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활용물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활용물

1.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집 안전매뉴얼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안전수칙 10계명이 실천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의 조성이 확산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물을 제작·배포함.
○ 2016년 안전수칙 5계명의 활용물 개발에 이어 2017년도에도 활용물을 제작·배포하여 어
린이집 내 안전수칙 실천 확산을 도모함.

2. 대상
○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

3.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활용물
1) 6계명 –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 활용물명: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안전운행수칙 눈 가로세로 낱말퀴즈
○ 내용: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안전수칙
○ 방법: 안전수칙 내용을 가로세로 낱말 퀴즈로 제작하여 SNS 이벤트 실시
○ 기간: 2017. 9. 21 ~ 2017. 10. 20
○ 활용물:

▶ 바로가기: http://naver.me/GO4th5nk

2) 7계명 – 실종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게 한다
○ 활용물명: 실종아동예방 퀴즈 및 이모티콘
○ 내용: 영유아 실종예방 안전수칙 내용 안내 및 관련 내용을 퀴즈로 숙지
○ 방법: 실종아동예방수칙이 담긴 안내페이지 퀴즈에 응모한 대상에게 제작한 이모티콘 지급
○ 기간: 2017. 10. 31. ~ 2017. 11. 28.
○ 활용물:

3) 8계명 – 미디어 중독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무분별한 노출을 제한한다
○ 활용물명: 우리아이 스마트폰증후군 체크리스트set 가정통신문
○ 내용: 우리아이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위한 전문가 칼럼, 스마트폰 증후군 체크리스트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상담기관 정보 안내
○ 방법: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형태로 제작,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배포
○ 기간: 2017. 9. 1. ~
○ 활용물:

▶ 바로가기: http://goo.gl/4TqVN9

4) 9계명 –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 활용물명: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 내용: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부착용 자석을 활용물로 제작하여 서울시 어린이집에 배포하고자 함
○ 방법: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각 25개 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포
○ 기간: 2017.10. 20.(예정) ~
○ 활용물

5) 10계명 – 비상시 응급처치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 한다
○ 활용물명: 비상시 응급처치 방법 안내 온라인 퀴즈뉴스
○ 내용: 영유아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사진 및 그림 등 스토리텔링 형태(사고현황, 응급
처치방법, 상비의약품 사용 등)로 소개하고, 소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
볼 수 있도록 제작
○ 방법: 비상시 응급처치 방법을 온라인 퀴즈 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배포
○ 기간: 2017. 11. 2. ~
○ 활용물
▶ 바로가기: http://goo.gl/jWyy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