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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스카우트활동 운영 시 의무사항

<기본이행사항>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대원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함
2. 허가 ․등록된 시설 이용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에서의 활동 금지)
3. 계약 전, 시행 직전 사전답사

4. 참가자(지도자, 대원 등) 대상의 사전안전교육

5. 지도자의 임장지도(근무지 이탈, 음주 등 금지)

수련활동 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등에서 수련거리를 가지고 수
련지도자와 함께 행하는 체험활동
￮허가ž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실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의 

수련시설 이용(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은 프로그

램 인증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됨.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활용
하여 결정

￮종합평가 ‘적정’ 이하, 평가 미실시 시설, 신규 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과 해당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 : 지자체의 안전점검은 계약 또는 입찰 당시 수련활
동 실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결과이어야 하며, 프로
그램 인증 획득 여부는 실시 예정 15일전(前)에 해당하는 날 
최종 확인해야 함

숙 박 형
활 동

수련활동을 제외한, 일정기간 숙박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

￮단,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확인불가 시설(유스텔, 유스타운, 호텔, 콘도 등 
단순숙박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이용 시, 반드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일 일 형
활 동

하루에 이루어지는 비숙박 체험활동
￮지자체의 안전점검 또는 육성위원장 책임하의 사전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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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확인 제외 대상 프로그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
하는 경우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 한국4-H본부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청소년적십자
⁃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 일회성 단순 체험(관광, 관람, 견학, 강의, 참가 등), 이벤트, 단순 기능
ㆍ기법ㆍ기술을 체득하는 경우(소방훈련 등)

▢ 환경부,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
▢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태권도원, 농

어촌체험ž휴양마을 사업, 농어촌인성학교) 또는 연수ž교육을 전담하는 기
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통일교육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 교육청(소속기관, 부속시설 포함) 및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가능한 청소년단체 및 시도교육청 가산점 부여 청

소년단체에 한하여,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내 조직을 갖추고 지도교사
가 직접 참여하며 해당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 해당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지 않는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예 
: 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 반드시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함

2. 활동안전을 위한 단계별 실무

가 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안전교육 실시

1) 활동장소 및 시설, 차량이동,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생활지도방안을 수립한다.

2) 참가대원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
우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3) 대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혼잡시간을 피하고,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도자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 유사시를 대비하여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 지도자 : 응급처치ž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방법, 개인비상약 준비 등
￮ 참가대원 : 시설이나 교통, 프로그램 운영상의 생활지도 및 공공질서예

절, 안전사고예방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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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현장답사 실시

1) 수련활동, 숙박형 활동은 계약 전과 시행 직전에 2회 이상 답사를 실시하
되, 방법, 대상 등은 계약방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일일형 활동
은 답사를 1회 실시한다(육성위원장 책임 하에 생략 가능).

2) 동일 시설을 수년간 이용하는 경우라도 1)번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가
급적 참가자들의 서면평가가 보통이상이 70%이상 나온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일 시설을 재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전답사 시에는 생활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
유지의 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그 대책을 계획에 반영한다.

4) 현장답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체크리스트 11쪽 참조>
￮ 경로, 예정지와 활동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인원, 안전 및 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해당 여부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1년 이내의 결과, 

(해당 시)프로그램인증서, 보험가입증서 등 반드시 확인
￮ 해양수상활동을 실시할 경우 다음의 사항 확인

⁃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등록업체 여부 확인(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적정배치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학생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 등록여부 확인

￮ 특히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등 계
획 시 사전에 현장 안전여부 확인

다. 계약 시 유의사항

1) 계약 전의 사전답사에서 보완 가능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시행 직
전 답사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하거나 시행하도록 한다.

2) 모든 계약에는 대원의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3)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과 책임의 소재 및 범위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4) 수련시설과의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표자로 하고 계약담당자의 

실명을 확인해둔다(무허가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금지).
5) 수련비용에 대해서는 수련시설과 계약해야 하나 대원수송을 위한 차량운

송계약은 운수회사와 별도로 체결한다.
6) 차량 운송계약은 반드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서상의 차량번호와 실제 배차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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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행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한다.
￮ 전세버스 임차계약 시 차량 및 운전자 정보조회 요청(교통안전정보제공서

비스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에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최소 3일 전에 요
청) <양식 12~13쪽 참조>

￮ 조회결과 회신사항과 배차계획을 대조하여 적격여부 최종 확인(차량운행
계획서와 배차차량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및 관련 세부내용 명시
: 차량연식, 보험가입,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및 교통안전정보 등
* 차량연식 : 계약 시 안전을 고려, 연식제한 가능. 단, 과도한 연식제한 지양

8) 차량 운행 시 안전을 위한 조건을 명시한다.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

항 명시
￮ 차량운행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

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고 사전 동의 없
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

￮ 계약조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대책 포함
￮ 단체운행 시

⁃ 대열을 길게 만들지 말고 분산운행(2~3대씩 조 편성, 순차적 이동)
⁃ 사전에 이동시간 확인 및 이동경로 정확하게 숙지
⁃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라. 현장안전지도

1) 일반사항
￮ 지도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며 각종 안전장

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을 반드시 확인
￮ 총괄지도자는 사전계획에 따라 활동을 총괄하여, 모든 지도자와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교육활동의 효율성 제고
￮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 구비
￮ 지도자는 각종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종 사고예방에 주력(식사시간 포함)

2) 교통안전
￮ 운수회사 담당자 및 인솔책임자는 출발 전에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

하여 자체 점검 및 확인
￮ 지도자는 반드시 대원 차량에 탑승하여

⁃ 운전자의 안전저해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 통제 : 과속운행, 음주운전, 추월, 
신호위반, 대열운행,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정원 초과, 졸음운전 등

⁃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원들의 질서지도 및 안전지도
ž출발,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여부 지도 및 확인
ž휴게소나 주차장 등에서 이동 시 이동차량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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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보호표지를 제작하여 각 차량마다 부착
* 크기 : B4 용지 크기(257✕364㎜) 이상

앞면 뒷면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걸스카우트활동차량
(제   호차)

대 이 름 :
탑승인원 : 00명

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걸스카우트활동차량
(제   호차)

이 차에는 청소년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특히 대원들의 질서유지 및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고, 공공예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3) 화재예방
￮ 화재 안전대피시설 확인, 소화기ž대피구 철저히 확인ž점검
￮ 화재보험 가입여부 철저히 확인
￮ 활동프로그램 중에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 포함
￮ 화재발생시 긴급대피 경로 게시 및 관리요원 대피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수상안전
￮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 전면 금지
￮ 임해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안전교육 철저히 실시
￮ 갯벌체험 시 가능지역을 미리 알아보고 안전을 철처히 확인하여 체험 가

능한 장소에서만 실시
￮ 수상캠프 등 바다를 이용한 캠프 운영 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해양경찰

서(해상안전과)에 통보하여 안전조치 협조요청

학교명 위치(장소) 기간 방문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연락처 비고

￮ 수상안전요원에 의한 철저한 실기지도를 통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각종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확인, 점검

5)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 맨홀·계단·베란다 등에 위험, 출입금지 등 표시 및 안전지도 실시
￮ 독·해충 피해, 전염병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철저
￮ 대원들이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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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병예방
￮ 식수관리,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교육 강화
￮ 수시로 손 씻기(비누 사용), 식후 양치질
￮ 지정된 물만 음용(끓이지 않은 물 음용 금지)
￮ 음식을 먹기 전에 상했는지 또는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

7) 기본생활
￮ 대원 및 지도자(수련지도사 포함)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희

롱 등) 예방교육 실시
￮ 친구 사이에 예의 바른 언어 사용
￮ 외모에 대해 놀리지 않으며 싫어하는 별명 부르지 않기
￮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고 단정한 복장 착용
￮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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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사전답사 CHECK LIST

건물

① 청소년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청소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대원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⑤ 대원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① 청소년들을 관리하기 원활하게 배치 가능한가?
② 생활이 쾌적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③ 설치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④ 숙소 내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⑤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되는가?
⑥ 문단속이 용이한가?

안전

① 방 사이 칸막이가 대원들이 넘어 다닐 수 있어 위험하지 않는가?
② 대원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⑤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⑥ 대원들이 무단으로 창문을 넘어 다닐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⑦ 화기통제(전자레인지 등)가 가능한가?

생활
지도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대원들의 출입을 파악할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에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식단이 충실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깨끗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상태는 청결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상태 및 환기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① 청소년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음식의 질이 대원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가?

일정
및

코스

① 대원들의 신체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③ 자연보호 등의 자체 교육적 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단순한 놀이 등의 장소에 대원들이 방치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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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수 신 처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이름)
□ 이용기간 : 0000.00.00.~0000.00.00.
□ 회 사 명 : ○○운수회사(사업자등록번호 :             )
□ 조회결과

소유자명 차량번호
보험가입기간

차령 자동차
검사 정기점검 종합의견

책임 임의

신세계관광 경기70바1234 20130331 20130331 6년 미만 20130630 20150630 이상없음

※ 본 조회결과는 차량 이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조회일자 : 0000. 00. 00.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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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적격여부 조회결과 통보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용)

□ 수    신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이름)
□ 업 체 명 :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
□ 조회결과(유효기간은 조회일로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최대 1주일)

순번 운전자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입  사
등록일

운전정밀
검사내역

버스
운전
자격
여부

운전면허
취소
(정지)
가간

종합
의견

신규 특별

1 김○○ 19680613 인천87-08××××-×× 20110101 수검
해당
사항
없음

취득 해당
없음 적격

2 이○○ 19680613 인천87-08××××-×× 20110101 수검 수검 취득 해당
없음 적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해당회사에 재직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회일자를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임(이름순 정렬)
2. 배차된 운전자 중 본 조회결과 통보서에 누락된 운전자는 부적격 사항이 있는 운전자

이므로 반드시 운수회사에 운전자 교체요구
3.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자료는 매주 경찰청으로부터 업데이트되므로 현재의 자격 

상태와 다를 수 있음,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해당되어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전체기간)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따른 사실을 확
인합니다.

0000. 00. 00.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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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단체활동 시 안전수칙과 사고대처방법

1. 공연관람

가. 안전수칙

1) 안전하게 이동한다.
￮ 입·퇴장 시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공

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
크, 회전문 등의 편의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 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난 후 타도록 한다.
￮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시 안전선 안에서 바른 

자세로 전방을 주시하며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신발 끈이나 옷자락이 틈
새에 끼지 않도록 하고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2) 집합 및 해산, 입·퇴장 시간을 준수한다.

3) 지정 좌석에 착석한다.
￮ 관람석이 아닌 곳에는 앉지 않도록 한다.
￮ 옥상, 가로수, 담벼락, 환풍구 등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개별행동을 하지 않는다.
￮ 행사장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좌석을 발로 차거나 뒷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5)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미리 확인해둔다.
￮ 출입구, 비상대피로, 통제선, 안내선, 이동 동선 등
￮ 안전요원만으로는 행사관리가 어렵거나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참가하게 되는 경우 경찰 등의 지원, 소방차 및 
구급차의 운용 여부 등

￮ 복층 관람석일 경우 난간 등의 안전상태 등
￮ 설치물의 추락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곳, 많은 관중이 운집하여 압력 

등에 의한 부대시설물 붕괴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함

나. 사고대처방법

1)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행사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야’ 하고 큰소리

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인근의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신속히 진화하는 한편 119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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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서 있게 대피한다.
￮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

하고 안내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비상대피를 실시한다.
￮ 비상대피 시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고,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부터 차례대로 대피한다.

3)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 불빛을 활용
하고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린다.

4) 신체적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급요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를 취한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손잡이를 꼭 잡는다.

 

걷거나 뛰지 않는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선 안에 선다.

2. 수련ž숙박시설

가. 안전수칙

1) 숙소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칙을 준수한다.
￮ 숙소가 2층 이상인 경우 창문을 넘어 다니거나 창가에

서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라이터, 칼 등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지 않는다.

2) 숙소의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화재 시 응급조치 물품이 비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나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시설물 : 가구, 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 화재 시 응급조치 물품 : 비상대피로, 손전등,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등

3) 비상시 대피요령을 익히고 대피경로를 확인한다.
￮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둔다.
￮ 숙소가 2층 이상인 경우 완강기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등은 사용방법을 미리 익혀둔다.

4) 응급상황 발생 시 지도자나 119에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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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재 시
응급조치
물 품

비상대피로  손전등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완 강 기
사용방법  à  à  à 

나. 사고대처방법

1)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119에 화재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알린다.

2) 신속히 대피한다.
￮ 방문을 열기 전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본다. 손잡이가 뜨겁

다면 문 뒤쪽 공간의 불길 때문이므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서 전화나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고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되,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 등으로 문틈을 막는다.

￮ 건물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대피방향을 분간하지 못해 패닉현상을 일으
키게 되므로 대피유도 시에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이며 대피로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두 방향 이상으로 대피시키도록 한다.

￮ 화재가 발생한 방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
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도록 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 연
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되 연기층 아래에 공기
층이 있으므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숨을 짧게 쉬면서 이동하도록 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고, 다
른 사람의 옷에 불이 붙은 경우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 불을 꺼준다.

￮ 대피 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한
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 모든 인원이 탈출했는지 확인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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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대처방법> <대피 시 유의사항>

비상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신속히 대피한다.

119에 신고한다.

주위 사람과 협력하여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

초기에 불을 끈다.

￮ 출입문 및 계단 입구에 설치된 비상유
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
피한다.

￮ 출입문을 열기 전 문에 손을 대어보거
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밖으로 나가고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
른 대피방법을 찾는다.

￮ 연기가 있을 경우 낮은 자세로 대피하
되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이나 옷 등으로 막아 가급적 마시는 
연기량을 줄여야 한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해야 할 경우에
는 물을 적신 담요를 몸에 뒤집어쓰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대피통로를 선택할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해
야 한다.

￮ 외부로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
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
상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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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이 붕괴된 경우
￮ 당황하지 말고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로 대피하되,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
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 대피 시에는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하도록 
하는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되, 
추가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장애물 등을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 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
역으로 대피한다.

4) 잔해에 깔린 경우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는데, 파이프 등

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다. 
휴대전화는 불통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 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주기로 켜둔다.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도록 한다.

￮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물체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어 구조를 기다린다.

￮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은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 잔해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면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
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주도록 한다.

￮ 음식물이 있다면 가능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의 소비를 조절한다.

3. 물놀이ž갯벌체험ž수상활동

가. 안전수칙

1) 물놀이
￮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
서)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한다.

￮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배고플 때, 식사 직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평영 50m는 전속력 달리기 
250m와 같은 피로를 느끼므로 물속에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한다.

￮ 물놀이 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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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하므로 피하도록 하고, 배 등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 사람을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의 장난치지 않는다.
￮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머리를 수면 위에 내밀고 

있어야 하며,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항상 안내
요원이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갯벌체험
￮ 갯벌에 들어가기 전 밀물, 썰물 시간을 확인하고 지형을 파악한다.
￮ 긴 소매 옷, 챙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선블럭을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 갯벌에는 조개껍데기 등이 있어 맨발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도록 하고 샌들일 경우 양말을 신도록 한다.

￮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갯골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밀물 시 갯골에 물이 먼
저 차오르므로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호미, 갈퀴 등 도구사용법을 익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상활동
￮ 활동 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중에 벗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
￮ 일몰 30분 후~일출 30분 전에는 수상활동을 하지 않도

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운행장비를 갖추도록 
한다(나침반, 통신기기, 야간조난신호장비, 전등 등)

￮ 출발 전에 코스, 안전수칙, 장비 등을 확인한다.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은 사전에 반드시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안전관
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활동 전에 수상활동장 및 부근의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
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
상악화 시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하고, 천둥·번개가 
칠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온다.

￮ 지도자의 안내에 따르고 개인행동은 금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9

에 신고하며,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가급적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하여 안전구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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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며, 거센 
파도로 밀려났을 때에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하천이나 계곡물을 건널 때는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정하여 가급적 바닥을 
끌듯이 이동하고, 시선은 건너편 강변 둑을 바라보도록 하며,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

￮ 급류는 건너편 하류 쪽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한사람씩 건너거나, 여러 사
람이 손을 맞 잡아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

4. 산악활동

가. 안전수칙

1) 복장 등 사전준비
￮ 산행 전 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지도, 날씨, 산행거리, 계절별 특성 등)를 

확인한다.
￮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랜턴, 우의, 휴대전화, 상비약품과 다목적용 주

머니칼을 준비하되 사용 전에 안전한 사용법을 익힌다.
￮ 가방은 가볍고 방수가 잘 되는 배낭을 착용한다(짐은 

아래부터 침낭-가벼운-무거운-자주 쓰는 물건 순)
￮ 산은 기온의 변화가 심하므로 날씨와 계절에 맞고 비

와 눈,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옷차림을 한다.
⁃ 옷 : 활동이나 입고 벗기에 편하고,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착용감 좋고 

땀 흡수 및 통풍이 잘 되며, 물에 잘 젖지 않고 쉽게 마르며,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마찰에 강하며, 바느질 부분이 튼튼한 옷

⁃ 신발 : 발가락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트레킹화나 경등산화, 중등산화로 발에 잘 맞는 것

⁃ 양말 :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두꺼운 양말 안에 얇은 면양말이나 
양모 양말을 하나 더 신도록 함

⁃ 우의 : 활동 중에 항상 휴대. 판초우의는 비로부터 배낭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바닥깔개나 평천막 대용으로도 쓸 수 있음

⁃ 모자 : 머리와 눈 보호
⁃ 윈드자켓 : 휴대하다가 필요 시(체온유지, 방풍 등) 입도록 함

2) 식사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메뉴는 계절과 날씨를 고려하여 준비하되 쉽게 상하지 않고 휴대가 간편

한 음식으로 준비하고, 과일이나 주스 등을 후식으로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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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장소에 손 씻을 물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티슈를 준비한다.
￮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은 물은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사 후에는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3) 산행 시
￮ 산행 전과 후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풀어준다.
￮ 산행 중 화기 소지 및 취사행위는 금한다.
￮ 산행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되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
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등 아는 길도 수
시로 확인하며 이동한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천천히 걷고 가급적 물건을 손에 
들지 않도록 한다.

