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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아동안전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 4806호, 2014.11.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법)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제 5138호, 2016.1.4.)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제 6981호, 2021.5.20.)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제 7056호, 2021.7.14.)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제 7162호, 2021.10.6.)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1.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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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1. 유치원 건강･안전교육을 통한 유아의 건강･안전 생활 습관화
2. 유치원 교직원 건강･안전 연수를 통한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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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침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ㆍ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2. 건강ㆍ안전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유치원 구성원의 건강･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안전교육 내실화에 힘쓴다.

Ⅳ

세부추진계획

1. 중점과제 및 추진내용

중점과제

주요 추진 내용

유아
건강･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
교직원
건강･안전교육의
운영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
•
•
•
•
•
•
•
•
•
•
•

비고

유치원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교육과정과 연계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건강교육 강화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
안전교육 생활화- 매일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유치원 밖 교육활동의 안전 강화-현장체험학습 안전 계획 수립
교직원 건강･안전교육의 운영 및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성교육 내실화 대응 관리 강화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조성
유치원 안전관리 및 점검 철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2. 유아 건강･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
가. 유치원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1) 유치원 안전관리위원회 대책반 조직
대 책 반 장
원장
대책자문

대 책 부 반 장

소방서, 경찰서

원감 (겸 안전책임관)

현장대응반
▪ 안전교육담당교사
▪ 방과후전담사

(정보연계)

행정지원반
▪ 행정실장
▪ 행정실무직원

유관기관 협조
소방서, 경찰서
외부지원
▪ 교육지원청
▪ 유치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반 임무
직, 책
최초 발견자
대책
반장

원장

대책
부반장

원감
(안전 책임관)

현장
대응반

행정
지원반
외부
지원

안전담당
교사

사안 관련
교사
행정실장
행정계장
행정실무
협력 지원단체
유치원운영회
위원장

임무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국민안전처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사안 논의 및 사고처리 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유치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통지 및 협조 요청
사안 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원감 부재 시 업무 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작성
유치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유아와 교직원 등 보상)
피해 유아 후송병원별 유아 인원 파악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사안 관련 유아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 관계 등)
보호자 연락 - 학급 유아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유아 귀원 대책(이동수단 확보) 수립 - 행․재정 지원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추가 사고위험 여부 확인
물적피해 현황 파악 - 교육 시설공제회 업무 처리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사안 처리에 대한 유치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비고
5W1H는
육하원칙 의미

3) 유치원 안전사고 사안별 교사 임무
담당

황*덕(정)

내용
화재 시

교내
교육활동 시

교내 협조

․ 119 신고
․ 관리자에게 보고
․ 중요문서보존

김*희(부)

․ 화재 진압
(소화기, 옥내소화
전 이용)

․ 아동 대피
․ 아동 대피
후 아동관리

․ 응급처치(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 병원치료를 요할 경우
- 관리자에게 보고 – 학부모님에게 연락
- 원감과 보건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 담임교사는 수업 종료 후 병원으로 감

비 고
․ 화재 시 대피 훈련 실시
․ 대피요령 및 응급처치법 숙지
․ 소화기점검, 사용법 숙지
․ 안전교육 실시
․ 기본생활습관 지도
․ 응급처치법 숙지

현장 체험
활동 시

․ 119 구급대 요청
․ 관리자에게 보고
․ 학부모에게 연락․ 응급처치․ 병원으로 후송

․전체아동관리

․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신속한 처리
․ 응급처치법 숙지

물놀이 시

․
․
․
․

안전요원에게 도움 요청
관리자에게 보고
학부모에게 연락
응급처치․ 병원으로 후송

․전체아동관리

․ 물놀이 사전안전교육 실시
․ 응급처치, 인공호흡법 숙지

미세먼지
발령 시

․
․
․
․
․

어플(우리동네대기질) 활용, 미세먼지 살피기
미세먼지 안내판에 표시하기
대응안내하기 (메신저, 문자)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미세먼지 안전교육 숙지
․ 미세먼지 안전연수 받기

