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 겨울 방학 지 도 내 용 
지도 교사
및 방법

12월16일

(월)

◉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 ․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학교 폭력 예방 : 남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며 친구를 함부로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기, 여럿이서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왕따 시키지 않   

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가담하지 않기,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가지   

않기, 건전한 여가활동 하기 등

 -학교폭력 신고 : 학교 교무실 053)585-5802, 담임선생님께 도움 요청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성폭력예방 : 인적이 드문 곳, 어두운 골목길 다니지 않기, 집에 혼자일 때  

누구도 문열어주기 않기, 낯선 사람 경계하기,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혼   

자 가지 않기, 엘리베이터에 남자 한 명이 있을 땐 타지 않기, 위기에 처했  

을 땐 큰소리로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하고  도망가기 등

 -성폭력 신고 :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생명의 소중함 알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기,  

  가족 및 친구와 대화의 시간 많이 갖기

담임
훈화

학생복지
부장

※방송 교육

12월17일

(화)

◉ 건강관리

 - 깨끗한 몸 가꾸기

 -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갖기

 - 과식 안 하기

 -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

 - 1일 8회 30초 손 씻기(1830), 이 닦기 생활화(333)

◉ 다양한 체험 학습 활성화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 유적지 등 

 - 청소년 단체 야영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부모와 동반한 여행, 등산, 자연탐사활동 등 체험학습 실시

담임
훈화

12월18일

(수)

◉ 안전사고 예방

 - 교통 규칙 지키기 : 보행자 우측통행 지키기, 무단횡단 절대 금지, 학원 버 

스 타고 내릴 때 주의하기,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

지 않기 등

 - 놀이기구 안전 :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탈 때 보호 장구 착용, 차도에서 

타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타기, 모퉁이와 교차로에서 안전에 유의하기

 - 전기 ․ 화재 안전 : 라이터, 성냥 휴대하지 않기,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나   

콘센트를 만지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체 요령을 알기(주위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기)

 - 위험 시설이나 환경에 가까이 가지 않기, 기절놀이 하지 않기

 -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않기

담임
훈화



12월19일

(목)

◉ 겨울놀이 안전 수칙

 - 야외 체험학습 시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기

 - 활동 전 준비체조 반드시 하기

 - 스키나 스케이트 등은 허가된 놀이시설에서만 하고, 반드시 어른과 동행하기 

◉ 겨울 대설 수칙

 - 등교 전 방송매체에서 기상상황을 확인하기. 체온유지 용품(옷, 모자, 장갑, 신

발)을 준비하기. 대설 때문에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 등 ․ 하교 시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기.(낙상 방지), 횡단보도, 도로주

변, 경사지에서는 차량안전에 유의하기. 완전히 결빙되지 않은 하천이나 강, 저

수지 등에 들어가지 않기. 눈이 많이 쌓인 경사면 주변과 위험지역(미확인지역, 

맨홀, 공사장)에 접근하지 않기

 - 학교에서는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기, 젖은 옷과 신발

은 완전히 말린 후 착용하기.(감기, 동상 예방)

 - 가정에서는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 등하교시 행동요령에 따르기  

◉ 교통사고 예방 (서자! 보자! 건너자!)

 -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도록 합니다.

 -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진 다음에도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건너갑니다.

 - 육교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걸어갑니다.

담임
훈화

안전담당
(정순덕)

※방송 교육

12월20일

(금)

◉ 기본생활의 습관화 ․ 실종, 유괴 및 납치 예방

 -외출할 때 행선지를 꼭 말씀드리기 : 출필곡 반필면

 -계획적인 생활로 건강한 심신 단련하기(소중한 나)

 -에너지 절약 및 물자 아껴 쓰기 : 수돗물, 전기, 가스 등

 -자연보호 실천하기, 분리수거 적극 실천하기

 -사이버 유해환경 차단하기 : PC 거실에 놓기 운동, 저작권 침해 유의,       

네티켓 지키기

 -인터넷 중독 예방 : 컴퓨터 사용 시간 지키기(컴퓨터게임 오래 하지 않기)

 -유해업소 출입 금지 : PC방, 노래방 등

 -실종, 유괴 및 납치 예방 :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차 안 타기, 친한      

친구 연락처 부모님께 알리기, 큰 길로 다니기, 밤에 외출 안 하기,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알아두기,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놀지 않기

 -각종 범죄 예방 : 우범지역,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용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지 않기,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안   

돼요. 싫어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그 자리를 신속히 피하기

담임
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