￮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을 더 조심하고, 특히 굵은 모래
나 돌이 있는 길을 내려올 때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는 일이 없
도록 조심한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아 안전하게 걷되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오르막길에서는 보폭을 좁게 하며, 내
리막길에서는 시선을 두서너발 앞에 두고 걷는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
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산행은 일몰 1~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하루 최장 8시간 산행하
고, 체력의 30%는 비축하도록 한다. 일행 중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휴식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하도
록 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높은 곳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도록 하는데 이때 다른 양말로 갈아 신거나 물로 씻으면 피로가 풀리
고 발바닥이 상쾌해진다.

4) 캠핑 시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둔다.
￮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텐트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바닥이 평평하고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친
다. 특히 계곡에서는 밤사이 집중호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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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대처방법

1) 일반사항
￮ 산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국립공원관리

사무소 등에 구조를 요청한다. 신고 시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고위치와 주변환경, 사
고유형(추락, 골절, 신체이상, 관절무리, 조난, 동물공격 
등)을 정확히 알리고, 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환자를 안정시키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한다.
(* 국가지점번호 : 도로나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치표시체계)

￮ 뱀이나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 공격하면 절대 안 된다.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

를 바른다.
￮ 캠핑 시 폭우 등으로 텐트에 물이 밀려들 때에는 절대

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다.
￮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기상상태 보도를 주시하고 빨리 하산하거나 높

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과 나무로 만들어진 교량은 절대 
건너지 않도록 한다.

2)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확인한다. 
나이테(남쪽 : 넓음, 북쪽 : 좁음), 이끼(북쪽에 이끼가 있음), 북극성, 북두칠성 
등 자연 지형물을 활용하거나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향을 찾도록 한다.
① 제자리에 멈춘 후 마음을 안정시키고 길을 잃게 된 이유와 다른 일행과 

같이 있었던 지점을 생각하고 확실하다면 그곳까지만 이동한다.
② 자신이 일행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행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곳

에 머물러 기다리면서 주변상황을 관찰하여 내 위치를 파악한다.
③ 구조신호를 보내 내 위치를 알린다. 소리를 지르거나 랜턴 등을 활용하

여 계속해서 세 번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보낸다.
④ 일행이 조난신호를 듣거나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나 랜턴을 활용해 두 

번 응답신호를 보내주어 안심을 시켜준다.

3)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 짙은 안개, 눈보라, 어둠 등으로 산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구조

대나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며 기다리도록 한다.
￮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면 판초, 비닐 등으로 눈, 비, 바람을 막을 공간을 

만들고 젖은 옷은 갈아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장비가 없으면 큰 나무 밑이나 
마른 낙엽 등을 모아 비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 산행하기 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산행 일정과 장소, 동행자를 간단하게 
알려두면 혹시라도 조난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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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시 행동요령 3C>

Check (1단계) ⇢ 위급상황 인식 및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
Call (2단계) ⇢ 도움 요청
Care (3단계) ⇢ 의료기관 인계 시까지 적절한 처치

5. 스키

가. 안전수칙
￮ 준비 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느끼면 휴식을 취한다.
￮ 스키장에서는 스키복이나 보드복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

지한다.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으며, 고글, 안전모,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자외선과 찬 바람에 주의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스키 타
기 30분 전과 2시간마다 발라주는 것이 좋다.

￮ 스키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표지판 등을 준
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한다.

￮ 리프트 탑승 중 심한 움직임은 삼간다.
￮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사전에 익혀두고, 넘어졌을 

때는 신속히 일어나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 충격에 의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안전요원이나 

상황실에 신속히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후속 조치에 협조한다.
￮ 동상에 걸렸을 경우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동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담그거나 담요로 감싸거나 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동상 부위에 뜨거운 불이나 패드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비비지 않도록 한다.

￮ 물집이 생겼을 때는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하되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심한 경우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한다.

6. 화톳불

가. 안전수칙

1) 불자리 및 장작 쌓기 시 안전수칙
￮ 불자리는 비교적 평평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참가인원이 편하게 불 주위에 둘러앉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근처에 반드시 소화용 물과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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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리는 시설물이 없는 경우 땅을 20㎝ 정도 깊이로 파고 파낸 흙으로 
불자리 주위에 둔덕을 만든다.

￮ 무너지지 않도록 굵은 나무부터 쌓아올린다.
￮ 불을 약하게 할 때는 물을 뿌리고 불길을 살릴 때는 나뭇가지들을 넣도

록 하되 불꽃이 튀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점화용 횃불 안전관리
￮ 직접점화용 횃불의 경우 철사로 천을 고정시키고 천으로 둘러 감도록 하

는데 천이 모두 타면 철사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막대에 철사를 감
아 고정시킨다. 점화막대의 연결부위 철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못으로 고
정시켜 단단히 매어 점화 횃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횃불은 점화 직전에 등유에 담그면 등유가 손잡이를 따라 흘러내려 위험하
므로 미리 등유에 담가두었다가 사용하도록 하는데 천으로 감은 부분만 등
유를 적신다. 너무 많이 적시면 등유가 막대에 스며 내리므로 위험하다.

￮ 낙화용 횃불의 경우 횃불 윗부분에 철사를 둥글게 고정시켜 횃불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하 시 중간에 멈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불이 붙는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 화재 시 미리 준비해둔 소화용 물이나 소화기로 즉시 불을 끄도록 하고 대
처가 어렵거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재빨리 119에 신고한다.

* 그 외 상황은 상황별 대처방법 참조

7. 식품 섭취ž관리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 적정 온도ž시간[74℃(패류 85℃) 1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거나 조리음
식을 부적정 온도(5~59℃)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 오염된 기구와 용기, 불결한 조리기구를 살균, 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 씻기 소홀, 식품 취급이 부주의한 경우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안전수칙
￮ 체험활동 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다.
￮ 물은 식수만 마시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 불량식품은 먹지 않는
다. 또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미
리 지도자에게 알리고 해당 음식섭취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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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에서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물과 간식류는 가급적 준비하지 않는다.
￮ 더운 날 음식물을 실온에 오래 두지 않으며, 맛이 이상하면 먹지 않는다.

나. 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복통이나 설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무실로 이송한다.

* 식중독 의심 증상 : 음식 섭취 후 6~48시간 이내 설사, 복통, 발열, 두
통, 메스꺼움 동반한 구토증세 및 근육통

￮ 동일 원인이나 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복통, 설사 등)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즉시 의무실에 알리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 심한 설사가 있을 때는 수분을 보충해 주며, 약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Ⅱ. 야영 시 안전

1. 야영생활 안전수칙

가. 건강 및 위생관리
￮ 규칙적인 생활, 과식하지 않고 적정한 양의 음식물 섭취, 충분한 수면, 정

상적인 배설을 통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과정활
동일지라도 충분한 휴식을 위해 밤늦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고 스스로 건강에 주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날씨를 미리 확인하여 비나 눈을 맞거나 추위,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장시간 햇빛에 노
출될 때는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한다.

￮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특히 손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
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는다.

￮ 옷과 양말은 자주 갈아입고, 땀이 차거나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는다.
￮ 여름철에도 밤의 기온과 비에 대비하여 점퍼나 스웨터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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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등 벌레에 물리는 것에 대비하여 기피제를 바르거나 향을 피우고 긴 
옷을 입도록 한다.

￮ 천막 안은 건조하게 하고 살충소독을 한다.
￮ 정리정돈과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오물처리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나. 사고예방
￮ 개별 행동은 삼가고, 지도자의 지시에 잘 따른다.
￮ 정해진 통로로만 통행하고, 뛰거나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화기에 대한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두도록 하고, 반드시 당번을 정하여 지

키며, 소화용품을 비치한다.
￮ 화재ž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천막 안에서는 난로, 뜨거운 

물, 버너, 촛불 사용을 금하며, 모기향을 피워둔 채 잠들
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식생활
￮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다.
￮ 음식을 맛볼 때는 별도의 수저와 그릇을 사용한다.
￮ 식수시설이 된 야영장의 물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마실 물은 끓여 먹도록 하고 고인 물은 마시지 않는다.
￮ 남은 음식은 부패 우려가 있어 다 먹지 못하면 버려야 하고 천막 주변에 벌

레가 모이게 하므로 먹을 양만큼만 조리하여 잔반 및 쓰레기를 최소화 한다.
￮ 음식물 보관법

⁃ 음식물은 바닥에 두면 흙이나 먼지가 묻거나 벌레가 생겨 비위생적이므
로 바닥에 두지 말고 상자나 그물망에 넣어 나무에 매달아 둔다.

⁃ 야채나 과일은 얇은 비닐에 싸서 매달아 두되,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 놓
은 야채는 쉽게 변질되므로 먼저 사용한다.

⁃ 설탕그릇은 물이 들어있는 큰 그릇 속에 담가두면 개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뚜껑은 항상 덮어두도록 한다.

⁃ 냉장을 요하는 식료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는 출발 직전에 구입하여 즉시 소비하도록 하며, 아이스박스 없이 보관 
시에는 비닐로 밀봉한 후 물에 담가놓되 햇볕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완전히 냉동된 식품은 상당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아이스박스에 넣어두면 
다른 음식의 냉장에도 도움이 된다.

⁃ 건조함을 유지해야 하는 식품(가루, 면, 김, 미역 등)은 습기가 차지 않도
록 밀봉하여 천막 안과 같이 이슬을 맞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 기타 식품 관련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은 2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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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급상자 구비

￮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지사제, 변비약, 해열제
￮ 반창고, 붕대, 탈지면, 거즈, 핀셋, 가위, 체온계
￮ 요오드정기, 과산화수소 등 소독약
￮ 화상연고, 항생연고 등 응급용 연고류
￮ 안약, 파스류, 모기약, 기타 상비약 등
* 개인이 항상 복용하는 약은 복용법과 함께 개별로 준비해오도록 한다.

바. 식기구 및 불 관리

1) 위생관리
￮ 취사ž조리 도구, 식기, 행주, 쑤세미는 깨끗이 세척하여 끓인 물로 소독한 

후 햇볕에 말린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은 완전히 닦아내고 더운 물에 넣어 씻는다.
￮ 마른 그릇은 먼지나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정리하여 찬장에 넣는다.

2) 가스버너 사용 시 주의사항
￮ 버너를 다룰 때에는 면장갑을 꼭 끼도록 하고, 불 옆에서 연료를 교환해서

는 안 되며, 겨울에는 화력이 떨어지므로 너무 차게 보관하지 않는다.
￮ 버너는 평평한 바닥에 수평으로 놓고 바람 부는 곳을 피하도록 한다.
￮ 점화 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 후에는 잘 닦아 습기,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속물은 잘 

챙겨서 정리해 둔다.
￮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빼고 분리 배출한다.

3) 안전한 불자리 설치
￮ 나무 밑은 피하고 모래사장이나 바위, 진흙 위가 불자리 장소로 좋다.
￮ 나뭇잎, 돌 등은 치우고 직경 3m 정도의 평지를 불자리로 사용한다.
￮ 바람이 불 때는 불을 마주하고 바람을 뒤로하여 불자리를 만든다.
￮ 임시 불자리는 도랑이나 구멍을 파서 만들거나 통나무, 바위, 벽돌, 진흙, 

캔을 이용하여 만든다.

4) 불자리 뒷처리 시 주의사항
￮ 불자리 부근에 항상 소화용 물을 준비한다.
￮ 사용 후 흙, 모래, 물, 삽 등을 이용하여 소화 흔적을 없앤다.
￮ 타고 남은 나무는 숯으로 사용한다.
￮ 초와 성냥은 비닐봉투에 보관하고 연료는 비닐로 덮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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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선정

가. 야영장

1) 바람직한 야영장소
￮ 안전한 호수나 하천이 가까이 있는 곳
￮ 바닥이 고르며 배수가 잘 되는 곳
￮ 양질의 식수, 식량, 연료 등 물품 확보가 가능한 곳
￮ 교통이 편리하고 위험하지 않으며 외부인 출입이 적은 조용한 곳
￮ 폭풍우에 대피할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넓은 활동장이 있어서 화톳불이나 과정활동을 할 수 있고, 자연이 잘 보존되

어 있어 자연관찰, 하이킹,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곳

2) 야영장소로 부적합한 곳
￮ 경사 급한 골짜기나 절벽 : 비온 후 산사태가 나거나 절벽

이 무너지면 위험하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다.
￮ 무성한 풀이 있는 곳 : 아침이슬에 젖으면 미끄러워 행

동에 지장을 주며 모기나 해충이 많다. 특히, 뱀에 주의해야 한다.
￮ 큰 나무 밑 : 비가 오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작은 나뭇가지나 잎이 

자주 떨어지며, 악천후 시 가지가 부러진다거나 낙뢰 위험도 있다.
￮ 진흙땅 : 늘 질고 미끄러우며 장비나 옷이 진흙으로 더러워진다.
￮ 모래밭 : 음식이나 의복, 장비에 모래가 들어가 지장이 많다.

나. 영지

바람직한 장소 피해야 할 장소

￮ 습기, 해충이 없는 곳
￮ 배수,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
￮ 비교적 평평하고 튼튼한 바람막이 나무

가 있는 곳
￮ 취사장, 화장실 등 다른 야영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주위환경이 안전한 곳

￮ 벼락,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
￮ 벼랑 밑
￮ 흙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큰 

나무 밑
￮ 계곡, 강변, 댐과 같이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

3. 설영 및 철영 시 안전

가. 영지 꾸미기
￮ 거주하기에 좋고 위생적이며 활동에 적합한 

영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야영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영지 배치를 

다르게 한다.
<영지 꾸미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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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텐트 설치
￮ 텐트 칠 때 필요 장비 : 텐트, 기둥, 말뚝, 망치, 로프, 목장갑 등
￮ 전체 영지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피한다.
￮ 돌이나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바닥을 평평하게 정리한다.
￮ 당김줄이 느슨하면 텐트가 바르게 쳐지지 않으므로 역학적으로 방향을 결

정하여 장치해야 한다.
￮ 우천 시나 강풍 등에 대비하여 텐트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지

질 등을 살펴본 후 말뚝을 움직이지 않게 박아야 한다.
<말뚝 박을 때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말뚝은 지면과는 45˚, 당김줄과는 90
˚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로프는 빼고 박는 것이 좋다(로프를 맨 채로 박으
면 로프가 상하거나 각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금속성 말뚝을 나무망치로 박거나 목재의 말뚝을 
쇠망치로 박으면 어느 한쪽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땅에 박힌 말뚝을 뺄 때는 반드시 그 주
위를 파내고 뽑아야 하며, 로프를 감은 채로 뽑아서는 안 된다.

￮ 모래땅 같은 데서는 말뚝의 각도를 지질에 따라 조정하거나 보조 
말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천에 대비하여 텐트 위에 지붕텐트를 칠 때에는 지붕텐트와 본 
텐트가 서로 닿지 않게 별도의 말뚝을 박도록 한다.

￮ 텐트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붕텐트의 물이 떨어지는 지점에 
배수로를 판다.

<우천 시 대비 배수로 파는 방법>

￮ 가급적 지형을 이용한 자연적 배수가 바람직하나 많은 비가 오거나 
지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수로를 파야 한다.

￮ 배수로는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며 영지의 지형, 조건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배수로는 지붕텐트의 물이 떨어지는 지점
에 판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배수로
를 더 깊이 파는 것이 좋다.

￮ 파낸 흙을 텐트와 지붕텐트 사이에 쌓아
두면 철영 시 복원하기 편리하다.

￮ 배수로는 빗물이 텐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는 것이므로 배수로에 물이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

￮ 밤중에 비가 와서 침수되거나 자다가 일어나 배수로를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잘 파야 한다.

<배수로 파기>



걸스카우트 활동안전지침

31

다. 텐트 관리
￮ 뱀이 나타나는 영지에는 백반이나 담배가루 등을 텐트 주위에 뿌려둔다.
￮ 텐트가 나일론 소재일 때 밤에는 텐트의 모든 당김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아침에는 느슨하게 한다. 텐트가 면소재일 때는 그 반대로 한다.
￮ 야영생활 중 당김줄을 흔들거나 기대지 않도록 하며 텐트 위에 젖은 빨래

를 널지 않도록 한다.
￮ 밤에는 안전을 위해 말뚝과 당김줄에 야간표시(야광띠, 야광시트지, 흰 비

닐, 흰 헝겊 등)를 한다.
￮ 비가 올 때 텐트 안쪽 벽에 짐이 닿아 있으면 비가 스며들어 오므로 짐이

나 무거운 물건을 텐트에 기대어놓지 말고 중간지점에 모아놓는다.
￮ 해가 나는 낮 동안에는 텐트 문을 열고 텐트 끝자락을 안쪽으로 말아 올려 내부

를 건조시키고 침구, 깔개를 일광 소독한다. 이 때 모기장은 닫아두도록 한다.
￮ 야영 중 꾸준히 텐트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 텐트 속이나 부근에서는 버너나 촛불, 모기향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 모기약은 미리 뿌려둔다.

4. 기후변화 대비책

가. 기온ž기후변화에 대비한 복장
￮ 바지 위에 입는 덧바지 ￮ 방수가 되는 따뜻한 옷
￮ 무릎까지 오는 방한용 웃옷 ￮ 털모자, 목도리, 장갑, 선글라스
￮ 방충제, 자외선 차단제 ￮ 비옷, 장화, 우산 등

나. 비ž바람ž벼락 대비책

비 준 비 물 ￮ 우의, 여분의 옷(비닐봉지에 넣음), 랜턴 등

텐트관리 ￮ 새는 곳은 미리 수선한다.
⁃ 초를 녹여 붙인다.    ⁃ 신문지를 안에서 붙인다.
⁃ 큰 비닐을 덮는다.    ⁃ 큰 구멍은 헝겊을 대어 깁는다.

￮ 지붕 텐트 설치 : 주 텐트와의 사이를 1㎝ 이상 두고 지
붕 텐트를 쳐서 비가 곧게 흘러내리도록 하고, 그래도 
비가 샐 때는 지붕 텐트 위에 비닐을 덮는다.

￮ 배수로 파기 : 배수로는 지붕텐트의 물이 떨어지는 지점
에 파고, 비가 많이 올 경우 배수로를 더 깊게 판다.

연료보관 ￮ 바닥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보관한다.

의 류 ￮ 방수가 되는 긴 비옷을 입는다.
￮ 젖은 옷은 입지 않도록 하고, 해가 나면 빨래줄, 돌 위, 

야영소도구 위에 널어서 말린다.

