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예방 홍보대사 활동내용 안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

1. 학교안전가디언즈 웹기자단 활동

  1) 제출내용: 기사 작성(제공된 양식 1장 이상 기술) 또는 브이로그 영상(양식제한 없음)

    ☞ [붙임] 기사 및 브이로그 주제

  2) 제출(요청)횟수: 년 4회~5회 제출 요청(제출 요청 시 메일 및 문자 발송)

  ※ 제출 시 선별을 통해 공제회 웹매거진 및 유튜브에 게재 예정이며, 제출자에게 

안전 물품 제공 예정

  3)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발송(ohs87@ssif.or.kr)

2. 학교안전사고예방 공모전 심사위원 활동

  1) 심사위원 대상: 홍보대사 및 심사위원 신청자 중 선정된 5인 

  2) 심사 활동시기: 년 1회(2022년 6월 중)

  3)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심사부문 비고

심사(2차) 2022. 6.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내

동영상, 포스터, 웹툰, 
세이프포토(사진)

 

   ※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4) 심사대상

    ◦ 심사부문 중 동영상, 포스터, 웹툰, 세이프포토(사진)에 대한 오프라인 심사

    ◦ 심사위원 선정된 자에게 추후 자세한 심사일정 및 내용에 대해 유선통화, 문자 및 

이메일 발송, 학교 공문 등으로 참여 요청 예정

   ※ 심사참여 시 규정에 맞는 심사수당 지급 예정



[붙임] 기사 및 브이로그1) 주제

  1. 학교안전사고예방 기사(주제 3가지 중 1개 선택하여 제공된 양식에 작성)

순번 주 제 세부내용

1 학교안전사고 사례

◦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2) 중 학교안전사고 사례

◦ 사고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기사 작성 요청

예) 쉬는시간 놀이터에서 열상으로 다친 사례 및 사고 

이후 조치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례

◦ 학교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예방 사례

◦ 학교안전 물품으로 인해 사고가 예방된 사례

◦ 예방 이후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기사 작성 요청

예) 점심시간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졌으나 미끄럼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다치지 않은 사례 및 그에 대한 

사고감소 효과

3 학교안전교육 실시 사례

◦ 화재, 학교폭력, 상해, 장난, 체육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사례

◦ 안전교육 실시의 효과에 대한 기사 작성

예) 체육시간 선생님으로부터 사전 준비운동(국민체조 등) 

실시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고, 신체적 긴장이 완화

되어 사고 없이 활동을 마침 

  2. 안전사고예방 브이로그 영상 촬영

순번 주 제 세부내용

1 안전사고에 대한 영상
◦ 학교생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영상 촬영

2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영상

◦ 평소 안전장비 착용, 사고예방 준비운동 실시, 

학교에서 뛰지 않기, 장난치지 않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영상 촬영 

1)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2) 교육활동시간: 교과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방과후 활동, 돌봄교실, 놀이시간, 체험활동, 등교 및 하교 

시간, 대회참가 시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