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안내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월별 교육목차(유치원)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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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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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월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운동부터 해요
∘놀이공원(놀이기구) 안전하게 이용해요

∘캠핑안전, 내가 먼저 실천해요
∘베란다에서의 생활 안전 수칙을 지켜요

∘화재연기가 더 위험해요

∘잠깐! 좁은 골목길(이면도로) 조심해요

∘담배 싫다고 말해요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세요

10월

11월

∘안전한 등산으로 나를 지켜요
∘전자레인지에 아무거나 넣으면 위험해요

∘겨울철 전열기, 안전하게 사용해요
∘빙판길, 안전하게 걸어요

∘지하철 이용은 이렇게 해요
∘비오는 날 평소보다 더 조심 또 조심해요

∘비행기 내에서도 안전을 지켜요
∘비행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해요

∘방독면 착용법! 미리 미리 익혀요

∘사소한 불장난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도폐쇄, 응급처치 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12월
∘신나는 눈썰매, 안전하게 즐겨요
∘스케이트, 안전하게 타요

∘추운 겨울, 동상에 걸렸어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받아요

∘꼭 알아야할 교통 표지판 함께 지켜요

∘신변안전퀴즈로 나를 지켜요

∘한파와 대설로부터 나를 지켜요

∘스마트폰 올바르게 사용해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월별 교육목차(초등)
3월
∘(저학년)복도에서 다친 적 있었나요?
∘(저학년)운동장 활동시간 안전하게 즐겨요
∘(고학년)복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해요
∘(고학년)체육시간 안전하게 즐겨요

4월

∘불이 났어요! 어떻게 알릴까요?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지켜요

∘(저학년)즐거운 미술시간! 미술도구 안전하게 사용해요
∘(저학년)엘리베이터 안전하게 이용해요
∘(고학년)에스컬레이터 자칫 실수하면 큰일나요
∘(고학년)커터 칼! 바르게 사용해요
∘안전벨트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요
∘길에서는 안전하게 다녀요
∘안전한 바다여행, 여객선 생존기술을 함께 익혀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함께 익혀요
∘지진(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 함께 해요
∘어린이 독감, 유행하고 있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환절기 코피, 알고 대처해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동영상_4분 10초)

∘우리 교실엔 집단 따돌림 NO! 없어요!
∘집단 따돌림 영상_해피콘서트(4분 51초)

∘약, 바르게 사용해요
∘컴퓨터 과다사용이란 무엇일까요?

∘담배는 안돼요

∘신호등이 있어도 없어도 늘 조심해요
∘무단횡단 안돼요! 안돼!

5월

6월

∘(저학년)어린이용 멋내기 선글라스 안전하게 사용해요
∘(저학년)불량식품을 먹지 않아요
∘(고학년)예뻐지기! 늦을수록 좋아요
∘(고학년)불량식품 잘못 먹으면 큰일나요
∘후진차량을 조심해요
∘인라인스케이트 안전(동영상_5분 4초)
∘자전거 안전(동영상_4분 36초)
∘건물화재,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요
∘소중한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건축물 붕괴! 침착하게 대처해요
∘발목을 삐었어요
∘심폐소생술로 아빠 생명을 구했어요

∘(저학년)감전사고를 예방해요
∘(저학년)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해요
∘(고학년)여름철 감전사고 침착하게 대응해요
∘(고학년)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해요

∘보라데이를 알고 있나요?
∘가정폭력예방 (동영상_4분 12초)

∘상처 주는 말이 아닌 힘이 되는 말을 사용해요
∘나는 네모입니다(동영상 5분 43초)

∘담배연기 싫어요
∘스마트폰, 약속한 시간만큼만 사용해요

∘3차 흡연이 무엇일까요?

∘오토바이 위험해요
∘통학로에 공사장이 있어요
∘전동차에 불이 났어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가 폭염이라고요?
∘자동제세동기로 생명을 살려요
∘눈이 가렵고 아파요

7월

9월

∘(저학년)물놀이하기 전에 준비운동부터 해요
∘(저학년)놀이공원(놀이기구) 안전하게 이용해요
∘(고학년)즐거운 실내수영! 안전수칙을 꼭 지켜요
∘(고학년)공연장, 행사장 안전하게 이용해요
∘여객선 안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해요
∘여객선 사고의 유형 미리알고 대처해요

∘(저학년)캠핑안전! 내가 먼저 실천해요
∘(저학년)베란다에서의 생활 안전수칙을 지켜요
∘(고학년)즐거운 캠핑! 안전하게 즐겨요
∘(고학년)장난으로 던진 물건에 크게 다쳐요
∘골목길 이면도로 조심해요
∘야간통행 안보여요, 조심해요

∘화재 연기가 더 위험해요
∘낙뢰! 이렇게 대처해요

∘즐거운 명절, 기름화재 이렇게 대처해요
∘태풍과 집중호우! 미리 알고 대처해요

∘더운 여름, 일사병(열사병) 위험해요
∘눈을 다쳤어요

∘벌 쏘임! 위험해요
∘잔디에 누우면 안돼요

∘아동인권 함께 지켜요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일(동영상_4분 12초)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해요
∘아동성폭력_해피콘서트(동영상_4분 48초)

∘담배, 싫다고 말해요
∘인터넷예절을 지켜요

∘전자담배가 뭐예요?
∘인터넷게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요

10월

11월

∘(저학년)안전한 등산으로 나를 지켜요
∘(저학년)전자레인지에 아무거나 넣으면 위험해요
∘(고학년)등산 안전하게 즐겨요
∘(고학년)전자레인지 안전하게 사용해요
∘지하철 이용은 이렇게 해요
∘비오는 날 평소보다 더 조심 또 조심해요

