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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은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물
물놀
놀이
이 안
안전
전수
수칙
칙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물놀이 이전에 먼저 하여야 할 것들

☞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빛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씁니다.
(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습니다.)

☺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ㆍ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ㆍ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 어린이들을 위해
-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많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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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팔→ 얼굴→ 가슴)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수상

레포츠

안전수칙

수 상 안 전

○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합니다.

○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 기상 불량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 장비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 활동 전에 레저기구에 대한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시다.

○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다른 통
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는 레저 활동을 하지 말고, 야간 레저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
의 야간운행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은 반드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 후 합시다.
○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므로
진입하지 맙시다.

○ 무면허 음주 조종은 하지 맙시다.
○ 해양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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