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15~’17년 물놀이 사고 현황*

8월호
계곡 물놀이 안전 수칙
수심, 물살, 지형 파악하기
- 계곡은 수심, 물살, 바위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
- 물살에 센 곳은 피하고, 물놀이 중 신발, 튜브 등 소지품이 떠내려가면
잡기 위해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 요청

기상이 악화되면 대피하기
-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물놀이를 피하고 접근 금지
- 물놀이 중 갑작스레 기상이 악회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
급별

장소별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수칙
적정 수심 위치까지만 들어가기
- 해수욕장에서 물놀이에 적절한 수심은 허리 높이로,
수영 실력에 상관없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파도가 높은 곳은 물놀이 금지
물놀이 사고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급별로는 초 7건 > 고 5건 > 중 4건 순으로 발생
학년별 사고인원을 살펴보면,
중 3, 5명 > 고 1, 4명 > 초 1, 3명 > 초 4, 5 각각 2명 > 중 1, 고 1 각각 1명 순 으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사고발생이 많음
장소별로는 하천/유원지/개울가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산간/계곡이 5건 순임

여름방학을 맞아 계곡, 하천, 바다, 실내외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물놀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 자료출처: ‘15~17년 물놀이 사고 보고 건 기준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 신기
- 모래사장에 조개껍질, 뾰족한 돌, 유리 조각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발 착용
- 신발 착용 시 가급적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 착용

사고 사례(2017. 6. 18.)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중 3)이
수심이 깊은 곳(약2~3m)으로 옮겨 놀던 중 실종 사실을 확인
119 신고 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물속에서 2시간 반만에 숨진 채로 발견
* 자료 출처: KIDS HYUNDAI(키즈현대) 블로그

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질환

일사병 과 열사병
0

여름철 불청객, 폭염과 열대야
일최고기온

최저기온

33℃이상
폭염

25℃이상인 밤
열대야

일사병이란?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성 응급질환을 통칭
보통 체내의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남
40℃ 이하의 발열·구토·근육경련·실신 등이 대표적인 증상

대처법
- 서늘하 곳으로 이동해 쉬며 몸의 열기를 서서히 내려줌
- 복장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물이나 이온음료로 충분한 수분 섭취

일최고기온이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예상

2일 이상 지속예상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폭염 대비 건강수칙

* 환자의식이없는경우에는기도로물이잘못들어갈수도있기때문에섭취하지않는것이 좋음

0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란?

열사병이란?

우리 몸에서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
더운날씨에오래노출되어 체내의 체온조절기관이상으로체온이정상온도보다높아지는것
40℃ 이상의 고열과 함께 현기증·식은땀·두통·구토·근육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남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며,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음

가지

대처법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 음료나 과일주스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 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썬크림 바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가장 먼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
의복은 느슨하게 하고, 환자 의식이 저하되는 단계라면 최대한 의복을 많이 벗김
체온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체온 측정 시작
- 119에 신고
의식이 정상이더라도 ‘뜨겁고 붉은 피부’를 보이거나 체온이 높은 경우 119에 신고
-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응급처치법에 자신이 없다면 의사의 도움
- 냉각처치 실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냉각처치 실시
의식이 있는 경우는 찬물이나 음료수를 먹이지만, 의식이 저하된 경우는 금지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자료 출처: 질병관리본부

* 자료 출처: 경기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