침 구 ￮ 날이 개면 텐트 바닥깔개와 침구를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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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의 피해와 발생 시기>

1. 벼락의 피해
벼락은 전기가 가장 통하기 쉬운 경로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
해지는데, 특히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에 떨어지기 쉽다. 벼락이 떨어
질 때 10억 볼트 이상의 전압과 5천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는 
100W 전구 7천개를 8시간동안 계속해서 켤 수 있는 전기량이다.
벼락이 치면 기물 파손, 화재,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다.
￮ 집에서 : 집안의 전깃줄을 타고 화재를 일으킨다.
￮ 산에서 : 수목에 벼락이 떨어지면 산불을 일으키고 전신주나 전깃줄

에 떨어지면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다.
2. 계절과 시간 : 7~8월, 시간은 오후 3시경에 벼락사고가 많다.

바람 장소선택 ￮ 뒤가 산이나 큰 나무로 막혀 바람을 막아주는 아늑한 곳
을 선택한다.

텐트관리 ￮ 본래 쳐 놓은 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더 박는다.
￮ 텐트 앞에 있는 생나무에 줄을 매어 놓는다.
￮ 모래땅에 텐트를 칠 경우에는 긴 나무말뚝을 사용한다.
￮ 모래흙에는 모래밭에 기생하는 나무줄기에 텐트 줄을 고

정시켜 매는 것이 강풍에 말뚝보다 단단할 수 있다.

벼락 야 외 ￮ 평지에서는 자세를 숙이고 다리를 모으고 있도록 한다.
￮ 굴이나 움푹 파인 곳, 근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다.
￮ 손목시계, 금속 액세서리, 우산 등 쇠붙이는 떼어놓는다.
￮ 전신주 12m 이내, 수목 주위, 언덕이나 바위의 모서리, 

벌판에서 자전거 타기는 매우 위험하다.
￮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벼락이 떨어졌을 때 충격이 심해 

위험하다.

실 내 ￮ 실내의 중앙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 콘센트, 사용 중인 전기기구와 1m 이상 떨어져 있는다.
￮ TV, 라디오의 스위치는 끄고, 안전개폐기도 열어 놓는다.
￮ 벼락이 칠 때는 전화를 거는 것도 좋지 않다.
￮ 수분은 전기를 통하기 쉬우므로 목욕탕이나 부엌에서 물

을 만지는 것도 좋지 않다.
* 전등이나 전화선 부근 사상자 약 30%

기둥이나 벽 부근 사상자 약 10%
부엌, 목욕탕, 마루, 처마 밑 사상자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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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현상을 이용한 날씨변화 예측법

날씨 자연현상

맑 음 ￮ 저녁노을, 저녁 무지개
￮ 서풍, 여름 남풍, 북서풍, 하늬바람(북풍)이 계속됨, 아침 북풍, 

저녁 남서풍
￮ 큰 바람이 분 다음날
￮ 뭉게구름, 여름의 적란운 다음날, 산에 띠구름이 걸림
￮ 눈 온 다음날
￮ 밤이슬이 많음
￮ 미꾸라지가 떠오르면, 까치가 울면
￮ 밥풀이 식기에 붙으면

비 ￮ 햇무리, 달무리, 아침노을, 아침 무지개
￮ 동풍
￮ 권운(푸른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하얀 섬유 모양의 구름), 비늘구

름, 낮은 구름이 동에서 서로 흐르면, 서산에 구름이 걸리면
￮ 먼 산이 뚜렷이 보이면
￮ 개구리가 울면, 개미가 이사를 하면, 물고기가 물위로 뛰어 오

르면, 비둘기가 울면, 닭이 저녁 늦게까지 모이를 찾은 다음날, 
제비가 땅을 스치면서 날면, 고양이가 세수를 하면, 소가 옆으
로 누워 자면

￮ 종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면
￮ 연기가 똑바로 오르면
￮ 밥풀이 식기에서 깨끗이 떨어지면

폭 풍 ￮ 따뜻한 바람
￮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면, 솔개가 높이 날면

폭풍우 ￮ 남동풍
￮ 상하층의 구름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르면

눈 ￮ 서풍

기 타 ￮ 아침 비는 그 날 중에 갬
￮ 아침안개는 10시까지
￮ 소낙비는 종일 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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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수단이용 및 도로통행 시 안전수칙과 사고대처방법

1. 버스

가. 안전수칙
￮ 배차 버스, 운전자, 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휴게소는 사전에 선정한다.
￮ 운전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운전
자의 졸음 및 과속여부, 안전거리 유지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다. 또한 휴식 중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 대열운행은 하지 않는다.
￮ 매 출발 전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운행 중 안전

벨트를 풀거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 버스 안에서는 자리를 이동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창문 밖으

로 손, 머리, 물건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여 차문이 열리면 인솔자가 먼저 내려 

안전하게 하차시키도록 하며, 반드시 내리기 전에 좌우를 확
인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차량의 후방에 안전삼각

대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 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한
다. 절대 도로 위에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차량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차량이 정지해 있다는 신호(비상등, 트렁크 열
기 등)를 뒤따르는 차량에게 알려주는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19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사고차량을 갓길로 
빼냈더라도 2차사고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빨리 견인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지하철ž열차

가. 안전수칙
￮ 통행 시 우측보행을 하고,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서 타기를 준수한다. 장애

인과 노약자, 어린이 동반 시 계단, 선로 앞 등에서 특히 주의한다.
￮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승ž하차 시 승강장과 열

차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특히 선로에 
내려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열차 내 승객이 내린 후 질서를 유지하며 승차한다.



걸스카우트 활동안전지침

35

￮ 스크린도어나 출입문을 억지로 열거나 기대지 않도록 하고, 
신체, 옷, 소지품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문이 닫힐 
때에는 성급히 타려고 하지 말고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

￮ 알루미늄 풍선이나 낚싯대 등이 역사 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탄가스, 라이터, 석유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탑승하지 않는다.

￮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용캐리어를 사용한다.

￮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 전 노선의 역사와 열차는 금연구
역임을 주지한다.

￮ 화재발생 시에는 119나 고객콜센터로 즉시 신고한다.
￮ 평소 열차 내 안전장치의 위치를 기억해두도록 하고, 열

차 내 비상장치는 긴급상황 시에만 사용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 선로 위에 떨어졌을 때에는 침착하게 승강장 밑, 벽면 

여유공간에 엎드린 후 큰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역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 선로 위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에는 즉시 역무원에게 알
려 도움을 요청한 후 올 때까지 기다린다.

￮ 지하철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
을 때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간다.

￮ 화재 발생 시에는 코와 입을 수건, 옷소매 등으로 막고 대피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하되, 반대편 

선로로는 절대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선로변 내에 머물지 않는다.
￮ 열차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경우 좌석 아래 

비상콕을 당겨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고 대피
한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나 소
화기로 유리창을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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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가. 복장
￮ 운전자 눈에 잘 띠도록 밝은 색 옷을 입는다.
￮ 너무 긴 바지나 치마, 긴 목도리는 체인에 끼일 수 있어 

위험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 샌들, 슬리퍼 등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다.
￮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한다.
￮ 머리 크기에 맞는 헬멧을, 이마, 관자놀이, 뒤통수를 덮어 머리를 둘러싸되 

시야와 귀를 가리지 않게 써야하며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 자전거는 반드시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나. 안전수칙
￮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복장을 갖추고 “ABC 안전체크” 후 탄다.

⁃ Air : 타이어의 마모 및 공기압 상태 점검
⁃ Break : 브레이크 손잡이 및 작동 상태 점검
⁃ Chain : 페달을 밟아 체인 작동 상태 점검

￮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둔다. 특히, 자동차가 주차된 곳에
서는 갑자기 후진하거나 문을 여는 차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한다.

￮ 밤에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운전자
에게 잘 보이도록 반사체를 부착하고 전조등을 켜고 탄다.

￮ 횡단보도 건널 때는 우선 멈춘 후 자전거에서 내려 좌우
를 살피고 신호등의 녹색불이 켜지면 걸어서 건넌다.

￮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차량신호를 따르고 우측으로 
주행하며,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를 따른다.

￮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이 교통안전표지와 신호
등을 준수하며,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
를 탈 경우,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에는 바람에 
의해 자전거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 자동차 운전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신호를 한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팔을 수평으로 뻗어준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팔을 수평으로 뻗어준다.

 
<멈추려고 합니다>

왼팔을 아래로 뻗어준다.



걸스카우트 활동안전지침

37

4. 선박

가. 안전수칙
￮ 배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동하

도록 하고, 난간에 기대거나 걸터앉으면 추락할 수 있으
니 주의한다.

￮ 탑승하자마자 배의 구조, 유사시 탈출로, 객실, 화장실, 
식당 등에서 갑판으로 나가는 연결로, 소화기와 유리창 
깨는 망치, 구명조끼, 구명보트 등의 위치와 구명조끼 착
용법을 확인한다. 단, 비상시가 아닌 경우에는 장치 조작
을 하지 않는다.

￮ 비와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에는 위험하
므로 갑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1) 기본사항
① 배에서 쿵 소리가 나거나 배의 흔들림, 기울어짐, 화

재 발생 등 위험이 감지되면 우선 큰 소리, 비상벨로 
주위에 신속하게 알리고 119로 긴급구조를 요청한다.

② 의자 밑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한
다. 구명조끼는 부착 끈이 밖으로 나오게 입고, 가슴 끈, 
목 끈, 허리 끈 순으로 차례로 묶는다. 끈을 묶은 후 구
명조끼를 좌우로 당겨 몸에 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주의!!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밖으로 나와
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내
부에 갇혔을 때 출구 쪽이 물에 잠기면 부력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기 어
려워 당황한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하여 탈출 기회를 잃게 됨)

③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갑판으로 대피한다. 
화염이 있거나 비상구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비상탈출
용 망치로 창문을 깨서 이동로를 확보하여 탈출하고, 
침몰 시에는 선체가 기우는 반대방향으로 피신한다.

2) 구명보트로 탈출하기
①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선장이나 선원이 구명보트를 펼쳐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박 탑승 시 미리 파악해 두
었던 구명보트 보관위치 쪽으로 이동한다.

② 선박에 비치된 자동팽창식 구명보트는 침몰 전에는 잠금장치를 푼 다음 
줄을 당겨 수동으로 펼쳐야 하고 침몰 시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압이 높아져 자동이탈 된다.

③ 이탈 후에는 노를 저어 선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구조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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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에 뛰어들어 탈출하기
① 배가 침몰한다고 무조건 바다에 뛰어 들면 와류현상(유체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주류의 반대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흐름)으로 물 깊은 곳으로 잠
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들어서는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며 물에 뛰어든다.
⁃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신발을 벗는다.
⁃ 혀를 보호하기 위해 턱을 손으로 감싸 잡는다.
⁃ 검지와 중지로 코 양쪽을 막는다.
⁃ 다른 한손으로는 중요 부위(급소)를 보호한다.
⁃ 발을 살짝 꼬아 모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다이빙한다.

② 물에 뛰어 든 후에는 와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최대한 선박에서 멀리 떨
어져야 하는데 배가 기우는 반대방향의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어야 한다.

③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원인 1순위는 체온저하이므로 최대한 체온을 유
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껴안고 있되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다리는 
최대한 당겨 올리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운다. 또한 부유물을 이용하여 
열 손실이 큰 목과 사타구니를 감싸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 저체온증
이 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비행기

가. 안전수칙
￮ 비행 중 발생 가능한 신체·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탑승 전에 항

공사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기내에 소지한 짐은 유사시 신속한 탈출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부피와 

무게를 준수한다.
￮ 복장은 비상사태 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합성소재가 아닌 면과 

같은 천연소재 의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비상사태 시 탑승인원 확인 등을 위하여 배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좌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비상구 옆 통로에 위치한 좌석에 앉은 승객은 비
상사태 시 비상구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안내사항을 주의 깊게 듣는다.

￮ 비행 전 승무원의 안내에 귀 기울이고 위험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
구 위치, 안전벨트 경고등, 산소마스크 사용법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 비
상구 위치는 비행기 기종별로 다르므로 자신이 탄 비행기의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는데 자신의 좌석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비상구는 물론 두 번
째로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도 확인해 둔다.

￮ 비행기에서 승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안전벨트이므로 
기체 요동에 대비하여 비행 중 좌석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안전벨트 경고등
을 수시로 확인한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안전벨트의 착용이 불편하더라도 
풀지 않도록 하고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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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탈출 시 행동요령
￮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한다.
￮ 정전 등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바닥에 있는 비상탈출 유도등을 따라 가

도록 한다.
￮ 비상탈출 시 승무원의 안내가 있기 전에는 개인물품을 꺼내거나 챙기는 일

이 없도록 한다. 이는 자신의 개인물품으로 인하여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하거나 전체 승객의 탈출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행동
으로 생명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은 가지고 내리지 않는다.

￮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이용 시
⁃ 굽이 높은 구두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장신구 등 소지품은 슬라이드를 훼

손시켜 다른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게 되거나 자신도 치명상을 
입는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기내에 남겨두고 탈출한다.

⁃ 착륙하는 곳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등을 확인한 후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탈출한다.

⁃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에는 양 손을 가슴에 교차시킨 후 팔꿈치를 몸 안
쪽으로 잡아당긴 뒤 다리를 쭉 뻗고 뛰어내린다.

￮ 탈출 후에는 비행기의 폭발이나 각종 위험사고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다. 산소마스크 사용방법
￮ 산소마스크는 기내 기압이 떨어질 경우 머리 앞 쪽 선반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 신속하게 착용하도록 한다.
￮ 어린이나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먼저 자신의 안

전을 확보한 후 도와주도록 한다.

산소마스크 착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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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충돌, 추락 등 충격방지 자세
￮ 두 손을 포개 앞 좌석에 대고 팔 사이로 머리를 감싸안아 몸을 웅크린다.
￮ 양 발은 무릎 관절보다 당겨 각도를 최소화해 준다.
* 충돌하기 전에 위와 같이 자세를 낮추면 팔, 다리의 골절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머리에 받는 충격 또한 흡수할 수 있어 더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
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목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화재나 
폭발 시 갑자기 다가오는 열기에도 대비할 수 있다.

마. 비행기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 비행기 결함이나 사고로 기체에 불이 붙으면 가까이에 있는 물로 옷이나 

손수건을 적셔 코와 입을 막는다.
￮ 일반적으로 기내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낮으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

추고 승무원의 안내 및 바닥의 비상탈출 유도등을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
구로 신속하게 탈출한다.

￮ 화재와 연기는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대피 시에도 신속함이 가
장 중요하므로 다른 승객들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연시키
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도보

가. 안전수칙
￮ 초록불이 깜박이는 등 보행신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을 때는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 도로에서 급하게 뛰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하

고, 차가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다가오는 소리를 바로 감

지할 수 있도록 길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 휴대전
화 사용을 자제한다.

￮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갈 때에는 우선 멈추고 주변에 차
가 없는지 살핀 후 이동한다.

￮ 가급적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의상이나 신발
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오는 날 각별히 유의하
되 가급적 소지품을 손에 들지 않도록 하고 도로가 미끄
러우므로 보행 시 주의한다.

￮ 도보 시에는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
고, 주변을 살피는 등 보행 시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하도록 한다.

￮ 오토바이가 가끔 인도로 올라와 위험천만할 때가 있으므로 오토바이가 다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인도에서라도 지나갈 때까지 바로 피하는 것이 좋다.

￮ 건물 앞, 통행로 등에 블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운전자가 승차해 있으면 곧 움직일 차량으로 판단하고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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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바람, 먼지, 돌멩이 파편 등으로 인해 다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가 다가오면 가장자리에 비켜섰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다
시 걸어가도록 한다.

￮ 보도가 끊기는 곳에서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오는 지 확인 후 천천히 지나간다.

￮ 보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가장자리로 아슬아슬하게 걸을 경우 차량과 충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도로 안전하게 보행한다.

나. 사고대처방법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119에 신고한다.
￮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

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고지점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한다.
￮ 사소한 부상을 당했더라도 병원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안전한 도로횡단방법>

1. 우선 멈춘다.
￮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에는 일단 멈춘다. 멈추면 좌우를 살

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 도로횡단 사고 중 90% 이상이 갑자기 뛰어들어 일어나는 사고이다.

2. 차가 오는 지 좌우 확인 후, 횡단보도 오른편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간만큼 급제동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이 적으

므로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 차도가 없는 좁은 길이나 이면도로에서는 좌측통행을 하는 경우 사

람은 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차 역시 오는 사람을 볼 수 있으므
로 사고위험성이 적으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는 방향을 기준으
로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우측으로 걷는 것이 안전거리가 확보돼 그만큼 더 안전하다.

￮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차를 멈춰달라는 표시로, 처음에는 왼
손을, 반 정도 건넌 다음에는 오른손을 들도록 한다.

3. 차가 멈추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손을 들었거나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다면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다음, 차가 완

전히 정지했는지를 확인 후 건너가도록 한다.

4. 건널 때는 차를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도록 한다.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

려다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거나 신호기가 고장났거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멈춰 있는 차를 뒤에 오는 차가 추돌
해 밀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 안의 오른쪽으로 걷기 차도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

뛰거나 갑자기 방향 바꾸지 않기 걸으면서 장난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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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난상황 대처방법

1. 화재

가. 화재 예방법

1) 일반사항
￮ 불필요한 가연물(헌옷, 신문폐지, 폐박스 등)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인화

성 액체(알코올, 휘발유 등)나 인화성 기체(부탄가스)를 함부로 놓지 않는다.
￮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라이터, 성냥, 촛불 등을 두지 않도록 하고, 평

소 어린이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가스 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않는다.
￮ 담배는 가급적 피우지 않도록 하되, 깜박 졸 수 있는 침대나 이불 주위에

서는 피우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큰 재떨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음식물의 은박지를 반드시 벗긴 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근다.
￮ 전열기를 벽이나 인화성 물질 주위에 두거나 장난하지 않는다.
￮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않는다.
￮ 대피계단이 연기로 찬 경우 이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

과, 발코니 확장 등으로 창문 개방이 어려운 경우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
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연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으로 밀폐 
가능한 작은 방을 확인해둔다.

