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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생존수영 체험학습
안전교육 자료 안내
http://www.ye-won.es.kr/ 교무실 : 8059-3925

행정실 : 8059-3431

다4랑 생각쟁이 키우기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담당 : 교사 이 유 미

행복합니다.
본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존수영 체험학습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가 안전하고 즐겁게 생존수영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내 자료를 함께 읽어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수영 체험학습 안전교육 자료

1. 수영장 이동 시
수영장과
학교
이동시
지켜야 할
점

• 버스가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에서 기다립니다.
• 버스에 탈 때는 차례를 지켜 한 줄로 서서 탑니다.
•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 버스 안에서는 안전띠를 합니다.
•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스포츠센터 외부의 입구로 이동합니다.
• 비가 올 경우 아트홀 1층 실내로 들어가 계단으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2. 수영 교육받을 때
가. 수영장 안전수칙
1) 몸이 아플 때에는 미리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영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탈의실, 샤워실, 수영장 등 수영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 장소에서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3) 수영교육을 받는 도중에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에는 곧바로 강사 또는 선생님께 말씀
드립니다.

나. 탈의실에서
1) 벗어 놓은 옷은 탈의실 사물함 아래쪽에 있는 열쇠 없는 옷장에 잘 정리합니다.
2) 개인 귀중품은 수영장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개인 물건을 잘 간수합니다.
(특히 시계, 귀걸이, 목걸이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3) 탈의실 안과 샤워실로 이동할 때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다. 샤워장에서
1) 수영가방을 약속된 장소에 걸어 놓습니다.
2) 샤워할 때에는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틀지 않고 차가운 물부터 틀어 온도를 맞춘 후
심장에서 먼 곳부터 씻도록 합니다(화상 주의).
3) 발가락, 엉덩이, 겨드랑이, 머리카락, 얼굴 등의 신체 부위를 특히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4)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걸어 수영장으로 들어갑
니다.(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며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5) 문을 열고 닫을 때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라. 수영장에서
1) 수영장 안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걷습니다.)
2) 담임교사 및 지도 강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3) 심장에서 먼 곳부터 몸을 적신 후 천천히 물에 들어갑니다.(허락 없이 먼저 물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4) 다이빙을 하거나 갑자기 친구를 밀치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5) 화장실에 갈 때에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녀오도록 합니다.
6) 비상대피로는 수영장 안의 의무실과 남자탈의실입니다. (여자탈의실은 이동 길이가
길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 수업이 끝난 후
1) 탈의실에서 대기할 수 없으므로 마무리가 끝난 학생들은 스포츠센터 입구 앞에서 선생님
과 함께 기다립니다.(이동시 살짝 내리막길이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탈의실에 두고 가는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3) 학교에 도착하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3. 성폭력 예방 교육
가.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창피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친구들 간에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장난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성기, 엉덩이 등)를 접촉하거나 반복적
으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라. 친구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기타사항
가. 수영교육 당일 질병(눈병 포함) 및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영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참관수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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