4)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 대응방법

사고 발생

원장
원감

발견자

↑↓

일일구이구조삼보고

담임교사
안전부장

1. 119 (5W1H)
2. 구조 및 구호
3. 보고
※ 화재 등은 소리를
질러 먼저 알려야 함
※ 현장 보존

↑↓

①
②
③
④
⑤
⑥

⇢

언제 (몇 시 몇 분, 몇 분 정도 이전인지)
어디서 (교실, 복도, 체육관 등)
누가 (몇 학년 몇 반 누구)
어떤 이유로 (발생 원인)
무엇이 일어났는지 (의식, 외상 등의 상황)
어떻게 대응했는가 (초기대응의 상황)

응급조치
구급차동승

⇢
의료기관

보호자

보호자 연락 시 유의사항:



“보호자 연락”은 :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인의 추측이 섞인 표현과 감상은 삼가
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위급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긴급연락처
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사고 발생 상황과 상태에 대해 상세히 전달한다.
• 병원명과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묻는다.
• 사고를 당한 유아의 인도 장소, 시간에 대해 연락을 취한다.

5) 유치원 비상대피로

 교사실
유치원현관

운동장

Ç

대피장소2
출입문



유치원교실(새들반)
비상출입문 ➡

대피장소1

복도 



유치원
놀이터

화장실

6)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처
유형
재난, 사고

기관명
하남소방서

전화번호
031-799-4120

기관명
하남경찰서(지구대)

전화번호
031-792-2112

응급의료

햇살병원(응급치료)

031-791-7330

바른병원(외과)

031-796-9500

보고기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과)

031-249-0259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생안전과)

031-820-0790~3

나.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1)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
구분

세부내용

생활안전교육

시설 및 제품안전, 실내·외활동, 신체활동·여가활동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통안전교육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비고
학기당 2회 이상
(연간13시간)
학기당 3회 이상
(연간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잘살예방, 성폭력 및 성매
매 예방,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사고,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등)

직업안전교육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안전예방 관리(정리정돈, 보호구착용 등)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6시간)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이해와 중요성, 심페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상황별 응급처
치(기도폐쇄, 지혈,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2) 유치원 안전교육 편성· 운영기준
구분
7대
안전교육

안전교육 영역
생활안전교육
(13시간)
기타 실종·유괴
(9시간) (4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실종·유괴
예방
방지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8시간)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등 보건
위생관리 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아동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기관 필수
교육
공통
운영시간

운영시간
직업
안전
교육
(2시간)

44시간

성교육 및 성폭력 인터넷 중독및예방
예방 교육 (1시간) 해소교육 (연 1회)
9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응급처치
교육
51차시
(2시간)

보건교육
(수시)
6시간

2시간

2시간

57시간

3) 안전교육 연간활동자료
월

활동구분
생활안전

3월

활동명

교수·학습 자료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놀이해요 ▪‘모험이가 처음 유치원에 온 날’

https://youtu.be/f4xrq4akfS8

생활안전(실종유괴)

유치원 가는 길

▪실종 예방 플래시 동화
▪‘미아 예방송 노래’ 동영상

교통안전

보행안전 알기

▪‘어른 손을 잡고 안전하게 건너요 ’https://youtu.be/oa0VAwOG8Nk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내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요

▪‘나쁜 느낌을 말해요’ 동요 동영상 https://youtu.be/JvkrxzIDX00

재난안전

▪’아이쿠가 아이쿠를 만났다고?(올바른TV시청)‘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UqbF9Ij 580
미술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요 ▪‘미술도구 안전하게 사용해요’ 동영상 https://youtu.be/AutJpvGDx-Y
▪‘미세먼지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방법
https://youtu.be/FiBo-BTMnu4

생활안전

올바른 손씻기 방법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TV를 올바르게 시청해요
응급처치교육

생활안전(실종유괴)
교통안전
4월

▪올바른 손씻기 영상 https://youtu.be/Qm7ScrMbJxc

유괴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동화책 「쳇 어떻게 알았지?」(2010) 심미나 글·그림 / 느림보 출판사
안전띠를 매요

▪‘안전띠를 매세요’ 애니메이션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장난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장난은 싫어요’ 애니메이션 https://youtu.be/5NsAXrdPxJ8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약을 올바르게 먹어요’ 동영상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제대로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그림책 「어리석은 여우」 (2007) 이창수 저자/지식더미
▪‘어른들도 다칠 수 있어요’ https://youtu.be/3PAaGTGymb0
직업안전
어른들도 다칠 수 있어요
재난안전
생활안전(실종유괴)
생활안전