￮ 운동장이나 공터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폭죽놀이를 하지 않는다.
￮ 화재 시 탈출 가능한 통로의 위치와 비상구가 개방되어 안전하게 지상으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둔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2) 전기화재
￮ 반드시 전기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점검하도록 한다. 전기제품이나 

전선 등이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천
장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 전선에 대해서도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 배선
⁃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전선이 문틈으로 지나가거나 금속체,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

도록 하고, 카펫의 밑면이나 가구 뒤편 등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전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하고, 못이나 스테이플러
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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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지는 등 손상된 전선은 즉시 새 것
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 전선-전선, 단자-전선 등 접속부위는 단단히 조여 느슨하지 않도록 관
리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전기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빼놓는다.
특히 정전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둔다. 전기플러그
는 몸체를 잡아서 뽑는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
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도록 한다.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는 회로를 분류하여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고,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한다.

￮ 스위치, 분전함 등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먼지, 금속가루 등 전
기가 통하거나 가연성인 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밀가루,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청소하여 분진이 쌓
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 위험물, 가연성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

로 주의하고,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고열이 발생하는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성 물

질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전기화재 발생 3대 요인과 예방대책>

요인 피해 예방대책

누전 전선피복의 연소나 전선과 접촉
된 금속체 부위에 열이 발생하
므로 인화물질에 발화되어 화재 
발생

￮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
(누전 시 자동으로 차단됨)

합선 +선과 –선이 맞닿은 상태로 아
크와 고열이 발생하여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 아크 : 전류가 양극 사이의 기
체 속을 큰 밀도로 흐를 대 
강한 열과 밝은 빛을 내는 것

￮ 대용량 전기제품 동시에 여러 개 
사용 제한

￮ 후배선에서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설비관리
에 유의

￮ 과전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나 차단기 사용

용량
초과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맞붙어 
아크와 고열로 화재 발생

￮ 열 발생 전기기구는 1개 콘센트에 
1개 기구 사용

￮ 규격전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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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수칙>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쓰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전류
가 흐르게 되어 화재 위험이 높다.

￮ 누전차단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월 1회 이상 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게 꼽고, 뽑을 때에는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지 않으면 접속불량으로 과열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고, 코드를 뽑을 때에 전선을 잡아당기면 전선이 끊어지
거나 합선될 우려가 높다.

￮ 규격 전기제품을 사용한다.
불량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누전, 합선 등으로 감전, 화재 발생률이 높아
지므로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가정에서의 화재안전 자율진단 12가지 목록>

□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벗겨진 전선이나, 젖은 상태에서 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 TV, 전열기구, 전기장판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다.
□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 두지 않는다.
□ 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긴급 피난구를 확보하고 있다.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둔다.
□ 주방에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 가스는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금 위치로 돌려놓는다.
□ 담배불 등 불씨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다.
□ 난로, 열풍기, 난방기 등의 주변에 불이 붙을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다.
□ 물을 담을 수 있는 양동이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둔다.

나. 화재신고방법

1)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른다.
￮ 공중전화는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로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 휴대전화는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개통되지 않아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이므

로 위급상황 시 즉시 신고한다. 절대 장난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2) 정확하고 침착하게 설명한다.

￮ 화재발생장소(주소, 위치), 주요건축물, 화재 종류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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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 화재 진행상태, 부상자 등을 함께 알려준다.
(예시)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

서 불이 났습니다. 제 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3)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다.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

1) 건물 화재
<16~19쪽 참조>

2) 지하철 화재
￮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한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 수동으로 문 여는 요령 :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작은 뚜껑을 

열어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린 후, 공기가 빠지면 손으로 출입문을 연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깬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 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 정전 시에는 대피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간다.
￮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에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한다.

3) 지하상가 화재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 지하상가 구조상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절대 침착하고 혼란에 휩

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한다.
￮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 연기·열기가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한다.

4) 소화기 사용법

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

 

②
손잡이 앞쪽의

안전핀을
힘껏 뽑음

 

③
바람을 등지고 

호스는 화점을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쥠

 

④
불길 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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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가. 가스 안전사고 예방법

1) 가스 사용 전 : 냄새 확인 및 환기
￮ 연소기 주변을 비롯한 실내에서 특히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가

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
￮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콕,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스 밴드로 확실

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한다.
￮ 가스레인지 버너헤드에 음식물 찌꺼기가 타서 붙으면 사용 시 일산화탄

소가 발생하므로 버너헤드를 브러시로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벽걸이 난
로나 캐비넷 히터같이 세라믹 버너를 사용하는 연소기는 세라믹 버너 표
면의 먼지를 솔로 털고 사용한다.

2) 가스 사용 중 : 불꽃 확인
￮ 가스의 불꽃 색깔이 황색이나 적색인 경우는 불완전연소 되는 것으로, 연

소 효율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공기조절장치
를 움직여서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 가스가 탈 때에는 많은 공기를 소비하여 가스난로 등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실내 산소농도가 저하되므로 자주 환기해야 한다.

￮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사용 
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곁에서 살펴본다.

￮ 불이 꺼질 경우 소화 안전장치가 없는 연소기는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으므로 가스를 잠금 다음 샌 가스가 완전히 실외로 배출된 것을 확인
한 후에 재점화 해야 한다.

￮ 폭발 범위 안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된 가스는 아주 작은 불꽃에 의해서
도 인화 폭발되므로 배출시킬 때에는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전기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방석이나 빗자루를 이용함으로써 전기 스파크에 의
한 폭발을 막도록 한다.

￮ 사용 중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졌을 경우에도 연소기의 콕과 중간 밸브
를 잠그도록 한다.

3) 가스 사용 후 : 밸브 잠금
￮ 가스 사용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은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

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장시간 외출 시에는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LPG)도 잠그고, 도시가스

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가스계량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
궈 두어야 밀폐된 빈 집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냉장고 작동 시 생기는 전
기불꽃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가스를 다 사용하고 난 빈 용기라도 반드시 용기밸브를 잠근 후에 화기
가 없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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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상 시 : 누설점검
￮ 가스가 새었을 때는 냄새로 알 수 있으나 적은 양이 누출되었거나 후각

기능의 장애가 있으면 누출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스
누출 여부를 요일을 정해 놓고 2~3일에 1회 정도 실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스누출여부는 비눗물(주방용 액체세제와 물을 1:1 비율로 섞음)을 붓이
나 스폰지에 묻혀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연결부분 주위에 충분히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해보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누출되는 경우
에는 비눗방울이 생겨 쉽게 판별할 수 있다.

￮ 일반 가정의 시설은 호스가 아주 낡았거나 연소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호스와 배관의 연결부위나 중간밸브 연결부, 호스와 연소기의 연
결부와 같은 접속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5)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 시
￮ 모두 사용한 용기는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구멍을 내어 화기가 없는 장소

에 버린다.
￮ 용기(캔)를 접속할 때는 완전히 결합이 되도록 주의한다.
￮ 사용 중 가스 누출 시 신속히 레버를 위로 올려 용기를 분리시킨다.
￮ 사용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으면 화기가 용기를 가열하게 되

어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도록 하고,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사고대처방법

1) 가스 누출
￮ 당황하지 말고 가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소 등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먼저 연소기 점화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궈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

고, 창문, 출입문 등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환기한다.
￮ 가스는 작은 전기 스파크만으로도 불이 붙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부채, 

방석, 신문지 등으로 쓸어내듯이 밖으로 몰아낸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
우므로 낮은 곳에 머물고 LNG가 원료인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
정으로 확산되므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택한다.

￮ 가스냄새가 사라진 후라도 바로 다시 점화해서는 안 되며, 전문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한다.

2) LPG, 도시가스로 인한 위해상황
￮ 흡입한 경우 : 독성은 없지만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

키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한 때는 인공호
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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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입은 경우 : 깨끗한 물로 30분 이상 식히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
료를 받도록 한다. 화상을 받은 부위의 물집 등을 터뜨려서는 안 되고 환
부를 가제 등으로 보호한 후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LPG에 의해 동상 입은 경우 :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하고, 환부는 
가제 등으로 보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며, 의류가 얼어서 떼어내
기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주위를 잘라내도록 한다.

3) 암모니아, 염소로 인한 위해상황
￮ 흡입한 경우 :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환자를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피부에 오염된 경우 : 환부를 다량의 물로서 세척한다. 암모니아에 오염
된 경우는 레몬과즙, 초산용액 2% , 붕산용액 2%로 세척하고, 염소가스
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연고나 바르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폭염

정의/종류 내용

폭 염 이 란 ?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특보
발령
기준

폭 염 주 의
보

6~9월에 일 최고 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 지수
(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될 때

폭 염 경 보 6~9월에 일 최고 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 지수
(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될 때

가. 안전수칙
￮ 넉넉하고 가볍고 얇은 옷을 착용하며 모자,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한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한다.
￮ 과체중자, 심뇌혈관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경우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 더위로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익히지 않은 음식은 삼간다.
⁃ 변질이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바로 버린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한다.

￮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되 반드시 끓여 마시고, 탄산, 알코
올, 카페인 함유 음료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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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
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실내의 온도차는 5℃ 내외로 유지(실내냉
방온도 26~28℃)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1시간에 1회씩 10분간 반
드시 환기하며,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하도록 한다. 또한 에어컨이나 선
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여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 설정을 해둔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뉴스를 청취할 수 있는 휴대
용 라디오 등을 준비한다.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에 신고하고 집안의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모든 전기기구
를 꺼두도록 한다.

￮ 밀폐된 차 안에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한낮(12:00~16:00)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부득이 야외활

동을 할 경우, 이동 시에는 가급적 그늘진 곳으로 천천히 걷도록 하고, 시
원한 장소에서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며, 아이스 팩, 물(염분), 부채 등
을 휴대하여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한다.

나. 폭염 관련 질병과 응급처치

1) 열경련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다.
￮ 환자에게 소금물 또는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한다.

(예)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반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 컵에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 근육에 경련이 있다면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에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경련이 멈춘 후 약간씩 움직이게 해주되, 땀을 흘리면 경련이 재발될 수 
있으니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삼가게 한다.

2) 일사병
￮ 기도를 확보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

할 경우가 있으니 입안을 면밀히 조사한다.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 옷을 벗기고 오한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체를 서서히 냉각시킨다.
￮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식히면서 

부채질해준다.
￮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이나 전해질(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 환자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열사병
￮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므로 기도를 확보한다.
￮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

으니, 입안을 면밀히 조사한다.



걸스카우트 활동안전지침

50

￮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 에어컨, 
선풍기, 찬물 등을 이용하거나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품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춘다. 그렇지 않
으면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
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한다.

￮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이므로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조요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시원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준다.

4. 한파ž대설

가. 한파

정의/종류 내용

한 파 란 ?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

특보
발령 
기준

한 파 주 의
보

10~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 파 경 보 10~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가 예상될 때

1) 일반 대비요령
￮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어 관절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

다.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
시한다.

￮ 겨울엔 체온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 두꺼운 옷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더 좋다.
￮ 외출 후 귀가 시 손발을 씻고,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혈압이 높거

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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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한다.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
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한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
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한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
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2) 외출 시 대비방법
￮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가족·친지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알려둔다.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능한 한 대로,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지름

길이나 이면도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3) 가정에서 대비방법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보일러는 끄지 말고 외출기능으로 두어 동파를 방지한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특히 복도식 아파트),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한다.

￮ 수도관, 보일러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 헤어드라이어, 온열
기 등으로 서서히 녹인다.

4) 한파로 고립된 경우 대처방법
￮ 한파로 고립될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요청

을 한다.
￮ 동행이 있을 경우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최대한 

이겨내도록 한다.
￮ 야간에는 손전등, 실내등 등을 켜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

고, 낮에는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는다.

나. 대설

정의/종류 내용

대 설 이 란 ? 겨울철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현상

특보
발령 
기준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경 보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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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 시 유의사항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

산화를 착용한다.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한다.
￮ 눈길을 걸을 때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2) 가정에서 대비방법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한다.
￮ 내 집 앞,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우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린다.
￮ 30㎝ 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옥상 위의 눈을 수시로 치운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고립지

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래되거나 낡은 주택에 거주 시 이웃이나 친지 집으로 대피한다.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3) 자동차 운전 시 대처방법
￮ 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부동

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점검 한다.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운전을 한다.
￮ 필요시 스노우 체인 등 예방조치를 하고, 앞 유리의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트를 높이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다.
￮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 시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바퀴가 헛돌

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두고 출발한다.
￮ 커브 길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에서 기어변속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 빙판에서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브레이크로 멈춰야 한다.

5. 태풍ž강풍ž풍랑

가. 태풍

정의/종류 내용

태 풍 이 란 ?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
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현상

특보
발령 
기준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 풍 경 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풍이나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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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예보 시 대비방법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응급상황 대비물품을 사전에 준비

해 둔다.
￮ 태풍의 이동경로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경우 위급상황 시 대피장소와 시·

군·구청 등 비상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고,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를 이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는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

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한다.
￮ 집 주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물건이 있을 경우 옮기거나 제거한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집 

밖에 있는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시킨다.

2)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대처방법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대피를 준비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두고,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시켜둔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연락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3) 태풍이 지나간 후 대처방법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한다.
￮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반드시 끓여 먹도록 한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

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점검 후 사용한다.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근처에 가지 않도록 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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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풍

정의/종류 내용

강 풍 이 란 ? 갑작스럽게 세게 부는 바람

특보
발령 
기준

강풍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 예
상될 때. 단,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 이상 예상될 때

강 풍 경 보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 예
상될 때. 단,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 이상 예상될 때

1) 평상시 대비방법
￮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에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치워둔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둔다.

2) 강풍주의보·경보 예보 시 대처방법
￮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한다.
￮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입간판,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 지붕 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

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나무 밑, 전주, 송전철

탑 주변,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의 탑승은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다.

다. 풍랑

정의/종류 내용

풍 랑 이 란 ? 바다나 호수, 강 등에서 바람에 의해 이는 물결(파도 또는 
파랑(波浪))

특보
발령 
기준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풍 랑 경 보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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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 시 대비방법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 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여 파악해 둔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점검 및 준

비해 둔다.

2) 풍랑주의보·경보 예보 시 대처방법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

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에서 야영이나 낚시 중인 경우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다.
￮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

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대피 권유나 방송이 없어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6. 집중호우ž홍수ž장마

가. 집중호우

정의/종류 내용

집 중 호 우 란 ? 짧은 시간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집
중적으로 내리는 현상(국지성)

특보
발령 
기준

호우주의보 3시간의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호 우 경 보 3시간의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의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1) 집중호우 우려 시 대처방법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장소와 시·군·구청 등 비상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둔다.
￮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용품과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응급상황 대비물품을 사전에 준비해둔다.
￮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외출하게 될 경우에는 외출 전 현재 기상상황 및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한다.



걸스카우트 활동안전지침

56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붕, 유리창, 출입문, 하수구, 배수구의 상태가 양호
한지 사전 점검하여 물이 새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하고, 건
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잘 닫아 두며,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 등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도록 한다.

2) 집중호우 시 대처방법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 외출 시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연락한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하

지 않으며,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 맨홀,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다.

￮ 집중호우와 동반하는 강풍 등에 날리는 물건으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조
심하고,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며, 
침수 또는 고립 시에는 옥상 등 안전하면서도 눈에 띄기 쉬운 곳으로 대
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3) 호우가 지나간 후 대처방법
￮ 대피 후 집에 돌아갈 경우 들어가기 전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한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 후 들어
가고,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한다.

￮ 파손된 상하수도, 축대 등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연락한다.

￮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
하지 않는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 사용한다.

나. 홍수

1) 홍수 우려 시 대비방법
￮ 대피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하며, 라디
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통행을 삼가
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하며, 연못, 구덩이 등
에 관한 안전표지판을 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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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이 밀려들 때 대처방법
￮ 홍수가 갑자기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재빨리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한다.
￮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며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

조에 물을 받아 둔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주변을 정비한다.

￮ 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이나 흐르는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

3) 물이 빠진 후 대처방법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

므로 가급적 물에서 멀리 떨어진다. 만약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
을 때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또한 흐르는 물에서는 15㎝ 깊이
의 물에도 휩쓸려 갈 수 있으니 조심한다.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재난발생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집에 도착 후에는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가

스·전기차단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
용하며, 가스가 새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 재료를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 사용한다.

다. 장마

1) 가정에서 대비방법
￮ 우리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보

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 집 안팎의 하수구, 배수구, 오래된 축대, 담장 등을 미리 정비하고 위험
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한다.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상습침수지역에서 대비방법
￮ 머무는 곳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반
드시 확인해두며, 전화, 확성기 등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
을 확보해둔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확인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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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 대비방법
￮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한다.
￮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보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막는다.

4) 어촌이나 해안지역에서 대비방법
￮ 수산증양식 시설물을 점검하여 균열, 파손부분은 사전 보수하고 어선의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청취를 습관화하고 기상악화 시 스스로 판단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7. 지진ž지진해일(쓰나미)
(행정안전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제공 자료 참고)

가. 지진(Earthquake)

지진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
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까지 도달하
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진원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 파괴가 시작된 곳

진앙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규모 <절대적 개념>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
(지진 자체의 절대적 에너지 크기로 객관적인 값)

진도 <상대적 개념>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 물체,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에 따라 수치로 표현한 것. 다소 주관적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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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크기별 영향>

규모 진도 인체 영향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1.0
~2.9

1 ￮ 극소수의 민감한 사람만
이 느낌

￮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
람만이 느낌

3.0~
3.9

2 ￮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 건물 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3 ￮ 실내(특히 건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느낌

￮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며 트
럭이 지나가는 듯한 진동

4.0
~4.9

4 ￮ 여러 사람이 느낌 ￮ 그릇, 창문, 문 등이 흔들림
￮ 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냄

5 ￮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낌 ￮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함
￮ 고정되지 않은 물체는 쓰러지기도 함

5.0
~5.9

6 ￮ 모든 사람이 느낌 ￮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함
￮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함

7 ￮ 모든 사람이 놀라서 뛰
쳐나옴

￮ 설계와 건축이 잘된 건축물에서는 
피해를 무시할 수 있음

￮ 보통의 건축물은 약간의 피해 발생

6.0
~6.9

8 ￮ 서 있기도 곤란하고 심
한 공포를 느낌

￮ 특수 설계된 건축물에 약간의 피해 
발생

￮ 굴뚝, 기둥, 벽돌이 무너짐

9 ￮ 도움 없이는 걷는 것이 
불가함

￮ 특수 설계 건축물에도 상당한 피해 발생
￮ 지하송수관 파손

7.0
이상

10 ￮ 거의 모두가 이성 상실 ￮ 대부분의 건축물이 기초와 함께 부서짐

11 ￮ 모든 사람이 이성 상실 ￮ 남아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음
￮ 지표면에 광범위한 균열 생김

12 ￮ 대공황 ￮ 전면적인 파괴상황
￮ 지표면에 파동이 보임

1) 지진 발생 전 대비방법
￮ 지진 발생 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가구 등은 정리해둔

다. 특히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
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지진 발생 시 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
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와,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둔다.

