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 이것만은 꼭 지켜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안내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태전교육

제2022-139호

무더운 여름날에도 학부모님 가정에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즐거운 여
름철을 보내기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사고 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팔→얼굴→가슴)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 NO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 장시간 계속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 >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
시켜 수영
◌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 NO! 절대 안전에 유의!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치지 않기
◌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가지 않기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 NO!
◌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기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 청하기

< 코로나19 감염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
◌ 단체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 텐트, 돗자리 등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설치해 주세요.
◌ 사람이 많아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비말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요.
(단, 물 속에서는 마스크 착용 제외)
◌ 수건,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해 주세요.
◌ 탈의실, 샤워실 등은 한 칸씩 띄워서 사용해 주세요.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 준비운동 하기, 구명조끼 입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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