봄철 황사를 조심해

▪‘봄철 황사를 조심해’ https://youtu.be/9csgeE0UOMM

우리동네 아동안전지킴이

▪4세누리과정지도서1-7(p.55) ▪5세누리과정지도서3-15 (p.162)

안전하게 무빙워크 이용해요

▪안전한 무빙워크 이용 애니메이션 https://youtu.be/A5tz44x67ZM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동영상

교통안전

5월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https://youtu.be/eROir5XI2FQ
괴롭힘을 당한다면 도움을 요 ▪‘아이쿠왕자의 지구순찰일지-어린이 폭력예방’ 애니메이션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ABv8dK5 YV_U
청해요
‘‘꼭 알아두세요! 아동학대!’ 애니메이션 https://youtu.be/FPVHmdbg12w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어른들이 나를 아프게 하면?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술을 마시면 우리몸이 아파요
재난안전

합동소방훈련

▪‘화재 시 대처 방법’
▪소방대피훈련 ‘불이야, 불이야’ 동영상

응급처치교육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https://youtu.be/UaYihcTj7lM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려요

▪‘계단 사고 예방’ 애니메이션 https://youtu.be/c0C67rIs_88

혼자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동영상 https://youtu.be/CPLDOtWljqY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

▪‘바퀴 달린 놀이기구 안전’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z4FhtgcfYc

생활안전
생활안전(실종유괴)
교통안전
6월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신체폭력을 쓰지 않아요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아동학대, 신고해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스마트폰 대신 건강체조

7,8월

▪그림책 「우리 집 막걸리」 (2012) 양재홍 글, 김은정 그림/보림

재난안전

태풍, 집중호우 이험해요

생활안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요.

생활안전
생활안전 (실종유괴)
교통안전

음식에는 비밀이 있어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돼요
비오는 날 안전하게 걸어요

재난안전

폭염대비 건강수칙
담배는 우리몸에 해로워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콜록콜록 담배연기, 싫어요!
응급처치교육

식중독예방

▪‘때리면 아파요’ 애니메이션 https://youtu.be/Trew2YiCnUg
▪‘마음까지 멍들게 하는 아동학대’ 적극적으로 도와 주세요
https://youtu.be/FPVHmdbg12w
▪‘스마트폰 안전교육’ 동영상 https://youtu.be/oRQAMYuc1Rc
▪‘바른인터넷 체조’ 동영상 https://youtu.be/fLvjBWcNxN8
▪‘태풍·집중호우-국민행동요령’ https://youtu.be/amRl5JiatYU
▪‘물놀이 시 유의점’ 동영상 http://www.safetv.go.kr/GenCMS/gencms/
cmsMng.do?sub_num=244&BBS_STATE=view&BOARD_IDX=553&gcode
=CG0000016&pageNo=1
▪‘음식에는 비밀이 있어요’ 동영상 https://youtu.be/WsinkRH16UU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요’ https://youtu.be/8-CR_TsFVCg
▪‘비오는 날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s_U4ZF40L-0
▪‘폭염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동영상
▪동화 「으악! 잿빛 귀신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콜록콜록 담배연기, 싫어요!’ 안전교육 교수· 학습자료 PPT
▪4세 누리과정 지도서 2-10 (p.108) ▪어린이 식중독예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NWdwHNuwds

월

활동구분
생활안전(실종유괴)
생활안전
교통안전

9월

활동명
길을 잃었어요
끼임사고를 조심해요
안전한 캠핑활동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친구를 놀리지 않아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약을 올바르게 보관해요

