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보

2월호

2월 실내 학교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주로 휴식시간, 수업시간 중
2월, 학교 안전사고의 65%가
에서안전사고
발생합니다. 분석
2월실내
교내

실외,
35%

※ 실내 학교안전사고 발생 평균 51%
1월 72% > 12월 67% > 2월 65%

걷거나 뛸 때, 장난치거나 밥 먹거나 쉴 때,

실내,
65%

머리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전체 사고에 비해 많이 발생합니다.

실내 생활안전을 위해 조금씩만 노력합시다

2월 실내 학교안전사고 분석
전체

사물과 부딪힘, 찔림, 베임등으로

실내
실내에서 뛰지 않기

!!!

시
간
별
과도한 장난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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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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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수업 중 교실에서 볼펜으로 지우개를 찔러 구멍을 내는 장난을
치던 중, 왼손으로 볼펜을 들어올리다가 볼펜의 뒤쪽 부분으로
옆자리에 있던 친구의 오른쪽 눈을 찔러 각막열상 피해를 입힘
(초등학교 5학년, 남)
쉬는 시간 교실 입구에 놓인 의자 2개를 보고 뛰어넘어가려다
한쪽 다리가 의자에 걸려 교실바닥에 넘어져 옆구리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자료출처: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 연구집(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7)

2017년 연말, 2018년 들어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최근 4일간(1.15.~18.) 경기도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안전더하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우리 모두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7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15~’17년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현황(일수)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쓰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 현황
2015년없음, 2016년 2일(4.23.~24.), 2017년 1일(5.6.)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3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양 손가락으로 마스크
윗부분을 코에 맞춰
눌러주세요

바람이 새는지 확인하며
마스크를 얼굴에 되도록
붙여주세요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는 되도록 머물지 마세요.
미세먼지를 많이 마실 수 있으니, 격렬한 외부활동은 줄이세요.

’15~’17년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현황(일수)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으세요.
특히 얼굴과 손·발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을 하세요.

5

믈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비교하여 적절하게 환기하세요.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세요.

7
*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현황
2015~2017년 없음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은 하지 마세요.
* 자료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