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며 배우며 어울리며 누구나 별이 되는 학교

안 용 교 육
가 정 통 신

❖우리의 약속❖
✫꿈을 향해 즐겁고 행복하게
✫삶의 중심되게 학생 스스로
✫별을 위해 어느 누구도 소홀함 없이

2학년부 제22-92호

18358 화성시효행로833번지
교무실 : (031)237-4473
행정실 : (031)237-4471
F A X : (031)237-4472

제목 : 202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준비물 및 안전교육) 안내
202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의 일정∙준비물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본 생활 안전지도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아
1. 소집 시간 및 장소 :

래-

6월 3일(금) 아침 8시 / 학교 운동장

2. 주제 : 문화속에서 우리찾기[김유정 문학촌] -교과융합
3. 일정
시간

일정

비고

08:00 ~

인원 점검 및 출발

학교 운동장

11:00 ~ 12:30

소양호 막국수거리 체험 및 식사

소양호 막국수거리 체험

12:30 ~ 14:00

김유정 문학촌(교과융합수업)

김유정 문학촌 (033-261-4650)

14:00 ~ 16:00

강촌 레일바이크

강촌 레일바이크 (033-245-1000)

16:00 ~ 18:00

인원 점검 및 출발

강촌역

4. 준비물 및 복장
준비물
복장

본인이 복용중인 약(멀미약 등), 쓰레기처리 비닐, 물이나 음료수, 약간의 용돈
여분마스크, 물티슈, 손소독티슈, 필기도구 등
자유복(너무 짧은 바지나 치마는 피해주세요 / 레일바이크 탑승), 운동화(구두X, 슬리퍼X)

※ 모든 소지품은 분실 시 본인책임입니다. (레일바이크 탑승시 휴대폰 분실 주의 부탁드립니다.)

5. 비상연락처(학교 031) 237-4473) 및 인솔교사
버스

학년-반

1호차

승차인원

인솔 교사

학생

교사

계

담임교사

비담임

2학년 1반

28

2

30

임지선

박현미

2호차

2학년 2반

29

2

31

김준호

이대원

3호차

2학년 3반

29

2

31

김경아

이현웅

4호차

2학년 4반

29

2

31

김수현

홍경의

5호차

2학년 5반

28

2

30

오세영

반두환

6호차

2학년 6반

28

2

30

차종규

이수미

171

12

183

총 인 원

비고

6. 학생 안전교육
(1) 승하차 시 유의사항
가. 차례로 줄을 서서 이동하며 승․하차 시 담임교사는 정확한 인원을 확인한다.
나. 지정된 차량과 좌석에서 무단이탈하지 않는다. (안전벨트 착용 필수)
다. 위험한 장난은 하지 않으며, 도중에 임의로 하차하지 않는다.
라. 차량 주변과 차 안에서 친구를 밀치고 장난하지 않는다.
마. 차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으며, 창밖으로 오물(빈병, 깡통 등)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바. 완전히 정차한 후에 하차하며, 차량의 위치와 소지품을 잘 챙긴다.
사. 버스 안에서 생긴 쓰레기는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처리한다.
아. 비상사태 발생 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2)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 사항
가. 인솔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을 금지하며 담당교사의 인솔 하에 팀별로 견학을 한다.
나. 질서를 지키며, 시설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다. 낙서, 휴지 버리기, 자연훼손 등의 행위를 금한다.
라. 학생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지 않는다.
마. 자유 시간에도 개별 활동은 금하고 친구들과 행동한다.
바. 현장 학습 시에 진지한 자세로 질서 있게 견학한다.
사. 집합, 승차 시간을 잘 기억하며 시간을 엄수한다.
아. 안내자의 설명에 유의하고, 필요한 내용은 보고서에 메모한다.
(3)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폭력 예방
가. 남녀 학생 간 접촉을 가급적 금하며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는다.
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서로 어울리지 않도록 한다.
다. 선생님의 허락 없이 개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친구들과 모여서 다닌다.
라. 장난삼아 하는 성적인 농담, 신체에 관해 이야기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마.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거나 싫은 느낌이 들면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바. 친구들이 자는 동안 몸에 함부로 낙서를 하거나, 옷을 벗기거나, 만지거나, 허락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 되는 위법행위이다.
사. 모든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특정 친구를 따돌리지 않으며 고운 말을 사용한다.
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폭력이나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화재발생 시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유의사항
가. 화재발생시
1) 즉시 119로 신고하고, 학생들은 인솔교사(조장학생)의 지시에 따라 대피로를 따라 즉시 대피한다.
2)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입에 대고 이동한다.
3)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4) 차량 내일 경우에는 즉시 하차하여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5)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할 지 판단한다.
나. 위급환자 발생시
1)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즉시 신고한다.
2) 심폐소생술 방법 :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한다.

현장체험학습 중 레일바이크 안전 교육
【탑승 전 안전 수칙】
‣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유해한 물품을 소지하고 탑승하지 않는다.
‣ 레일바이크 운행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출발 전 안전 수칙】
‣ 철로 위를 뛰거나, 함부로 건너지 않는다.
‣ 탑승 시 안내원 및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탑승한다.
‣ 레일바이크 탑승 후 가장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의자 팔걸이 옆에 설치된 빨간 레버가 브레이크이고 이를 반드시 확인한다.
‣ 페달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앞 바이크와 부딪치는 사고가 없도록 주의한다.
‣ 휴대폰, 지갑, 귀중품 등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한다.

【운행 중 안전 수칙】
‣ 주행 중에는 바이크와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해 앞 바이크와 추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행 중에는 손, 다리, 머리 등 신체를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 주행 중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 주행 중 멈출 경우 연쇄 추돌하여 탈선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
‣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는 인명 사고의 위험이 있다.
‣ 핸드폰을 떨어트린 경우 내려서 역주행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 떨어트린 장소를 잘 파악해 두고 하차 후 인솔교사 혹은 안내원에게 사안을 알린다.)
‣ 레일바이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원상 복구 및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하차 시 안전 수칙】
‣ 조별로 신속하게 하차하고 안내원 및 인솔교사의 안내를 따른다.
‣ 잃어버린 소지품이 없는지 확인한다.

2022. 5. 30.

안 용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