교수·학습 자료
▪‘길을 잃어버렸어요’ 애니메이션
▪‘끼임 사고 방지’ 애니메이션
▪‘캠핑장으로 출동’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iQs78qrhzw
▪‘나도 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경주마 따그닥킹이 전하는 아는 만큼 약이 되는 약물 이야기」
▪(유치원)-생활 속 응급처치 이럴땐 이렇게 (카드뉴스)]
응급처치교육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https://youtu.be/qwLyyy3ru68
▪‘전기콘센트 안전’ 영상 https://youtu.be/-cKhmBQHUqc
생활안전
전기감전을 조심해요
▪5세 누리과정 지도서 4-12 (p.193~197)
생활안전(실종유괴)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양
▪‘교통표지판을 알아요’ 애니메이션
교통안전
교통표지판의 의미 알기
https://www.youtube.com/watch?v=ISkUo Hm79UU
10월
▪지하철 안전한 이용 애니메이션
교통안전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기분 나쁜 접촉은 싫다고 말해요 ▪‘싫어요! 라고 말해’ 동화 https://youtu.be/sj8sXHTbPug
▪그림책 「스마트폰을 공짜로 드립니다」 (2018) 미우 글,그림/노란돼지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스마트폰 중독은 위험해요
▪‘지진 대피훈련을 해요’ https://youtu.be/QcUZ-Zc3-co
재난안전
지진대피훈련을 해요
직업안전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은 안전할까? ▪부모님의 직업 안전 영상 https://youtu.be/NZFg-UrkvNU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안전 ▪‘승강기를 안전하게 타요’ 애니메이션 https://youtu.be/29AIwn33bsc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동영상
생활안전
하게 이용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tmkBjil0iQU
생활안전 (실종유괴) 미아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상황극놀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11월
교통안전
주차장에서 장난치면 안돼요
교통안전
안전하게 걸어요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화가 났어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엄마 아빠 술은 안돼요
재난안전
꽝! 가스폭발은 무서워요
응급처치
숨을 쉴 수 없어요
생활안전
교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요
생활안전 (실종유괴)

생활안전

신나고 안전하게 썰매타기

▪유아 재난대비·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p.183~184)
https://youtu.be/2aiqXfPBvxU
▪‘주차장에서의 안전 약속’ 동영상
▪‘스마트폰을 보며 길 걷지 않기’ 동영상
▪동화책 「솔이야, 미안해」 (2008) 김장성 글 / 한국몬테소리 출판사
▪‘음주운전 예방 공익광고’ 동영상
▪‘꽝! 가스폭발은 위험해요’ https://youtu.be/7Vz0iqHx0Ec
▪‘아이쿠 독사과 작전’ 질식 예방 https://youtu.be/jpJB-dFSN_g
▪‘추락사고 예방’ http://www.youtube.com/watch?v=_vbVM7-oNjg
▪‘썰매 안전’ http://www.youtube.com/watch?v=E4NpSVXp53I&t=5s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p.76)
https://youtu.be/D0B_XFhDzow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동영상
12,1
교통안전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http://www.youtube.com/watch?v=Qa_BZBm 52nE
월
▪‘작은 생명’ 애니메이션
폭력예방, 신변보호안전 작은 생명의 소중함
https://www.youtube.com/watch?v=XThLY3Ju kVw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해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스마트폰 중독예방 약속정하기 ▪동화 「아빠와 토요일」(2018) 최혜진 글,그림/한림출판사
▪동화 「엄마의 스마트폰이 되고싶어」 (2017) 노부미/길벗

생활안전(실종유괴)

재난안전

위험한 일을 부모님께 알려요

폭설, 한파 대처요령 알기

▪‘한파 폭설’ 애니메이션 https://youtu.be/ihvT3Vq62e

다. 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건강교육 강화
1)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유아에 대한 관리
- 유치원 내 실태 조사를 통한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유아 파악 및 보고(연1회이상)
- 유치원 생활 적응 및 응급조치 등 지원을 위한 당뇨병 및 희귀질환 유아 지원 계획 수립
2) 유아 눈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 관련 실시 교육을 말함
- 교육과정 내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건강하게 생활하기」 운영 시 눈건강 교육 포함 계획·운영
- 「안전하게 생활하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

- 지역사회 내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활용한 협력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 교육 실시
- 유아 건강검진(시력검진) 등을 통해 유아 눈건강 실태 파악 및 눈건강 교육에 활용
※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지원 조례

라.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
구분

내용

근거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35조(과태료),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5(건강검진)

내용

⬝유치원장은 해당 기관 유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건강 검진 실시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적극 활용

결과보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학부모 미동의시 직접 결과서 제출)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기록
⬝자료보관 의무기간 없음 ※ 적용특례: 2020년 이전 실시 건강검진 종전 규정 준수

- 개학 · 입학 시건강검진결과통보서제출을 적극적으로 안내
- 당해 연도 만5세의 경우 조기에 8차 검진 완료시, 생활기록부에 8차 검진 결과로 기재

마. 생활 속 안전교육
1) 운영 방법 : 매일 일과를 통하여 등･하원 지도시간, 점심시간 등의 교육활동을 이용한 5분
안전교육 실시
※ 나⬝침⬝반 : 나를 지키고/침착하게 대처하려면/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은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
학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

2)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월별 교육목차
03.