∘(저학년)겨울철 전열기! 안전하게 사용해요
∘(저학년)빙판길! 안전하게 걸어요
∘(고학년)따뜻한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해요
∘(고학년)눈길, 빙판길 넘어짐(낙상) 조심해요
∘비행기 내에서도 안전을 지켜요
∘비행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해요

∘방독면 착용법 미리 미리 익혀요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요

∘사소한 불장난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기도폐쇄, 응급처치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쓰러졌어요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서클렌즈, 눈 건강에 해로워요

∘생명의 소중함, 보고 듣고 말해요
∘미운오리새끼 비하인드 스토리(동영상_6분 8초)

∘신체폭력예방과 대처 이렇게 해요
∘내 마음이 들리니(동영상_4분 26초)

∘술! 건강에 해로운가요?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12월
∘(저학년)신나는 눈썰매! 안전하게 즐겨요
∘(저학년)스케이트! 안전하게 타요
∘(고학년)스케이트 탈 때 안전수칙을 지켜봐요
∘(고학년)안전하고 즐거운 스키장! 초급자는 초급자코스부터 시작해요
∘꼭 알아야 할 교통 표지판 함께 지켜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해요
∘난방기구 화재, 이렇게 예방해요
∘한파와 대설로부터 나를 지켜요
∘추운 겨울, 동상에 걸렸어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받아요
∘폭력!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종합)
∘신변안전퀴즈로 나를 지켜요
∘고 카페인 음료, 위험해요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해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동영상
연번

구분

제목

탑재위치

1

화재안전편

경기도교육청TV-화재안전

2

테러안전편

경기도교육청TV-테러안전

3

학교폭력예방-언어편

경기도교육청TV-학교폭력예방(언어)

4

실험실습안전편

경기도교육청TV-실험실습안전

5

체육시간안전편

경기도교육청TV-체육시간안전

6

응급처치편

경기도교육청TV-응급처치

7

교통안전-무단횡단편

경기도교육청TV-교통안전(무단횡단)

교통안전-스쿨존편

경기도교육청TV-교통안전(스쿨존)

9

재난안전-지진/해일편

경기도교육청TV-지진해일

10

물놀이안전편(초등)

경기도교육청TV-물놀이(초등)

11

물놀이안전편(중등)

경기도교육청TV-물놀이(중등)

12

감염병예방편

경기도교육청TV-감염병예방

13

통학버스안전편

경기도교육청TV-통학버스

14

성폭력예방편

경기도교육청TV-성폭력예방

15

개인형이동장치편

경기도교육청TV-개인형이동장치

16

화학물질안전편

경기도교육청TV-화학물질

17

미세먼지편

경기도교육청TV-미세먼지

18

지진편

경기도교육청TV-지진

풍수해편

경기도교육청TV-풍수해

20

화재편

경기도교육청TV-화재

21

대설한파편

경기도교육청TV-대설한파

8
애니메이션

19

경기학생
참여

□ 7대 영역별 안전교육 링크영상 샘플(생활안전_일부분)
가

생활안전

학교 내 생활안전, 승강기 안전, 멋과 안전, 식품안전, 전자기기의 올바른 사용, 감
전사고 예방, 물놀이 안전, 놀이공원‧공연장 등 안전, 캠핑‧등산 안전, 가정 내 생
활안전, 겨울철 안전, 실종‧유괴‧미아 예방, 끼임 사고

❍ 학교 내 생활안전
키워드

링크주소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실험실편)
https://www.youtube.com/watch?v=HznsS6O4hJ8
[4분 38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초등저
초등고
중/고

체육
시간

제목 :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체육시간편)
https://www.youtube.com/watch?v=WaXRHe6Hioc
[4분 44초, 출처 : 경기도교육청]

초등저
초등고
중/고

교내
안전

제목 : EBS 우당탕탕 아이쿠, 학교가자!
https://www.youtube.com/watch?v=OpcaCuDdNts
[7분, 출처 : EBS 아이쿠]

유
초등저

계단
보행

제목 : 아이쿠와 배워요, 보행안전(추락+계단)
https://www.youtube.com/watch?v=l_WYO8vdchs
[4분 35초, 출처 : EBS 아이쿠]

유
초등저

계단

제목 : 아이쿠, 카르망큘라 백작(계단사고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c0C67rIs_88
[7분 1초, 출처 : EBS 아이쿠]

유
초등저

제목 : 번개맨과 함께하는 유치원 안전
https://www.youtube.com/watch?v=zLTie_n8qvM
[2분 55초, 출처 : EBS]

유
초등저

복도
계단

제목 : 키즈현대 어린이 학교안전 – 학교복도&계단편
https://www.youtube.com/watch?v=uHWGgSPFOlo
[1분 18초, 출처 : 키즈현대]

초등저
초등고

복도

제목 : 키즈현대 어린이 복도 안전수칙편
https://www.youtube.com/watch?v=R11bKKa7CJw
[1분 14초, 출처 : 키즈현대]

초등저
초등고

제목 : 학교 안전사고 “목요일, 체육시간 최다”
https://www.youtube.com/watch?v=6J1_ceUbpEU
[43초, 출처 : 연합뉴스 TV]

초등고
중/고

제목 : 실험실 안전을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myGXeLvJ0d0
[3분 42초, 출처 : 사이언스올]

중/고

실험실

유치원
안전

체육
시간
뉴스

실험실

동영상

급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