￮ 지진이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집 주위 공터, 학교, 등을 미리 알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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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기와 가스기구 등은 단단히 고정한다. 전기배선, 
가스 등은 제때 점검해 불안전한 부분은 미리 수리하
고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도 숙지해둔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 지반의 상태를 점검해, 균열,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본다. 비상
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과 약품, 비품, 장비, 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비상시 각자의 임무와 역할
을 미리 정해둔다.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한다.

￮ 가정에서는 월 1회 방재회의를 갖고, 평소 이웃집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집안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 소화기구 설치장소의 확인 및 사용요

령 숙지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 간의 연락방법 / 대피장소, 대피
도로의 확인 / 응급조치 관련 지식 숙지 / 화기기구 등의 안전점검 / 
비상휴대품용 상자의 점검, 보관장소의 확인

⁃ 대지진 발생 시 넓은 범위에 걸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소방차나 구급차
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평소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사람
들과의 화재나 부상자 발생 시의 협력체제를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 / 
방재시민조직에 적극 참여 / 방재훈련에 적극 참가

2)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대지진 발생 시에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므
로 큰 혼란을 피하려면 기상청, 시군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웹사이트, 방송 등)를 신뢰하도
록 하고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피는 걸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줄
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안내에 적극 따른
다. 병약자 등의 대피에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평
소에 이웃사람들과 미리 의논해서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가) 집안, 건물 내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므로, 

우선 튼튼한 테이블, 소파나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가서 몸을 최대한 웅크린다.

⁃ 신문지, 복사지 등 종이더미 속은 생존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
로 종이를 쌓아둔 쪽으로 대피한다.

⁃ 침대에 있었다면 침대 아래나 옆으로 대피하여 몸을 최대한 웅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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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가
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등은 지진에 의한 문이 
비뚤어져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히기 쉬우므로 문
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도록 한다.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의한 화재진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족은 물론 이웃에 알린 
후 서로 협력하여 초기 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기회 3번
￮ 첫번째 기회 : 크게 흔들리기 전, 또는 아직 흔들림이 작을 때로,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 "지진이다. 불을 꺼라"라고 서로 고함을 질
러 사용 중인 가스렌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끈다.

￮ 두번째 기회 :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로,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불을 
끄려고 하면 난로 위 주전자가 떨어지는 등 아주 위험하므로 큰 흔들림
이 멈추면 다시 한 번 “불을 꺼라!”라고 고함을 질러 불을 끈다.

￮ 세번째 기회 : 발화된 직후로, 만일 불이 나더라도 1~2분 이내에 충분
히 소화할 수 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두도록 한다.

다) 건물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무언가에 기

대고 싶어지는데 벽돌담, 대문, 기둥 등은 언뜻 보기에
는 튼튼해 보이나 실제로는 무너지기 쉬워 많은 사상자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
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한다.
￮ 빌딩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건물 안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라)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엇보다 위험

한 것은 큰 혼란의 발생이므로, 종업원이나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

￮ 지하상가는 지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며 정전되더라
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
고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꽉 차게 되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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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가

까운 층에서 신속히 내린 후 대피한다(고층빌딩이나 
최근에 건설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관제운전장치
가 설비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제어장치가 자동적으
로 작동되어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게 되어 있음).

￮ 갇힌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한다.
￮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상세내용은 ‘지하철‧열차’ 이용 시 안전 내용 참조
￮ 전철 탑승 시 지진이 일어나면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선반, 손잡이 등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섣부른 행동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되는데 
정차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 지하철역에서는 정전되었을 때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는
데 서둘러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되므로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사)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운행하고 있을 때
￮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진 듯한 상태

가 되어 핸들이 불안전해지면서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충분히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
른쪽에 정차한다.

￮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금지이므로 통제구역에서는 운
전하지 않도록 하며, 섣부른 판단에 의한 운전은 혼란의 원인이 되므로 
자동차 라디오의 정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차량에서 신속히 빠져나와 대피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자
동차 바로 옆에 눕거나 웅크리고 있도록 한다.

￮ 화재 발생 시 차 안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자동차 키를 
꽃아 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하도록 한다.

아)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해안지역에서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역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등의 정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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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상자가 있으면
￮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며, 정전이

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이에 대한 지식을 평소 배워두는 겻이 좋다.

차) 피난은 마지막 수단
￮ 지진에 의한 화재가 크게 확대되어 인명피해가 우려

될 경우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방법은 방재시민조직이나 수방단 등을 단위로 관

계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의 안내에 따르고,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
차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대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의 피난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므로 평소에 이웃사람들과 대피방법에 대해 미리 의논하여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진이 멈춘 직후 대처방법
￮ 지진이 끝났다고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의해 취약해진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여진에 철저히 대비한다.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 부상자가 위험한 곳에 있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 부위
를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호흡이나 심장이 멈추었으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되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리 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
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한다.
￮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 주요 관로와 가전제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해둔다.

⁃ 가스 새는 소리나 냄새 감지 시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메인 밸브
를 잠근 후 관계기관(지역 도시가스회사, LPG 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
공사,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조치를 받은 다음 사용한다.

⁃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수도관에 피해를 보았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그도록 하고 하수

관로의 피해여부 확인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 사용을 금한다.
￮ 해안에 거주하는 경우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높은 지대(건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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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굴뚝, 담장, 벽체 등)을 점검할 때는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최초 진
단은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한다.
⁃ 건물 내에서 쏟아진 약품, 표백제,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

기가 안 되거나 종류, 처리방법을 모를 때에는 그대로 대피한다.
⁃ 캐비닛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문은 조심히 연다.

￮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듣는다. 될 수 있으면 거리로 나가지 않
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
물, 축대, 교랑, 도로 등에 주의하고,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지진 발생 시 10가지 포인트>

지진
당시

➀ 우선 몸의 안전
⁃ 흔들림 감지나 지진 긴급속보 수신 시 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
⁃ 튼튼한 테이블 밑이나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넘어 오지 않는’, ‘이동하지 않

는’ 공간에 피신하여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상황을 살펴봄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2분 이하이므로 그 동안 테이블 등의 밑

으로 들어가 피신(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 고층(10층 이상)에서는 흔들림이 몇 분 지속될 수 있으며 크고 느린 흔들림으로 

가구가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과 함께 크게 이동되는 위험이 있음

지진
직후

➁

➂

➃

➄

침착한 불 확인과 초기 소화
⁃ 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 당황하지 말고 불단속 실시
⁃ 화재가 난 경우 침착하게 불을 끄도록
당황한 행동은 부상의 근원
⁃ 실내에서 전도ž낙하한 가구류나 유리 파편 등에 주의
⁃ 기와, 창문 유리,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창문이나 문을 열어 탈출구 확보
⁃ 흔들림이 가라앉았을 때 피난할 수 있도록 출구 확보
문이나 담벼락에는 접근 금지
⁃ 야외에서 흔들림을 느끼면 벽돌담 등에는 접근 금지

지진
후

➅

➆

➇

➈

➉

화재나 해일 시 확실한 피난
⁃ 지역에 대규모 화재의 위험이 다가오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일시 집합장

소나 피난장소로 피난
⁃ 연안부에서는 큰 흔들림을 느끼거나 해일 경보가 발표되면 고지대 등의 안전

한 장소로 조속히 피난
올바른 정보 정확한 행동
⁃ 라디오나 TV, 소방서, 행정 등에서 올바른 정보 입수
서로 확인하자, 우리집의 안전, 이웃의 안부
⁃ 우리 집의 안전 확인 후, 인근의 안부 확인
서로 협력하여 구출ž구호
⁃ 붕괴가옥이나 넘어진 가구 등에 깔린 사람은 이웃이 서로 협력하여 구출ž구호
피난 전에 전기ž가스의 안전 확인 
⁃ 피난이 필요한 경우 차단기 내리고 가스 밸브 잠그고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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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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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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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해일(Tsunami)

정의/종류 내용

지진해일이란? 주로 해저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갑작스런 해일파로,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바다 밑이 솟아오르거나 가라
앉아서 해수면의 변화가 생기거나 해저에 대규모 사태(沙
汰)가 발생하면 큰 물결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이
것은 해안에 이르러 평소와는 다른 높은 파도로 되는 현상

특보
발령 
기준

지진해일
주 의 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
여, 한국 해안가에 지진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
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
경 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6.0 이상 해저 지진이 발생, 해안가
에 지진해일 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일반상식>

￮ 지진해일은 여러 차례 열을 지어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
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길게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약 30분에서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고 이러한 상태가 약 3~4시간 반복된 후 점차 약화되면서 하
루정도 지속된다.

￮ 예고 없이 내습하며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 해안가의 선박 등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가옥에 충돌하
거나,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지진해일 파고는 최대 3~4m 정도로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되기 쉽다.

1) 지진해일이 오기 전 대비방법
￮ 해안저지대에 있는 경우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지진해일이 예보되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식수, 비상식량, 손전등,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응급약품 등 응급상

황 대비물품을 사전에 준비해둔다.
￮ 집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거나 고정시켜두고, 하수구가 흙이

나 쓰레기로 막혀있는지, 현관 문턱, 작은 구멍 등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한다.

￮ 방이나 거실의 침수에 대비하여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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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해일 시 바다에 있을 때 대처방법
￮ 지진해일 경보 시 수영, 보트놀이, 낚시, 야영 등을 즉시 멈추고 가까운 

주택이나 건물로 대피한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

게 증가하므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최대한 높
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나 해안 부근에서는 크게 증폭되므

로, 자신이 만일 대양에 있을 때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
지한 경우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한다.

3) 지진해일 시 해안에 있을 때 대처방법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 
등이 없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 해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위험하므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고 급
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다.

￮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시간에
서 1시간 30분 후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하므로 최대한 빨리 대피하
는 것이 중요하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하다.

8. 낙뢰

가. 낙뢰가 칠 때

1) 가정에서 대처방법
￮ 인터넷,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두고, 전등이나 전기

제품, 금속성 건축자재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창문을 모두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 설거지 등은 금한다.
￮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산/야외에서 대처방법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약 10㎞ 이내에 뇌전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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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신속히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근처에 가지 않는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
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아야 한다.

￮ 번개 및 천둥이 마지막으로 친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
피해 있도록 한다.

￮ 산에서
⁃ 가능한 등산을 삼간다.
⁃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

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의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히 대피 한다.
⁃ 낙뢰 발생 시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

굴 안으로 대피한다.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두고, 몸 가까이 두지 않는다.
⁃ 야영 중에는 침낭이나 이불을 깔고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도록 한다.

￮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골프채는 몸에서 떨어뜨리고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 농촌에서는 농기구는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한다.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하

다. 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방전되므로 주의한다.

￮ 낚시 중일 경우에는 낚시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한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은 피하도록 한다.

나. 낙뢰로 인한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구조해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유무를 살핀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

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한다. 또한 119 또는 인근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응
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한다.

￮ 의식이 있으면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므로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하도록 한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떨고 있는 경우에는 말을 걸거나 안정시켜준다.
￮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 실시한다.
￮ 혹시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이 

화상을 입히는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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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응급처치

1.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당황하지 말고 상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 소방서, 파출소, 병원 등과 사전 연락망을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 대원들의 신체적 체질이나 질병에 대해 미리 파악하여 만일의 경우에 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심부전증, 당뇨병, 고혈압, 간질, 천식 등).
￮ 구급상지를 항상 준비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익혀둔다.

* 구급상자 구성물품 : 28쪽 참조
￮ 대원들로 하여금 평소 안전과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하게 한다.

2. 응급처치

가. 응급처치의 정의/목표/단계/범위

정의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즉시 취
하는 조치를 말하며, 보다 나은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
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
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전문적인 처치를 받도록 구급대에 연락
하는 것부터 손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목표 생명을 보존하고, 현상을 유지하며 부작용을 억제하고, 회복을 돕는 것

단계 1단계 :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2단계 :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3단계 :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하는 것
4단계 : 응급의료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

범위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처치와 보호이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요원에게 
인계한 후에는 모든 것을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나. 119에 연락하는 방법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리고, 부상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린다.
￮ 구조요원들이 찾아오기 쉽게 부상자의 위치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린다.
￮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하므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긴다.
￮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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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처치원의 신분을 밝힌다. ￮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는다.
￮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그 다음은 전문의료요원에게 맡긴다.

상황판단

응급상황인지 인식하여 도움의 필요여부 결정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의식이 있는지, 외상 및 호흡이 있는지 확인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고 신속하게 처리

↙                            ↘
필요 시 도움요청 위험상황 없앤다

119나 전문의료기관에 도움요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 이동
↘                           ↙

환자상태 판정 후 응급처치 실시

<환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 환자를 똑바로 눕힘
￮ 기도 개방
￮ 호흡 및 맥박 확인
￮ 호흡이 없는 경우 숨 불어넣기 

실시(2회)
￮ 순환 확인 (10초 이내 실시)
￮ 구조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환자가 반응하는 경우>
￮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위 도움을 받아 환자

에게 알맞은 자세를 유지하여 이동. 목, 척
추 부상 시 함부로 이동시켜서는 안 됨)

￮ 정상체온유지 위해 따뜻하게 해줌
￮ 환자가 두려움 느끼지 않도록 위로
￮ 출혈 심하면 물 먹이면 안 됨(갈증이 심하면 

타월에 물을 적셔 입술주위를 닦아줌)

라. 맥박/호흡/혈압 측정법

1) 맥박 측정
￮ 요골동맥 : 환자의 팔을 매우 편안한 자세로 놓은 후에 손목 내측 요골동맥 

위에 식지, 중지, 약지를 가지런히 하여 동맥에 가볍게 대고 1분간 측정한다.
￮ 장소를 불문하고 긴급히 맥을 짚으려 할 때에는 환자와 악수를 하되, 둘째

손가락만을 펴서 잡히는 곳(환자의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에 살짝 댄다.
￮ 경동맥 : 목 부위의 인영혈의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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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 측정
￮ 맥박을 짚어 보듯 조용히 환자의 가슴 위에 한쪽 손바닥을 얹고 숨 쉬는 

것을 본다.
￮ 호흡하는 데 힘이 드는지, 약한지, 소리가 나는지, 불규칙적인지, 호흡 속

도와 상태를 관찰한다.
￮ 호흡이 몹시 약해 재기가 어려울 때는 코앞에 귀를 갖다 대거나 실, 또는 

깃털을 갖다 대고 움직이는 것을 본다. 만약 호흡이 정상이면 호흡수를 
30초간 재서 2배를 하고 비정상인 듯하면 1분간 잰다.

3) 혈압 측정
￮ 혈압계는 수은기압계를 사용하는 리바로치형 혈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

계를 사용하는 타이코스형 혈압계가 대표적이다.
￮ 기압계, 만셰트(Manschette:壓迫帶), 송기구(送氣球)의 3

부로 되어 있다.
￮ 압박대는 너비 약 12㎝의 평평한 고무주머니가 붙은 띠

이며 가죽 또는 주크제(製)로 되어 있다. 공기를 송입함
으로써 고무주머니는 부풀어 오르지만 띠는 늘어나지 않
으므로 안쪽만 부풀어서 압박하게 된다. 이것을 위팔 부
위에 감고, 송기구로 충분히 공기를 보내면 상완동맥이 
압박되는데, 이때 혈류를 변화 또는 저지하는 압력[血壓]
을 기압계로 읽는다.

4) 간단한 응급처치

리바로치형
혈압계

외상 ￮ 상처를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달라붙지 않는 소독거
즈로 드레싱을 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 필요시 연고를 바른다.
￮ 봉합이 필요한 상처는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 드레싱 한 경우 접착붕대나 반창고를 사용,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일반적인 상처 소독약의 종류>

▸베타딘 - 살균효과 강함. 색소침착의 가능성 있음
▸과산화수소 - 피부에 자극성 있음
▸생리식염수 - 무난하게 가장 많이 사용
▸알코올 - 개방상처에 사용 안 함. 손∙기구 소독에 사용
▸항생제 연고 – 일반적으로 복합 마데카솔(조직재생제 / 스테

로이드 함유), 후시딘 등 사용  

물집 ￮ 물집이 곧 터지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물집을 억지로 터뜨리려 
하지 말고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연한 소독제를 바른 다음 반창
고를 붙이거나 소독한 거즈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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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집이 곧 터질 것 같을 때는 소독한 나무 침이나 바늘로 물집을 
터뜨린 다음 깨끗이 씻고 소독한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복통 ￮ 복통이 심할 때는 금식을 하고 안정을 취한다.
￮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때에는 맹장염

이나 식중독일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 ￮ 화상처치의 기본은 통증감소, 감염예방, 쇼크예방이다.
￮ 흐르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식히고 바셀린 연고나 화상연고

를 바르고 공기접촉을 막는다.
￮ 물집이 생기면 기름 헝겊이나 거즈를 대고 감염예방을 위해 터뜨

리지 않는다.
￮ 병원 이송 시에는 깨끗하고 차가운 물수건을 이용하여 오염이 되

지 않도록 환부를 감싼 채 이동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직 손상을 
막도록 한다.

설사 ￮ 가벼운 설사의 경우 배를 따뜻하게 하고 지사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 변성된 음식에 의한 세균 및 세균 독소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설사가 심하고 발열, 쇠약감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스포츠음료나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게 하면 좋다. 