04.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요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이용해요

∘신호등이 있어도 없어도 늘 조심해요

∘길에서는 안전하게 다녀요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지켜요

∘지진(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 함께 해요

∘담배는 안돼요

05.

06.
∘불량식품을 먹지 않아요

∘감전사고를 예방해요

∘후진 차량을 조심해요

∘오토바이 위험해요

∘건물화재,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가 폭염이라고요?

∘심폐소생술로 아빠 생명을 구했어요

∘눈이 가렵고 아파요

∘보라데이를 알고 있나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닌 힘이 되는 말을 사용해요

∘스마트폰, 약속한 시간만큼만 사용해요

∘3차 흡연이 무엇일까요?

07.

09.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운동부터 해요
∘놀이공원(놀이기구) 안전하게 이용해요
∘화재연기가 더 위험해요

∘캠핑안전, 내가 먼저 실천해요
∘베란다에서의 생활 안전 수칙을 지켜요
∘잠깐! 좁은 골목길(이면도로) 조심해요

∘담배 싫다고 말해요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세요

10.

11.
∘안전한 등산으로 나를 지켜요
∘전자레인지에 아무거나 넣으면 위험해요
∘지하철 이용은 이렇게 해요
∘비오는 날 평소보다 더 조심 또 조심해요
∘방독면 착용법! 미리 미리 익혀요

∘겨울철 전열기, 안전하게 사용해요
∘빙판길, 안전하게 걸어요
∘비행기 내에서도 안전을 지켜요
∘비행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해요
∘사소한 불장난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도폐쇄, 응급처치 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12.
∘신나는 눈썰매, 안전하게 즐겨요
∘스케이트, 안전하게 타요
∘꼭 알아야할 교통 표지판 함께 지켜요

∘추운 겨울, 동상에 걸렸어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받아요
∘신변안전퀴즈로 나를 지켜요

∘한파와 대설로부터 나를 지켜요

∘스마트폰 올바르게 사용해요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시리즈 1~9편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시리즈1”
[화재안전편 5분 20초](링크)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요” [감염병 예방편
4분 45초](링크)
“바른 언어를 실천해요” [학교폭력예방(언어)편 6분
59초](링크)
“실험실습할 때 장난치면 위험해요”
[실험실습안전편 4분 39초](링크)

“CHECK, CALL, CARE 3C를 꼭 기억해요”
[응급처치편 6분 24초](링크)
“무단횡단 따라하면 위험해요”
[교통안전(무단횡단)편 4분 05초](링크)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편 4분 37초](링크)
“지진.해일 위험 올바르게 대처해요”
[재난안전(지진해일)편 6분 03초](링크)

“준비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해요” [체육시간안전편 4분 45초](링크)

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계획
1) 목적 : 유치원 밖 체험학습 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2) 체험학습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2022 융합 교 육과 시 행 공 문 참조 )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 유아,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유아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유아 안전대책 방안
‣ 그 밖에 원장이 체험학습 유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 답사를 1회 실시.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안전이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 생략가능(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 서식1)
사전 답사

‣ 검토사항: 실시경로, 예정지와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부합여부, 거리, 소요 시간, 수용인원, 안전·위생상태,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사안전 연수

∙ 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연수 실시

유아안전 교육

∙ 참여 유아들에 대해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시

참여여부 조사

∙ 체험학습 내용 사전안내 및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 미 참가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체험학습 참여 유아·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M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신고, 구조 요청 후 교육지원청에 상황 보고

인솔자 확보

∙ 학급당 2명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인솔 교사 1명 이상 인솔가능

여행자 보험

∙ 유아·인솔자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 1일형 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은 유아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차량안전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 1일형은 유치원 자체 음주 검출 실시

