침대 나무는 가시가 없고 튼튼하다.
ㆍ강철은 도금이 되어져 있거나 파우더로 입혀져 있다.
ㆍ놀이기구는 철의 녹, 알루미늄의 부식이나 페인트칠의 벗겨짐이 없다.
ㆍ접하거나 연결된 부분의 볼트나 나사가 안전하게 조여져 있다.
ㆍ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장소가 없다.

바
닥

ㆍ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
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0cm 이상의 모래, 우레탄, 고무매트, 나무 조각)
ㆍ배수가 잘 되고, 바닥에 쓰레기가 없다.
ㆍ모래에는 못, 나사,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없다.
ㆍ모래가 유실되거나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다.

ㆍ놀이기구 보관실은 사용 후 문이 잠겨있다.
놀이
기구 ㆍ놀이기구는 잘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다.
보관실
ㆍ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깨끗하다.
ㆍ놀이터 표지판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지워진 곳이 없다.
ㆍ울타리, 의자는 고장 나거나 파손된 곳이 없다.
환
ㆍ위험지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어 있다.
경
ㆍ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져 있지 않다.
ㆍ비상용 미끄럼틀 바닥에 부서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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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

재

점검 상태
예

ㆍ실외 놀이시설물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원 감

결

아니오

조치사항

발견
날짜

조치
날짜

6

현장학습 사안보고서(예시)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예시)
수

신:

발

신:

보고 일시 : 20 .

.

.

기본 사항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안
발생일시

사안명
사고 교사

<사고 유아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및 유아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팩스, 업무관리시스템)

사안 개요
￭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1) 인사사고의 경우(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포함 즉시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
2)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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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아동학대 사안보고서(서식)
(아동학대) 사안 보고

경기도 ○○○교육지원청

보 고

□ 최초

구 분
구 분
체크(○)

□최종

신체학대
○

학교장
직인

○○○학교병설유치원장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기타
<중복체크>

학교명:

교 성명:

○ ○ 학교

○

○

○

교감

장 H·P: 000-0000-0000

성명:

○

○

○

H·P: 000-0000-0000

(학 교) (학 년) (성 명)

피해 학생

(학 교) (학 년) (성 명)

발생 일시

2022.00.00.

접수 일시

2022.00.00.

보고 일시

최초:

2022.00.00.

최종:

2022.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자세하게 작성 요망

특이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자치 위원회
개최(예정)일

2022년 00월 00일 00시
※ 친권자(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략가능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학생

피해아동 일시보호

2021.00.00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해 자

경찰조사 진행중

2021.00.00

00경찰서 등

□ 향후 계획
학

교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업무 추진 등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향후 보호조치 당부 등

전문기관

상담 등의 보호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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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