급체 ￮ 과식이나 자극적 음식 섭취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갑작스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음식이 목에 걸린 것 같거나 배가 가득 찬 것 같
은 느낌을 동반한다. 명치 부위가 결리고 답답하거나, 트림이나 
메슥거림, 상복부의 타는 듯한 통증, 구역질, 설사 등이 함께 나
타나기도 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
운이 없어지며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 단순히 체증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물기가 적은 음식을 피하는 것
이 좋고, 설사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리차나 미음 등으
로 수분을 보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한
발열

￮ 보온이 유지되도록 하고, 열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고,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출혈 ￮ 소독거즈로 두껍게 출혈부위를 덮고 직접 압박한다.
￮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서 출혈량을 줄인다.
￮ 수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 반드시 환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응급처치 한다.(그렇지 않을 경

우 졸도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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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 코피가 날 때는 우선 환자를 안심시키고 인두로 흘러내리는 피를 
삼키지 말고 뱉도록 한다.

￮ 코피가 조금 날 때는 솜으로 가볍게 막아도 되나,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코피가 날 때는 소독한 솜으로 막은 다음 코 부분에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찬물 찜질을 한다.

￮ 중지의 첫째마디를 좌우 번갈아가며 묶어주되 묶인 채 장시간 방
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염좌 ￮ 염좌는 관절 주위의 인대, 건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로 움직
임에 지장이 있고 통증, 부종이 생기므로 우선 다친 부위에 찬물
찜질을 한다.

￮ 탄력붕대를 감아주고 환부를 상승시킨다.
￮ 가급적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한다.

치아
손상

￮ 치아 조각을 찾아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아 빨리 치과로 가져간다.
￮ 빠진 이에 흙이 묻었다고 문질러 씻으면 치아의 막이 손상되어 

붙지 않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티 ￮ 눈을 비비지 말고 자주 깜박거린다.
￮ 눈물을 흘리거나 흐르는 물에 눈을 대고 씻어 낸다.

멀미 ￮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2
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고, 교통수단 
내에서 잠을 자며, 바람을 자주 쐬
거나 먼 곳의 경치를 바라보고, 편
한 옷을 입도록 하며, 멀미약을 복
용한다.

￮ 오른쪽 그림의 ⑦을 지압한다.

①⑨설사  ②두통
③숙취,생리통
④변혈    ⑤현기증
⑥어깨 결림
⑦멀미
⑧눈 피로
⑨위통,위산과다
⑪저혈압,빈혈
⑫딸국질
⑬비염,감기,재채기

동상 ￮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여 갈 때에는 언 부
분을 감싸주고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따끈한 음료를 먹인다.

￮ 동상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잠깐씩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좋으며, 
따뜻한 물이 없을 때에는 두툼한 담요로 싸서 포근하게 해준 후, 
언 부분이 따뜻해지면 그 부위를 문질러 준다.

￮ 뜨거운 방의 이불 속에 파묻거나 불 가까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경련 ￮ 경련을 할 때 손을 따거나 주무르거나 약을 먹이지 않는다.
￮ 침을 흘리거나 토하면 똑 바로 누인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돌

려준다.
￮ 경련을 할 때는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고, 경련이 끝나고 

수면상태에 들면 이 때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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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 얼굴에 열이 올라 붉어지고 숨을 가쁘게 쉬는데 땀은 흘리지 않
으면 일사병이기 쉽다. 얼굴에 열이 올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때는 뇌에 부담이 적게 가도록 머리
를 10㎝ 정도 높이고 그늘진 곳에 누워 편안히 쉬게 해준다.

￮ 고온고습 환경에서 오래 활동하면 고열로 인해 피로·두통·현기증·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며, 얼굴빛이 푸르
고 땀을 흘리지 않고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치사율이 30~40%에 달한다. 시원한 그늘에 다리를 20~30㎝ 높
여 눕히고 겉옷을 벗긴 다음 수건이나 얇은 천을 덮어 물을 뿌리
며 부채질을 해서 체온을 38℃ 이하로 내려줘야 한다.

충격 일명 쇼크라고도 하며, 부상이나 정신적 요인에 의해 순간적인 혈
액순환감퇴로 몸의 전 기능이 저하되고 허탈한 상태를 말한다.
￮ 머리부상 없이 충격이 왔을 때는 하체를 20~30㎝ 높여 눕힌다.
￮ 가슴에 부상으로 호흡이 힘든 환자는 호흡을 쉽게 하기 위해 머

리와 어깨를 높여서 눕힌다.
￮ 부상자 체온유지를 위해 바닥을 잘 깔고 몸을 덮어 준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마실 것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더운물, 국

물, 우유, 엽차 같은 것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주지 않는다.

의식
불명

￮ 의식불명 환자는 토물을 내놓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질식을 고려
하여 옆으로 눕게 한다.

￮ 뇌빈혈(뇌 속 혈관 내 피 부족으로 발생)의 경우 머리를 낮추고, 
옷을 풀어주며, 포도주를 약간 마시게 한 후 조용하고 서늘한 곳
에서 충분히 쉬게 한다.

￮ 뇌일혈(뇌 속 혈관이 터져서 발생)의 경우 머리를 높여주고, 머리
에 찬물찜질을 해주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기도
질식

￮ 식사 중 음식물에 의한 질식 시에는 하임리히 방법 즉 환자의 뒤
에 서서 오른손 주먹을 오목 가슴에 대고 왼손은 오른손을 감싸
면서 힘껏 누르면 되고, 매우 뚱뚱한 환자는 눕힌 후 흉골 하부를 
두 손으로 깍지를 끼고 팔을 편 채 45도 각도로 힘껏 누른다.

￮ 기도가 막혔을 때에는 물을 먹이거나 등을 두드리면 안 된다.

<기도 질식 시의 특이사항 - 초킹 사인(choking sign)>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목을 움켜쥔다.
▸목의 하부나 배의 상부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보인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눈 주위가 튀어나온다.
▸심하면 안색이 파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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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폐소생술(CPR)
심폐소생술(CPR)은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맥박이 
뛰고 있을 경우에는 가슴압박이 매우 위험하므로 인공호흡만 실시한다.
* 상세내용 : 대한심폐소생협회 웹사이트 참조(http://www.kacpr.org)

창상 ￮ 찰과상(긁힌 상처), 절상(절단된 상처), 자상(찔린 상처)을 말한다.
￮ 가벼운 외상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되므로 상처

가 크거나 작거나 곧 응급처치를 한다. 우선 비눗물로 상처를 씻
은 다음 과산화수소로 닦아내고 머큐롬을 바른다. 심하면 설파닐
라마이드를 뿌린 다음 거즈를 대고 붕대로 감아둔다.

￮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깨끗한 헝겊이나 거즈를 출혈이 있는 상처 
바로 위에 대고 붕대로 단단히 감아 주거나 손으로 압박한다(직접
압박). 상처가 손과 발에 있으면 높이 들어 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대로 계속 피가 날 경우는 직접 압박한 상태로 심장에 가
까운 지혈점을 손가락이나 손으로 눌러 멈추게 하거나 지혈대를 
사용한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하므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교상 ￮ 곤충 : 모기,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 살 속에 자극적인 산
이 들어오므로 암모니아수나 소다수를 발라서 중화시킨다.

￮ 개‧고양이 : 상처를 씻어 개의 침을 씻어 낸다. 개의 침이 상처 
난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은 개가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뱀 : 뱀에 물리면 정신적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환자를 안심시킨 
다음 침착하게 행동한다. 환자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게 상처의 심장 쪽 부위를 매고 말초 쪽 피부정맥도 
막은 후 상처주위를 예리한 칼로 배고 충치나 교정치 혹은 입 
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피를 빨아낸다. 되도록 물을 많이 주고 
상처 부위를 얼음으로 찜질을 해서 독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구역
질

￮ 엎드려서 고개를 한 쪽으로 돌리고 머리 밑에 양손을 괴고 있으
면 한결 낫다.

어지
럼증

￮ 의자 같은 곳에 앉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어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자세로 쉬면 한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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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운반법

환자의 운반은 상처의 처치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 운반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올바른 운반방법이 필요하며, 
전문의료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환자 운반은 하지 않는 것이 좋
다. 그러나 환자를 그늘이나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경우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후 조용히 운반하도록 한다.

가. 운반의 준비
￮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부상의 정도, 성질, 사고의 종류, 운반의 필요성, 구할 수 있는 운반기구 

등에 따라 운반방법을 정한다.
￮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 운반할 인력을 확보하고 각자의 임무를 정한다.

나. 환자 운반

환자를 운반할 때는 환자의 머리를 뒤쪽으로 하고 뒷사람이 환자의 얼굴을 
관찰하며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언덕을 오를 때에는 머리를 앞쪽으로 하
여 운반한다.

1) 들것 만들기 및 운반하기

<담요로 들것 만들기>
  

<상의로 만든 들것>

<들것으로 옮기고 운반하기>

2) 단독운반법

  

어깨운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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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인운반법

<2인 운반법>

<3인 운반법>
 

<4인 운반법>
 

<5인 운반법>



안전을 위한 상황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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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객실배치도(출입구와 대피로)는 확인했습니까?
시설 내부의 소방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까?
객실 내부의 화기(콘도형의 경우)는 통제가 가능합니까?
객실당 투숙인원은 적당합니까?
객실 내 완강기는 설치되어 작동이 잘 됩니까?
시설 외부(도로와의 인접정도 등) 여건은 안전합니까?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방 및 식당 내부는 깨끗합니까?
여행 시기(계절)에 따른 메뉴는 적정합니까?
수송 차량의 주차 장소부터 시설 입구까지 동선은 안전합니까?
여행일정 예정지의 안전 위협 요소(시설, 주변환경 등) 확인은 했습니까?
일정 중 체험 상황에 따른 상황별 예상되는 위협요소 확인은 했습니까?

계획 학생수송계획에 승․하차 안전지도 내용은 포함 되었습니까?
각 여행일정의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계획은 포함되었습니까?
답사 시 확인 된 안전위협 요소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교육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야간 안전지도계획은 수립했습니까?
건강상 요주의 학생은 파악되었습니까?
사고 조치계획(응급조치, 환자수송계획 등)은 수립했습니까?

시행 안전사고예방교육은 실시했습니까?
출발 전과 후 인원점검은 했습니까?
이동 중 구급함 등 기본 안전사고 대비 물품은 준비했습니까?
수시(특히 취침 전, 기상 직후)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까?
학생들이 소지금지 물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이 위험지역에 출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솔교원은 지정된 곳에서 안전예방지도에 임하고 있습니까?

❷화재예방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가?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는가?

계획 화재 및 기타 재난 사항 발생 시 대피 계획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까?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시행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학생들의 화재를 일으킬만한 소지품을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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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수련활동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수련원 자체의 안전사고발생 시 조치계획(보건실 운영계획 등)은 확인했습니까?
수련원 내부(숙소 등)의 전반적인 안전 위협요소는 확인했습니까?
수련원 외부의 안전 위협요소를 확인했습니까?
프로그램의 적정성(인원운영,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은 확인했습니까?
사전안전교육 실시여부와 안전장비 비치, 안전요원 배치여부를 확인했습니까?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 상황(점검일, 상태 등)은 확인했습니까?

계획 학생들의 활동기간에 주의해야할 안전사고 예방교육 내용은 포함했습니까?
인솔교원의 교육프로그램 참관 등의 임장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획을 수
립했습니까?
건강상 요주의 학생 명단은 파악했습니까?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수련원 자체의 조치계획 포함)은 수립했습니까?

시행 안전사고예방교육은 실시했습니까?
학생들의 휴대금지물품 등에 대한 고지와 확인은 했습니까?
수련원의 각종 시설물과 주변의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솔교원의 교육 참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의 사전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는 확인했습니까?
교육시설물은 안전(적정성)하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안전장비활용 프로그램 시 학생들의 장비사용(착용) 상태는 수시로 확인하였습니까?

❹식사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허가증을 확인했습니까?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확인했습니까?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격증을 확인했습니까?
모기, 벌레 등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계획 관할청에서 해당 시설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필요 시 해당 시군구에 위생 점검 요청)
식단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시행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인솔교원과 학생의 식사가 동일합니까?
손씻기, 양치질과 같은 개인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합니까?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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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교통안전

단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서류 차량 출고일자를 확인했습니까?
차량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까?

차량상태
점 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했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 확인했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했습니까?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내부 온도 조절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까?

운전
자

서 류 운전자는 적격심사를 받았습니까?(교통안전공단 조회 의뢰)
교통법규
준 수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까?(경찰 협조)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대열운행(3대 초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 전 자
미 팅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학생
교육

안전교육
비상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운행 중 이동금지 교육을 하고 확인했습니까?
비상 시 대처요령 및 출입 순서를 교육했습니까?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했습니까?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 사용 교육을 했습니까?

휴 게 소
안 전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말 것)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셨습니까?

비 상 연 락 망
구 축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계십니까?

기 타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요보호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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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전시ž공연관람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재난 발생(화재 등)에 대비한 대피로와 출입구 상황을 확인했습니까?
감전이나 화재위험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계획 공연장에 사용되는 불꽃과 인화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은 확인했습니까?
전시공간 또는 관람석 내외 소화기 배치와 작동유무는 확인했습니까? 

시행 관람 장소 내 비상유도등의 센서의 작동상태는 확인했습니까?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사고예방교육(행동요령과 비상구 안내) 계획은 수립
했습니까?

❼숙소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습니까?
방안의 TV는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치물들은 안전합니까?(가구, 유리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합니까?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양호합니까?

계획 숙소의 안전 위해 요소를 계획에 명시하였습니까?
학생 및 교원 숙소 배치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과 교원 숙소는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시행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숙소 내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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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수상활동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활동장소(바다, 내) 및 주변 위험요소(수영금지구역, 깊이, 조류속도, 파도높
이, 물 때 등)는 확인했습니까?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장비(구명동의 등) 비치 여부는 확인했습니까?
안전사고 발생 시의 응급구조체계(인근의료시설 파악 등)는 확인했습니까?
활동장소(바다, 내)의 주변 위험요소(깊이, 조류속도, 파도높이, 물 때)와 이용 
대상의 적정성(연령 및 신체조건 등)은 확인했습니까?
사용 장비(구명동의 포함)의 점검상황과 내구연한 등 기본적인 안전상태 점검
내역서를 확인했습니까?
적격업체 여부(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과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육요원의 자격 
요건 포함)는 확인했습니까?

계획 물놀이 안전수칙을 포함한 수상안전예방교육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충분한 응급약 준비와 인솔교원 응급조치교육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안전요원 자체 조직 후 현장관리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건강요주의 학생은 파악했습니까?

시행 정확한 인원 파악(수시확인)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적합(건강상태 등) 여부는 
파악했습니까?
사전 안전교육(위험지역 안내 등) 및 입수 전 준비운동은 실시했습니까? 
안전장비(구명동의) 착용 여부는 확인했습니까?
입수 시간 준수(식사 후 입수 시간 준수 포함)와 위험지역 활동 통제 등 반드
시 활동 중 임장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현지 기상상태(적정 수온 등)에 따른 활동실시여부 판단(수시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❾갯벌체험활동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체험 가능지역인지는 확인했습니까?
진입로는 확인했습니까?
만조 시간은 확인했습니까?
인근의료시설은 확인했습니까?
주변에 갯골과 같은 위험요소는 확인했습니까?

계획 체험에 필요한 안전사고예방 교육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체험 당일 일기예보는 확인했습니까?
사전에 알려줄 체험 장비 안내 내용을 계획에 포함했습니까?
안전요원 자체조직과 체험 장소 통제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시행 학생들의 체험장비(발에 맞는 장화, 긴팔 옷, 여벌 옷, 챙이 넓은 모자, 면장
갑, 자외선차단제 등)는 확인했습니까? 
자체 안전요원들의 통제와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갯골 주변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시로 일기 상황(안개 등)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지정된 체험 장소를 벗어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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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산행활동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산행코스 지도는 확보했습니까?
등산로의 숙지와 주변 위험요소 확인했습니까?
긴급상황(일기 변화 등)에 따른 대피시설과 임시 하산 코스 확인했습니까? 

계획 산행지 기본 정보(등산로와 하산로 결정)를 포함한 기본 계획(시간운영, 인솔
방법, 기본준비물 등)을 수립했습니까?
산행 코스의 적절성(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은 확인했습니까?
안전산행수칙과 안전사고예방교육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환자 발생에 대비한 환자 수송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활동 당일 일기예보는 확인했습니까?

시행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확인했습니까?
구급약과 기본 등산 물품(산행지도, 복장 등 기본장비와 식수와 취식물) 준비 
상태는 확인했습니까?
학생들의 산행 전 준비운동은 실시했습니까?
인솔계획(행렬의 선두와 중간, 후미 및 낙오자 인솔대비)에 의한 배치상황은 
점검했습니까?
산행 시 유의사항(안전수칙과 코스 설명)은 교육했습니까?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는 확인(산행 중 수시로 위치표시판 확인) 했습니까?
수시로 인원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상황(건강, 대열 이탈 등)은 점검했습니까?
수시로 양손에 물건을 쥐고 걷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까?
일기 상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⓫캠핑(야영)활동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활동지 주변 위험요소 및 시설물 등 파악은 했습니까?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은 확인했습니까?
인근 의료시설 위치는 파악했습니까? 

계획 안전요원 자체조직 및 캠핑기간 동안 현장관리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인솔자 응급조치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취사계획 수립 시 음식물 보관 계획과 화기 안전 관리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학생비상연락망 구축 및 건강상태(요주의자)는 확인했습니까? 
기타 캠핑과 관련한 학생 안전사고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시행 여행자 보험 가입은 했습니까?
구급함 준비 및 내용물 보충은 했습니까?
인솔교원 및 학생 안전사고예방교육(답사 내용 중심)은 실시했습니까?
시설물(텐트 및 주변) 관리(고정줄과 팩)와 상태는 확인했습니까?
화기(휴대용 가스버너와 연료) 관리 상태는 확인했습니까?
부식(음식물) 관리 상태는 확인했습니까?
기본적인 기상과 취침 전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점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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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동계야외활동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스키장 안전 대책 및 리프트 점검일지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안전요원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안전용원들의 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져 운영되는 지 확인했습니까?
안전수칙 및 안내간판,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리프트 내리는 곳 등의 체험 장소 주변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슬로프상태(빙판, 구덩이, 눈의 양 등)는 확인했습니까?
의무실은 제대로 운영(운영요원의 자격, 인근의료시설과의 연계 등)되고 있는
지 확인했습니까?
의무실과 안전요원의 연락체계는 확보했습니까?