3) 체험학습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체계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 요청
유치원·교사·유아·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추후)사안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 학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업무주무부
서, 도교육청 체험학습안전담당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

4) 현장 체 험학 습 지 도 내용
지도 내용

출발 전

유아

교사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마련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 명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요청
※ 유치원→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로 요청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유아 수송 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 ※ 유치원→해당 유치원 담당 경찰서로 공문 요청
지도 내용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
교육 활동 중 해로운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기
차량 운행 시에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체험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인솔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 약품 등을 준비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유아가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인솔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
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
교통안전, 화재 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 예방지도 등을 수시로 점검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유아교육 실시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
대로의 대피를 시행

3. 교직원 건강･안전교육 운영 역량 강화
가. 유치원 교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계획
연수명

연수내용

시기/시간

대상

직장 내 4대 의무교육
교직원 연수

(성희롱 예방, 산업 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소방안
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총6시간

전교직원

학교 안전교육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학교 안전교육

15시간

전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

4시간

전교직원

1회 이상/
1시간

전교직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교직원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전교직원

나.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1) 유치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3)
4)
5)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격리조치 등 원내 확산 방지
유치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유치원 → 교육지원청 → 도)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교직원 및 유아 감염병 대응 관련 연수 강화

다. 유치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 목적
 유치원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아동학대․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
호, 성평등 및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직원, 유아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한 유치
원 내 건전한 교육, 근무 환경의 조성
2) 추진방향
 아동학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 및 건전한 성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예방교육 실시로 성희롱의 예방 효과를 제고한다.
3) 대상: 관리자(원장 및 원감), 교직원, 유아, 학부모
4) 교육방법
 유아 대상 아동권리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입학설명회, 학부모회,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상담기간 활용)
 전문강사 초빙 강의, 시청각 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유아 아동권리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제>
활동구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활동명(학습 자료)

비고

▪아동학대, 신고해요!
‘마음까지 멍들게 하는 아동학대’ 적극적으로 도와 주세요
▪ 어른들이 나를 아프게 하면?
‘‘꼭 알아두세요! 아동학대!’ 동영상 https://youtu.be/FPVHmdbg12w

시청각교육

▪코코몽과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교육
‘우리에겐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보건복지부

▪성폭력예방 인형극 체험교육

하남성폭력상담소

▪장난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장난은 싫어요’ 애니메이션 https://youtu.be/5NsAXrdPxJ8)
▪좋은 느낌 싫은 느낌(‘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시청각교육

4.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가.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
추진 과제
성찰과 실천이 있는
교실 내 인권 들여다보기

공감과 신뢰의
관계 형성하기

추진 내용
∙ 협동과 협력의 학급 분위기 조성: 경쟁, 비교, 외적 보상 지양
∙ 수용과 애정의 자아존중감 높은 교실 만들기: 통제와 지시 지양
(체벌, 타임아웃, 교육활동 배제 등 금지)
∙ 교실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약속 맺기
∙ 교사, 유아, 학부모 간 따뜻한 관계 맺기
(따뜻한 아침 맞이, 이름 불러주기, 유아중심으로 바라보기 등)
∙ 공감과 소통이 있는 신뢰관계 쌓기: 미소, 눈맞춤, 적극적 경청, 친절 등

나. 안전관리 및 점검 철저
1) 매월 4일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공휴일인 경우 익일)
2) 정기적으로 유치원 실내･외 안전점검 실시
3) 유치원 안전점검표 비치 활용

다. 지역사회 연계 안전 체험교육
1) 유·초 연계 안전체험활동
- 재난 대피훈련 및 화재 소방훈련 (합동소방훈련)
2) 안전교육체험학습장 방문 또는 초청교육 실시
- 어린이교통안전체험센터, 도로교통안전교육
3) 하남시 보건소 건강체험교육 실시
- 식생활 건강교육, 치아건강교실, 튼튼! 쑥쑥! 건강탐험대 주간실시

라. 가정연계 안전교육
1)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보건 및 영양 통신문 발송(월 1회)
2)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Ⅴ

기대효과

1. 체험중심 안전교육활동으로 유아의 안전생활의 습관화
2.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에 대한 책무성 강화
3. 보건 및 정신건강 교육 향상을 통한 유아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