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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5분 안전교육

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은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의 길잡이를 의미함

Ⅰ

추진 근거 및 목적

1. 추진 근거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2020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교육청소개-경기교육정책-교육정책 : 175번 게시]

2. 추진 목적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위기 상황별 안전교육 실천을 통한 안전생활 습관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정착화

Ⅱ

추진 체계 및 방향

1. 추진 체계

[ 추진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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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향

추진 방향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 생활화
추진 전략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 대처능력 함양
조,종례시간 및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상황별 안전교육 실시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체험위주의 재난 대비 교육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1.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조회 전 8:55분부터 9:00까지 5분간 운영
(월~금, 목금은 인성교육과 병행 운영)
- 위기 주제별 일정한 구호로 시작하여 상황별 5분 안전교육 실시
- 매일 위기상황별 주제에 따른 반복 학습, 미디어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 요일별 주제를 달리하는 운영(요일 순환 방식)
요일

주제

월

생활안전 나침반
- 학교 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생활 속 위험요소 찾기 및 학교 안 사고 안전예방

화

보건안전 나침반
- 응급처치 동영상 보기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익히기

수

교통안전 나침반
- 교통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교통안전 실천과제 찾기 및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익히기

목

재난안전 나침반
- 재난안전사고 동영상 보기
- 교실내에서 대피법 익히기

금

폭력예방 및 신변, 약물사이버중독예방 나침반
- 폭력예방 및 신변, 약물사이버중독예방 동영상 보기
- 학교폭력 대처요령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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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자료 보급
❍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알림판>나‧침‧반교육>나‧침‧반5분안전교육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5분 안전교육 콘텐츠는 제외)
- 교육자료제공 (자료활용안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 292번)
자료명

자료설명
5분 교육자료(한쇼, PPT) 278편

자료 탑재 위치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알림판>

(유치원 48편, 초등 124편, 중등 106개편) 나침반교육:나침반5분안전교육)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 3월 ~ 12월
2020 학교안전 교육자료

(17-12596∼17-12602, 17-27512부터 )

※ 3월 ~ 12월

안전교육자료 (254번~292번)

나.침.반 안전송
(악보, MR, AR음원 등)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안전교육자료 (154번)
① 화재안전편
https://youtu.be/Y6BvFIYYRo4
② 테러안전편
https://youtu.be/dG9CdxM9_js
③ 학교폭력예방-언어편
https://youtu.be/RyfXSBm4DUY
④ 실험실습안전편
https://youtu.be/HznsS6O4hJ8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 ⑤ 체육시간안전편
교육동영상 시리즈 9편(애니메 https://youtu.be/WaXRHe6Hioc
이션)
⑥ 교통안전-무단횡단편
https://youtu.be/dOdalaL8dOs
⑦ 교통안전-스쿨존편
https://youtu.be/wGvgcVTutew
안전교육

⑧ 재난안전-지진/해일편
https://youtu.be/k-k5daYv0wE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

동영상

(업무지원>알림판>나침반교육:나침반5분안전교
육) (16-25372∼16-42627 )
① 미세먼지
https://youtu.be/EYnE3HPPxAg

② 지진
https://youtu.be/_eJuKzEn6cM

경기학생참여 안전교육 동영상
5편

③ 풍수해
https://youtu.be/AKILB7vNK90

④ 화재
https://youtu.be/5vRGFeNmuPY

⑤ 대설한파
https://youtu.be/Q2r2ojKeXKo

안전관련 각종 영상 수집 정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500~600편)

안전교육자료(2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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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
※영역별, 주제별, 급별 구분

(업무지원>알림판>나침반교육:나침반5분안전교
육)(17-12604)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34종(5분 내외의 애니메
이션, 카드뉴스, 웹툰, 파워포인
트 등의 형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중학교)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안전교육자

체험, 토론, 실습형 안전교육 프 료(165번)
로그램 계획서, 공문서 형식으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
로 제작(36편)
(업무지원>알림판>나침반교육:나침반5분안전교
육)(17-12611∼17-12609)
※

상기 표의 게시자료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료 구성
❍ 활동지 : 학생용 (시각적 자료, 상황별 대처요령, 상황별 안전구호 )
구분

내 용

동영상 자료

상황별 동영상(2분), 대처요령(1분), 안전구호(2분)

일반 자료

상황별 시나리오(2분), 대처요령(1분), 안전구호(2분)

❍ 지침서 : 교사용 (학생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사용 안내서)

Ⅳ

기대효과

❍ 교사가 활용하기 쉽고,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자료로
안전교육 활성화 유도
❍ 주제별 반복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로 재난 위기 시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대처가 가능
❍ 실제상황을 가정한 상황별 교육훈련으로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 신장으로
안전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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