계획 학생들의 체험 운영계획은 수준별로 수립했습니까?
체험에 대한 안전사고예방교육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강습에 따른 사전 기본교육(강습, 시설이용 등)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인솔교원들의 임장지도(초급자 리프트 동승 등)를 통한 현장관리 계획은 수립
했습니까?
건강상 요주의 학생명단 파악은 했습니까?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시행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교육과 기본교육은 시행했습니까?
활동 전 준비운동을 하였습니까?
학생들의 장비 준비와 착용은 수준과 상황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안전요원의 배치와 운영은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인솔교원들의 임장지도(초급자 리프트 동승 등)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상태(피로에 다른 휴식 등)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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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가. 각급 조직 및 회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 각급 조직 및 회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내용 : 감염병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방법 : 웹사이트, SNS, 뉴스레터, 공문 시달, 현장교육 등

￮ 걸스카우트 활동안전지침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포함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활

동장, 회관,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자료 활용 또는 자체 제작

나. 회원 건강관리 강화 *상시 출입하는 용역인력(청소, 경비 등) 포함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회원은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

기)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연맹(관리자)에 알린 후 

출근ž출석하지 말고 3~4일간 경과 관찰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연맹(관리자)에게 알려 협의한 후 출근ž출석

￮ 출근ž출석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2회/일)

<유증상자 행동수칙>
*유증상자 : 37.5℃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 출근ž출석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한다.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한다.

*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처리, 출석 인정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연맹의 최고책임자는 전담관리인을 지정, 전담관리인은 해당자의 건강상
태를 매일 확인

￮ 가족ž동거인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콜센터(1339 /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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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보건당국의 한시적 조치 / 입원 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 진료ž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증빙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흐름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 착용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 마스크로 입ž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한다.
￮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않는다.
￮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다.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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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 씻기
➀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➁ 식사하기 전 ➂ 등교 하자마자
➃ 화장실 이용 후 ➄ 집에 도착하자마자 ➅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➀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고
➁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➂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는 것

<올바른 체온 측정방법>

￮ 체온측정 시기 : 운동ž샤워 후, 먹고 마신 후,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

￮ 체온측정 방법

귓속형
체온계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정확하게 측정됨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

수영,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귓속형 적외선 체온
계 사용금지(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음)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
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

비접촉식
체온계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 떨어
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옴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

￮ 기타사항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정상체온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 36.1~37.2℃ / 평균 37.0℃
 배란 중인 여성 : 호르몬 변화로 0.5℃ 높아질 수 있음
 65세 이상 :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낮을 수 있음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음
§체온은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음
(잠자는 03:00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18:00에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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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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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

➊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➋ 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
➌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➍ 예방접종 받기
➎ 해외여행 전에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➊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➋ 손등을 손바닥과 마주대고 문지른다.
➌ 손깍지를 껴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➍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른다.
➎ 엄지를 다른 편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➏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지른다.

가. 감염병 예방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한다.
￮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

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마셔야 한다.
￮ 요리, 설거지, 손 씻기, 양치 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을 사용하고, 채

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먹어야 한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

려서 사용해야 한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킨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

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한다.

￮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는다.

나.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즉시 진료 받는다.
￮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한다.



걸스카우트 대장지침서

걸스카우팅

창시자 베이든 포엘경의 말씀 중에서

걸스카우트 운동은 활동하는 즐거움과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즐거움, 모두를 제공한다.

보이스카우트보다 걸스카우트가 더 중요한 이유는
걸스카우트 운동은 다음 세대에
어머니가 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걸스카우트’에는 낭만, 모험의 개념과 함께
남자들을 이끌며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장래의 책임도 내포되어 있다.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는

소녀와
젊은 여성을 위한

유일하고
국제적인
청소년

사회교육단체

소녀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십
육성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 운동의 시작

1910 영국에서 Girl Guide 창설

1912 미국으로 전파(Girl Scout라는 명칭 사용)
이후 명칭 사용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Girl Guide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Girl Scout

1928 걸스카우트 세계연맹(WAGGGS) 조직
World Association of Girl Guides and Girl Scouts

194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창립

1963 세계연맹 정회원국으로 승인



스카우트의 창시자 로버트 베이든 포엘 경
(Lord Robert Baden Powell)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 시절부터
야영생활, 배타기, 여행과 같은
모험활동을 즐겼다.

이를 통해 그는 용기와 재치를 배웠고,
야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군대의 훌륭한 지휘관이 된 베이든 포엘 경은
남아프리카의 전쟁에서 수비대장으로 있었다.

그는 용감한 소년들을 모아 척후활동을 시켰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영국에 돌아온 그가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시작하자
소녀들도 열렬히 동참하길 원했다.

그는 자신의 누이 아그네스 베이든 포엘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걸가이드 운동을 시작했고,
이는 곧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후 그의 부인 올러브 베이든 포엘 여사가
걸스카우트 세계단장이 되었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걸스카우트 운동을 도왔다.

올러브 여사는
1962년과 1966년,
두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우리 대원들을
직접 만났다.

내가
시작했지

~

모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뭐 늑대
몇 마리
겠지.

누군가
오고있어요!

우리도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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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걸스카우트운동은
‘대한소녀단’이라는 이름으로
1946년에 시작되었다. 짜잔~

대한소녀단
탄생!

1950년 6·25 전쟁 중에도 걸스카우트는
부산에 임시본부를 설치하고 계속 활동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서울의 태평로에 소녀단회관을 마련하였다.

그 후 걸스카우트세계연맹의 도움으로
많은 지도자가 양성되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단위대가 조직되었다.

1963년에 걸스카우트세계연맹 정회원국이 되었고,
1969년에는 현재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걸스카우트회관을 지었다.

1970년에는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걸스카우트세계연맹의
선도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의 소녀들과 지도자들이
걸스카우트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래도
걸스카우트는
계속 된다!

멋져~

좋은 걸~

이제부터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이라 불러줘!★
H

I
S

T
O

R
Y

★
★

H
I

S
T

O
R

Y
★



걸스카우팅

조직기구

나의 소속을 정확히 말해 볼까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지방/특수연맹(20)

지 구 연 합 회

초록별대
만 4 ~ 5 세
유 치 원 생

개나리대
만 6 ~ 8 세
초등1~3학년

진달래대
만8~11세
초등3~6학년

소 녀 대
만12~14세
중 학 생

연 장 대
만15~17세
고 등 학 생

연 구 대
만18~29세
대원/영리더

아프리카지역
34개국

유 럽 지 역
42개국

아 태 지 역
26개국

서반구지역
35개국

아 랍 지 역
15개국

특수대 (만 4~29세)
장애우 등 대원의 연령단계 구분이 모호한
단위대(6개 연령단계 외에 특수대로 구분)

지도자 훈련❶/협조❷/전종❸지도자
❶대원지도 or지도자 훈련담당(대지도자,훈련강사)
❷조직운영지원(임원,위원) ❸전문적으로행정담당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많음

걸스카우트세계연맹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활동의 방법 및 특징

동반자적관계 대원·지도자

Learning by Doing

반 제 도

교본/세계이슈 활동

야 외 활 동

국 제 교 류 활 동

봉 사 활 동

소녀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터득하게 되는 도전정신과
지혜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동일한 관심과 목표를 바탕으로 소녀와 지도자가 동반자적 관계로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며 지도자는 이를 지원하고 필요 시 충고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6~8명으로 반(GS활동의 기본단위)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화합, 책임감,
리더십을 배우며 의사결정, 실행방법 등 민주사회의 기본을 익히게 된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지식·기능 습득 등 활동 이수 시 기능장,
도전장, 패치를 취득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야영,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한다.

전세계 152개국 1,000만명의 걸스카우트들과의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경험하며 우애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 리더십을 육성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기쁨과 보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글로벌 리더십, 세계시민의식 등 바람직한 인격 및 가치관 함양

세계적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교류 참여(152개 회원국, 천만명 회원)

봉사활동 시 1365자원봉사포털 행안부, NEIS 교육부 연계 봉사시간 확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참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만14~24세,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만9~13세 참여

창의적 체험활동, 대학입학사정관제 연계 - 활동실적 생기부 등재

다양한 포상 기회(활동실적에 따라 대원, 지도자에게 표창, 장학금 수여)

등록사항 및 활동 실적 확인서 발급(해외유학 시 등 영문확인서 가능)
*개인정보보호 전산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실적 관리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 표시

오른손 세 손가락을 모두 붙여서 세우고, 엄지로
새끼손가락을 누르며, 손을 어깨 높이로 올린다.

걸스카우트임을 알리는 독특한 표시로,
다른 걸스카우트를 만났을 때
서로 걸스카우트임을 알리며 인사하는 방법

세 손가락 : 걸스카우트의 세 가지 선서를 의미
나머지 두 손가락 : 선이 악을 누름을 상징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 악수 / 경례

왼손 : 마주잡기
오른손 : GS 표시

신뢰와 우정의 표시
늘 싸우던, 아프리카
의 두 부족이 어느 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약속하며
왼손의 방패를 버리고
무방비 상태로 왼손
악수를 하는 것을 보고
창시자 베이든 포엘
경이 정한 스카우트
만의 악수

걸스카우트 표시와
같은 손 모양을 하고
검지 끝을 눈썹 끝에
정면에서 손등과 손바
닥이 보이지 않도록 함

거수경례는 경의를
표하거나 의식에서
경례할 때 사용하되
제복 착용 시에만 함

대원(친구)간 인사는
걸스카우트 표시만
또는 걸스카우트 악수

걸스카우팅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걸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선서 : 걸스카우트라면 지켜야 할 실천강령

처음 걸스카우트가 되면 모두 선서를 함
(걸스카우트 세계연맹의 일원이 됨을 뜻함)

하느님 : 각자의 종교에서의 절대자

초록별대는 ‘선서’ 대신 ‘약속’이라고 함
첫째 : ‘선서’의 첫째와 동일
둘째 : 항상남을돕고특히집에서가족을돕겠습니다.

진행자가 ‘선서!’라고 구령하면 오른손으로
걸스카우트 표시를 하고 선서제창을 한 후
(구령 없이) 바로 손을 내림



걸스카우팅

규율

❶걸스카우트는진실하다.
❷걸스카우트는최선을 다한다.
❸걸스카우트는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❹걸스카우트는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긴다.
❺걸스카우트는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다.
❻걸스카우트는자연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한다.
❼걸스카우트는규칙을 잘 지킨다.
❽걸스카우트는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닌다.
❾걸스카우트는시간과 물자를 아낀다.
❿걸스카우트는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규율 : 선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걸스카우트로서 어떻게 생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강령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지침)

규율을 실천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 자연
환경 속에서의 행동이 우리 자신
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됨

개나리대의 규율은 세가지이며
초록별대의 규율은 없다.

개나리대규율 ↙
①나는손윗사람의뜻을잘받듭니다.  ②나는몸과마음을단정히합니다.  ③나는내가할일을즐겁게합니다.

걸스카우팅

표어와 표방

준비
Be Prepared

표어

초록별 돕자

일일일선
Good Turn Daily

표방

초록별 착한 일 하기

주의, 주장, 강령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 주장, 처지를 내세우는 것.
남의 착한 행실을 기록하여 여러사람에게 보임

올바른 일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정신육체기능)

사회에서 행하는 봉사를
상징화한 것



걸스카우팅

손신호

차려

열중쉬어

차려

열중쉬어

주먹 바닥이 몸 쪽으로 향함 손바닥이 위로 향함 주먹 바닥이 아래로 향함 손바닥이 위로 향함

사람이
많아

진행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걸스카우팅

손신호

조용

마제형
정렬

앉아

진행자가
걸스카우트 표시를 한
오른손을 위로 들면

모두 말과 행동을 멈추고
진행자에게 집중함

두 팔을
마제형으로
올림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고
양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아래로 내림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할 때



걸스카우팅

손신호

빨리

해산

오른 주먹 바닥이
몸을 향하게 하고
팔을 직각으로 올려
팔꿈치를 아래로
당겼다가 올렸다 함

손바닥은
몸 쪽을 향하고
양팔 X자 교차
상태에서
양팔을 그대로
뻗은 채로
제자리로 돌아감
(양팔을 조금
벌린 정도까지)

앞으로 가

오른 손바닥을 펴고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며
어깨 높이까지 내림

걸스카우팅

호각신호

해산

모여

위험

반장 모여

(짧게 여러 번)

(길게 여러 번)

(짧게 길게 되풀이)

(짧게 3, 길게 1)



걸스카우팅

상징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로고
본 연맹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로고 사용 시 제복및표장규정의 표준규격 및 색상을 준수해야 함)

걸스카우팅

상징

연맹기

지방연맹기

지구연합회기

단기 삼색(진분홍초록보라)

단위대기
초록별대-연두 소녀대-초록

개나리대-노랑 연장대-보라

특수대-진갈색 연구대-빨강

진달래대-진분홍

복합대-기존에 사용하던 기
(신규는대원이 가장많은 연령단계의 기)



걸스카우팅

회원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연회비 : 단계등록비, 연차등록비, 활동유지비 등

정 회 원

특정기간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연간준회원 : 연차등록비에 해당되는 회비 납부 / 활동 실적(행사 참가, 봉사)은

관리되나 걸스카우트활동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주로 남학생 가입

준 회 원

본 연맹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명예회원, 후원회원)

특 별 회 원

걸스카우팅

제복

<표장 부착 위치>

자켓

셔츠

<지도자 정복>

이외의 것은 제복에
부착할 수 없음

*최상위 핀만 부착
*후원핀 없으면 평생핀을

그 자리에 부착



걸스카우팅

제복

초록별대

 스카프 : 칼라 밑으로 넣어 스카프 조임으로 고정(단추 1개 풀기)
 한국걸스카우트연맹(GSK) 표장 : 어깨띠 위에서 5㎝ 아래
지방연맹 표장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표장 아래 간격 없이
도전장 : 금나래 패치 또는 지방연맹 표장 1㎝ 아래
기능장 : 도전장 1㎝ 아래에 기능장끼리의 간격 없이 2열로

걸스카우팅

훈련제도

훈련명 지도자등급

입 문 강 습 ( 2시간) 일 엽 지 도 자

기 본 강 습 (15시간) 이 엽 지 도 자

상 급 강 습 (15시간) 삼 엽 지 도 자

기본훈련강사자격강습 기본훈련강사

상급훈련강사자격강습 상급훈련강사

기본과정

대상 훈련명

대 장 대장연수

훈 련 강 사 훈련강사연수

육성위원장 육성위원(장)강습
육성위원장연수

임 원 신임임원직무강습
임원연수

전종지도자 직급별 실무교육 등

직책별 추가과정

일반적으로 기본강습부터 시작
*일엽지도자 : 기본강습 참가 시 걸스카우팅, 대운영 과목 면제



걸스카우팅

훈련제도

임원대장

기 본 강 습

상 급 강 습

기본훈련강사자격강습

상급훈련강사자격강습

대 장 연 수 ( 매 년 )

훈련강사연수

대장경력 최소 2년 이상

3년에 1회 이상

활동훈련강사 3년 이상

기본강습

신임임원직무강습

임원연수
3년에 1회 이상

오른쪽은 임원의 필수 훈련과정이며, 왼쪽 흐름도에서 대장연수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 임원도 참여할 수 있음
지도자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의 사무처게시판에 탑재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의 훈련운영지침 참고

걸스카우팅

훈련제도

전종지도자
걸스카우트 지도자로서의
기본 훈련과정

행정 전문 지도자로서의
추가 훈련과정

기본강습

상급강습

경력5년 또는 활동훈련강사3년

경력1년 이내 (필수)

경력2년 이내 (필수)

경력3년 이상

기본훈련강사자격강습

상급훈련강사자격강습

훈련강사연수 (3년 1회 이상 ) 전종지도자연수

경력2년 미만(부장급 이하) (필수)

경력2년 이상(부장급 이하)
(필수)

경력3년 이하(신임사무처장)

신임사무처장 (필수)

전종지도자 전체 (필수)

기본실무강습

심화실무강습

신임사무처장직무강습



걸스카우팅

포상제도

구분 종류

GS공로장 금장 / 은장 / 삼엽장

지도자표창 모범대장표창
협조지도자표창
(퇴임육성위원장/대외)

지도자봉사표창
전종지도자표창
장기근속지도자표창
연공표창
(5/10/20/30/40/50)

중앙본부 주관 표창

구분 종류

대 원 표 창 모범대원표창(창립기념)

대원봉사표창
모범걸스카우트표창(졸업대원)

대원10년연공표창

지방연맹표창 최우수연맹우수연맹 표창

단 위 대 표 창 장기등록대표창

외 부 표 창 정부표창
기타 외부표창

걸스카우팅

포상제도

지방연맹 주관 표창

구분 종류 비고

대 원 표 창 모범대원표창(창립기념)

대원봉사표창
모범걸스카우트표창(졸업대원)

지구연합회
주관으로
표창수여

할 수 있음
지도자표창 지도자봉사표창

모범대장표창

외 부 표 창 지방관서타단체표창

기 타 표 창 우수지구연합회표창
우수대표창

-

유의사항

동일공적 중복포상 금지
모범대원표창과
모범걸스카우트표창은
훈격(총재/연맹장)에
상관없이 같은 해에
함께 수여 불가

고3은 대입 서류제출
시기에 맞춰 앞당겨서
모범걸스카우트표창
수여 가능
(대장이 소속 지방연맹으로 요청)



걸스카우팅

걸스카우트 뉴스레터 구독(무료)

매월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방법!!!

❶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❷ 카카오톡 채널 추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❸ 인트라넷 등록 시
이메일 주소 입력



걸스카우트 대장지침서

세계걸스카우트

유럽지역
Europe Region

42개국

아프리카지역
Africa Region

34개국

아랍지역
Arab Region

15개국

아태지역
Asia Pacific Region

26개국

서반구지역
Western Hemisphere Region

35개국

World Association of Girl Guides & Girl Scouts

152개국 1,000만명 / 영국 런던 소재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WAGGGS)



Connect
with

our world!

