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여름방학 계획서
안용중학교 교무실: 237-4473, 행정실: 237-4471

방학 기간
개학일

7월 20일(수) ~ 8월 17일(수) [29일간]

2022년 8월 18일(목) / 9시(정상등교)

방학 중 실천사항
알찬 계획
⚫알차고 보람 있는 방학이 되도록 방학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천한다.
⚫부진한 과목을 보충하고 건전한 취미 생활로 심신을 연마한다.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하고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외출 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용의를 단정히 하여 외출하고 귀가 시간을 지킨다.
⚫중국집, 주유소,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안전한 생활
교통 안전
⚫횡단보도는 녹색 불일 때 우측으로 건너기
⚫도로나 길가에서 몸을 밀치거나 장난하지 않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의 앞·뒤 살피기
⚫가족이 휴가 시 차량 과속하지 않기
⚫승차자 전원 안전띠 매기

사이버 안전
⚫일주일에 컴퓨터 켜지 않는 날 정하기
⚫음란물, 불건전한 정보 이용하지 않기
⚫인터넷 언어 지양하고 표준어 사용하기
⚫함부로 욕설 및 비방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기
⚫자신의 개인정보 안전하게 잘 관리하기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누가 시비를 걸어도 대꾸하지 말고 자리를 피해서 어른들께
말씀드리기
⚫논쟁은 주먹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기
⚫술이나 본드, 마약류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등하교 길에는 안전한 길을 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다니기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
⚫오락실, 만화방, 비디오방 등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
소에는 출입하지 않기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 잘난 체하는 행동을 삼가고,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겸손하게 행동하기
⚫불량서클·폭력 선배의 유혹을 받으면 처음부터 단호하고 용기 있게
뿌리치고,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면 곧바로 학교, 부모님에게 알리기

⚫늦은 시간에는 가까운 거리라도 될 수 있는 한 혼자서
외출하는 것을 피하기
⚫외출 시에는 사전에 집안 어른들께 만나는 사람, 장소,
목적, 귀가 시간 등을 말씀 드리고 나가기
⚫호젓한 공간이나 장소에 이성과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호신술을 익히고,
호루라기 등 호신용 도구를 지니고 다니기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단호한 표정과 강한
어조로 "싫어요", "안돼요" 라고 외치기
⚫위험을 감지하면 재빨리 도망쳐서 파출소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거나, "불이야!", 등을 외쳐서 주위
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

물놀이 10대 안전 수칙

자전거/오토바이/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유의사항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2.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3.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휴식
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6.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7.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8.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9.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10. 튜브, 장대, 로프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한 구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사항 준수하기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사고 중 중학생 비율이 38.7%)
⚫물놀이 안전사고 주요 원인 조심하기
(안전부주의, 높은 파도 휩쓸림, 수영 미숙 등)
⚫너울성파도, 갯벌 진입시 안전사고 유의하기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은 별도의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어폰 사용금지
⚫오토바이/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
⚫동승자 탑승금지
⚫사고 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인식하고 조심하기

각종 사고 발생 시 연락처
⚫방학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 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기
(학교연락처: 031-237-4473)
⚫가정폭력(아동학대) 상담 신고 및 보건복지 상담 신고 안내
(경기도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 031-227-1310, 129, 112, 119)
⚫자살 충동자 긴급구조 요청 및 상담 안내
(생명의전화: 1588-9191, 사랑의전화: 1566-2525,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14-7942)

안용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