아시아태평양지역회원국 (26개국)

Australia
Bangladesh
Brunei Darussalam
Cambodia
Cook Islands
Fiji
Hong Kong
India
Japan

Kiribati
Korea
Malaysia
Maldives
Mongolia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ri Lanka
Taiwan
Thailand
Tongaew Zealand

ustralia

apan

orea

ongolia

hilippines

ri Lanka

hailand



* Republic / Federation / United Kingdom 

유럽지역회원국 (42개국)

Albani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Cyprus
Czech R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
San Marino
Slovak R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K

ustria

enmark
taly

orway

ortugal

witzerland

rance

서반구지역회원국 (35개국)

Antigua & Barbuda
Argentin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olivia
Brazil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
Dominican R*
Ecuador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Netherlands Antilles
Panama
Paraguay
Peru
Saint Kitts & Nevis
Saint Lucia
St.Vincent& the Grenadines
Surinam
Trinidad and Tobago
USA
Venezuela

* Republic

rgentina

razil
anada

renada

exico

etherlands Antilles

urinam



아프리카지역회원국 (34개국)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 R*
Chad
Congo
Congo, the d* r*

Cote d'Ivoire
Gambia
Ghana
Guinea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uth Africa
South Sudan
Swaziland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 Republic / democratic republic

ameroon

hana

enya
wanda

outh Africa

anzania

ganda

아랍지역회원국 (15개국)

Bahrain

Egypt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auritania

Oman

Palestine

Qatar

Sudan

Syria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Republic

gypt

uwait

ebanon

udan

unisia

nited Arab Emirates

emen Republic



세계걸스카우트

WAGGGS Mission(사명)

소녀와 젊은 여성이
책임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한다.

to enable girls and young women
to develop their fullest potential

as responsible citizens of the world

세계걸스카우트

삼엽 : 100년 이상세계연맹상징의 중심

WAGGGS 상징



세계걸스카우트

WAGGGS 조직

세계사무국

세 계 대 회

위 원 회

세계이사회

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회의체

세계대회·세계이사회의
결정사항 수행

감사및위기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기금개발위원회, 관리위원회, 인적자원위원회,
전략및계획위원회, 범세계적개입실무진, 단세증진실무진, 멤버십서비스실무진 등

세계대회 결정사항 집행

회 원 국
152개국

임명 또는사후승인후보자 추천

참석 선출

세계걸스카우트

WAGGGS 역사

1908 Boy Scout 운동 창시

1910 Girl Guide 운동 창시

1912 미국걸스카우트 창설
(Juliette Low 여사)

1927 세계우애일 최초 실시
(제정 : 1926년)

1928 세계연맹(WAGGGS 결성

1910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WAGGGS)



세계걸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세계센터

Our Cabaña in Mexico

Pax Lodge in London

Sangam in India

Our Chalet in Switzerland

걸스카우트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스카우트들의 집으로
모금과기증으로세워짐

걸스카우트들이 국제우애를 나
누고세계회원국과WAGGGS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걸스카우
트와가족들에게숙박제공

제5의세계센터쿠사피리(여행)

는아프리카의이동세계센터로,
행사때마다지역을바꾸며시
설들을활용함으로써,아프리카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게 국제
적인경험의기회제공

세계센터
(센터명 韓·英, 소재지, 설립연도, 주요활동, 사진)

아워샬레 스위스

Our
Chalet

1932년

알프스 등반,
스키캠프

팍스라지 영국

Pax
Lodge

1939년

세계사무국,
세미나, 훈련

아워
카바냐

멕시코

Our
Cabaña

1957년

손재주,
지역사회봉사활동

쌍감 인도

Sangam 1966년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http://www.sangamworldcentre.org/


걸스카우트 대장지침서

대운영

대장이란?

6~32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인

대(Troop)의 지도자

걸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대원들에게 직접지도



대운영

대장의 자격 및 역할

개개인의인간으로 대함

협동정신 촉진

연령별 욕구전망소망 이해
소녀와
같은
어른

소녀들을사랑하는

만 21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지도자 기본강습 이수

걸스카우트 정회원

대장으로서 선서

대운영

대장의 임무

대 활동 지도
/ 대 운영

지방지구 주관
대장회의 참석

대비품재산 관리
/ 타대와유대강화

지방대장회 참여
(총회, 개더링)



대운영

대조직

대장 대원
활동
장소

대육성
위원회

학교대
학교 내에
조직한 대 지역대

학교대
이외의 대

필요 요소

대운영

대육성위원회

대육성위원장

육성
위원

육성
위원

육성
위원

육성
위원

육성
위원

정기적 모임,
지도자강습 이수

대의 활동
및 재정지원

교장선생님, 지역사회 인사, 대원의 부모 위촉



대운영

대원 모집시기

대등록신청-등록승인 후에도
추가등록 가능

학기초가 적당
(대의 상황에 따라 정함)

대운영

대등록신청

Intranet
등록

등록비
납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세계연맹의 회원

대 원대장을 통해 대단위 또는 개별로 등록

지도자 소속 그룹의 해당 직책 또는 일반회원
으로 등록



대운영

대등록신청

연령단계별납부

초록별대,연구대
:연차등록비납부

진달래대5~6학년,
소녀연장대3학년
:연차등록가능

금액은
지방연맹별로
매년변동가능

계속/면제대원은 활
동유지비매년납부
인트라넷등록, 실적관리, 활
동안전보장등

등록비

대원

동일한
연령단계내
전학시
등록유지됨

대운영

대등록신청

납부방법

연차등록비(매년)

평생회비(1회)

등록비면제대상

육성위원장

부육성위원장

등록비

지도자

등록비면제지도자는
매년활동유지비납부
인트라넷등록, 활동실적관
리, 활동안전보장등



대운영

대등록신청

등록비

사용처
프로그램개발

교본및각종자료발행

지도자훈련

국제교류및국내외통신

각종행사개최

세계연맹등록금납부

활동실적관리(회원등록행사참가봉사강습이수자격취득등)

대운영

대등록신청

단위대 등록신청방법

지방연맹
등록승인

지방연맹에
등록비, 공문,
동의서 제출

조직관리
인트라넷에

등록신청

신규대는등록신청전지방사무처에대번호문의

등록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차년도 2월말일까지



대운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함
처리란개인정보의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

수집 근거 법령이없는,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 이전에 파기

지면 : 파쇄, 소각, 해당부분마스킹또는천공처리 / 디지털 :영구삭제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번호처리를요구하거나
허용한경우 ⇢정보주체의동의불필요

보유기간경과시,개인정보처리목적달성시지체없이(5일이내) 파기

대운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대지도자 이행사항

회원 가입 시
가입신청서와
동의 수집

가입신청서는
등록승인 확인 후

익익년 2월말이전 파기

동의방법 :
웹사이트/서면 제출

행사참가신청
또는행사 주관 시
동의 수집

회원가입 시의
동의내용에서

수집 항목이나
목적 추가 시
별도 동의 필요



대운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대지도자 이행사항

개인정보 포함
서면자료
취급주의

잠금장치 있는

별도장소
또는서류함

책임자
승인후
파기

필수
구비서류 파기현황

출입관리대장문서반출대장

정보파기삭제신청서철

가입신청서▶승인확인 후 익익년 2월말이전
개인정보처리및 초상권사용 동의서▶익익년 2월말

대운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대지도자 이행사항

정보주체의
요구에 부응

민감정보
수집 지양

PC 관리
철저히

•사용자계정
비밀번호설정

•화면보호기설정 :
재시작시로그온

•불법SW 및P2P 
프로그램금지

•최신백신사용

•개인정보포함
자료암호설정

정보주체, 법정대리인,
위임받은자가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원할시
요구서를소속지방연맹에

제출하도록안내

*만14세미만대원의
법정대리인첨부자료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

•사상

•종교

•노동조합또는
정당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장애의유무,
종류, 등급등



대운영

대임원 및 대원회의체

대반장 대부반장

대서기 대회계

대임원

대원회의체
반회의
반장회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회의진행법 숙지

자신의 의견 정확히 발표
남의 의견 경청

대 운영
대원과
지도자가
함께

대운영

대재정 관리

연간활동계획
근거로 산출

활동비
수혜자 부담

등 록 비

행 사 비
졸업생환송식

선서식
활 동 비

기능장및
도전장구입비
야영,봉사

대운영비 비품구입비

예산
계획

필요항목(예시)



대운영

대재정 관리

바자회

동전
모으기

대활동비
조성

알뜰장터

재활용품
수집

모금활동으로 대원들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대운영

활동기록 관리

인트라넷
행사참가

포상
활동경력

무궁화스카우트
골드스카우트
GS LDP

자격취득봉사
교육부NEIS 및

행정안전부
1365포털과연계

 증빙서류 분실 시 사무처에 확인서 발급 의뢰

학교생활기록부 대활동일지 GS노트(개별)

 데이터 누락, 오입력, 오류 시 사무처로 요청



대운영

대집회의 정의 및 목적

역량
강화

즐거움과
모험의
생활 경험

대집회
제복 착용

각단위대의
정기적인
모임

걸스카우트
활동의
핵심

선서와 규율
정신과
기능 습득

대운영

대집회 운영방법

필수프로그램

걸스카우트이념추구
대원들의흥미반영
기능향상활동

연간계획안의거
대집회운영

(즉흥적대집회지양)

봉사활동

선서식 / 발대식각종 행사 참가

기능장 도전장 야외활동



대운영

대집회 계획시 고려사항

누가 언제

2

어디서 왜어떻게무엇을

선서와

규율의

정신,

기능

습득을

위해

대원

대장

주1회

(권장)

교통 편리, 안전, 비상대책가능,

단체활동 가능할 만큼 넓은 곳,

자연, 체험활동장 / 온라인 플랫폼 등

<연간계획에의거한> 기능장도전장패치 취득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야외활동, 합동행사, 지구/지방/중앙행사 참가

설명,

시청각자료,

체험활동,

게임, 노래,

연극, 토론,

여행 등

대운영

대집회 계획시 유의사항

사전준비계획(대원 참여)

즐거움

선서와 규율 실현

생활에 유익한 것 습득

8개 프로그램 영역의 활동 고루 포함

효율적 시간 배정, 탄력적 운영

40~90분이 적절



대운영

대집회 진행순서

출석점검
제복검열

기의식
국민의례
선서제창

GS
명상

선택
노래, 게임,
반활동,

폐회
탭스

연맹가
제창

평가
대장말씀
광고

과정활동

대운영

대집회 평가기준 “대원”

활동이 즐거웠는가?

활동을 통해 알게 된점이 많았는가?

모든 대원이 집회에 참가했는가?

모든 프로그램에 만족했는가?

각자 성취의욕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배우는것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이었나?

향후 대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인가?

앞으로의 대집회가 기대되는가?



대운영

대집회 평가기준 “지도자”

대원들이 적극 참여하였나?

시간계획은 적당하였는가?

활동이 위험하지 않았나?

장소는 적절하였는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대원들이제복을제대로착용했는가?

준비물은 잘 구비되었나?

반원 간 정보교환은 잘 되고 있는가?

대원들의 참여율은 만족스러운가?



걸스카우트 대장지침서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활동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으로제공된

활동경험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외의

활동경험

●이슈활동
●교본활동

패치취득
활동 등

기능장,
도전장 등

● 제복 착용
●GS정신 실천
●반제도 리더십함양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활동

활동내용
무엇을 하는가

활동방법/수단
어떻게 하는가

활동목표/가치
왜 하는가

활동목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활동전개 시 보다 높은 목표 유지하도록
• 과정, 수단 등 작은 것에 몰입하지 않도록

(야영기술, 하이킹, 선행, 의식등)

• 대원들이 자기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 재미있고 적절하며 시대에 맞도록 매력 있게 변화해야 함

• 활동목적에 맞는 확실한 활동목표 필요
• 더 넓게 보라! 자신이 넓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더 넓게 보라! (창시자 베이든 포엘경 말씀)

• 활동목적이 가장 중요함
•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걸스카우트의

핵심사업은 미래세대의 교육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활동

목적을 지키면서

오늘날 대원들의
요구에 맞도록

수단을 바꿔줘야 합니다!

Vision,
Mission

활동방법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 활동목적

모든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소중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그들이원하는세상을

스스로설계함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

모든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존중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그들이원하는세상을

스스로설계함

소녀와
젊은 여성이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한다.

교육프로그램A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3개의 주축요소

지도자 격려 및
롤 모델 강화

퍼실리테이션
기능∙기술 보유

적절∙흥미로운
학습경험

비정규교육방법 활용 학습결과 이해(습득)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청소년 주도 활동

측정 가능한 영향

전 세계에 알림 ⇢ 걸스카우트운동 성장

지도자
개발

훈련강사
개발

교육프로그램
설계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 활동목표(성과) “6C 기술”

의사
소통

협력 창의성
시민
의식

품성 전념

2
협동을 잘 하고, 다른 사

람들과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이해,

다양성에 관심

3
창의적 사고와 융통성
있는 문제해결능력,
정보 이용∙평가∙적용
위해 자기주도학습,
혁신적 해결책 마련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
더 넓은 세상과 연결,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행동하기 원함

1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

5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감 있으며,
스스로또는다른이들을
이끌면서,주도적으로

목표 수립∙달성

6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전념하며,
이를 위해 일생 동안

시간과 노력 투자

1 2 3 4 5 6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 교육방법 “5개 필수요소”

실천을
통한 배움

소그룹
교육

나의 길,
나의

속도에 맞추기

세계와
연결하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



교육프로그램A

질적으로 우수한 걸스카우트프로그램

걸스카우트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이 내 삶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줌

스스로 도전하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어디
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모험하게 되는 등
걸스카우트활동을 하는 내내 즐거움을 느낌

걸스카우트에서는 나의 배경, 장애 여부와 상관없
이 환영 받는 느낌을 받으며 어떻게 살고 있든, 한
계가 무엇이든 내게 손 내밀고 참여를 독려해줌

나의 학습과정을 주도∙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리더라도 의견을 들어주며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
해주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단체임이 느껴짐

R

E

A

L

Relevant

Exciting

Accessible

Learner-led

적 절 성

흥미진진함

접근가능성

학습자주 도

교육프로그램A

변화이론 Theory of Change

걸스카우트 프로그램
환경보전활동(세계기후변화 패치 취득활동 등)

기술, 아이디어, 지식, 사고방식 학습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배움

가치, 태도, 행동을 발전시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신과 환경보호의식을 키움

소녀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건강한 지구

모
니

터
링

진
행

샛강 정화 프로젝트 / 야생동물보호협회 방문 / 곤충 서식지 만들기 / 환경캠프

걸스카우트 교육방법 사용 / 지속적 / 6C 기반의

많은 REAL 활동

계
획

수
립

진
행



교육프로그램A

걸스카우트 프로그램의 구성

품성 지도력 창의력

야외
활동

봉사
우리문화

와

국제이해
생활
기능

건강

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A

연령단계별 프로그램 중점사항

자아발견/
생활습관
익히기

초록별대

가정인
으로서의
기초교육

개나리대

잠재력
개발

진달래대

개성의
발견

소녀대

지도력
배양

연장대

유능한
사회인

연구대



교육프로그램A

기능장활동

필수 4종

초록별대

필수 04종
공통 09종
선택 32종

개나리대

필수 04종
공통 09종
선택 42종

진달래대

필수 04종
공통 09종
선택 54종

소녀대

교육프로그램A

기능장활동

자유롭게 선택
초록별 없 음
개나리 32종
진달래 42종
소 녀 54종

수 영 응급처치
신호장 안전장

타인의 안전과
생명보호 관련 기능

연령단계 따라
심화발전됨.

기취득한 경우
추가활동만 이수

필수
기능장

공통
기능장

선택
기능장걸스카우트장

독서가 컴퓨터
세계연맹장 환경
뜨개질 민속놀이
바느질 외교관



교육프로그램A

기능장활동

기능장
선택

활동내용
이수

기능장
취득

대장
확인

취득
방법

자신이
하고 싶은

기능장

활동노트
상세 기록
(자료, 사진)

기록제시
or 실연

교본에 서명

수품보급소
에서 구입
대장확인

제시

교육프로그램A

기능장활동



교육프로그램A

기능장활동

기능장 부착위치

어깨띠의 도전장 1㎝ 아래에 기능장간 간격 없이 2열로 부착

초록별대는 조끼 주머니 위쪽에 왼쪽부터 좌우 2개씩 부착

교육프로그램A

도전장활동

동장 품성, 지도력, 창의력, 건강, 야외활동, 생활기능, 봉사,
우리문화와 국제이해의
8개 활동영역별 1개 활동, 총 8개 활동 이수 시 취득

은장 동장 취득 후 8개 활동영역별 1개 활동, 총 8개 활동
이수 시 취득

금장 은장 취득 후 8개 활동영역별 1개 활동, 총 8개 활동
이수 시 취득

개나리대 진달래대 소녀대 연장대



교육프로그램A

패치/배지/자격 취득활동(2021)

GS-LDP
Awards

개나리/
진달래대

소녀대

연장대

골드스카우트
핀(연장대)

무궁화스카우트
기장(소녀대)

자격취득활동

세계우애일
활동 포함

교육프로그램A

연간 대활동계획 “고려사항”

연도별 활동목표 및 지침

사회적 이슈 / 특색사업

대원들의 의견(관심, 요구 반영)

학교 및 지역사회의 행사

시험기간, 방학, 대 생일, 공휴일 등

월별∙계절별 특성



교육프로그램A

연간 대활동계획 “주요활동” 및 “특별활동”

<주요활동>

선서식

세계우애일 행사(매년 2월 22일)
금년도 세계우애일 패치취득활동

대집회(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대집회 시 필수 포함 활동
-교본활동(기능장, 도전장 취득 등)
-패치취득활동(이슈활동)

<특별활동>

지구, 지방, 전국 행사 참가

다른 대 초청·방문, 합동대집회

부모 초청 대집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활동비 마련을 위한 행사

하이킹, 야영 등 야외활동

교육프로그램A

연간 대활동계획(예시)

월 대활동내용

2~4 •연간 대활동계획 수립
•신입대원 모집, 대등록, 수품신청, 대장회의, 학부모회의
•대집회(기본과정), 선서식

대집회(기본과정) 내용
걸스카우트란, 선서, 규율, 표어, 표방, 연맹가, 역사, 걸스
카우트 표시, 경례, 왼손악수, 손신호, 마니또, 탭스, 걸스
카우트 명상, 세계우애일, 창립기념일, 걸스카우트 가족,
제복 입는 법 등



교육프로그램A

연간 대활동계획(예시)

월 대활동내용

3~6 •지도자훈련, 반장훈련 참가

4 •표창(모범대원지도자) 추천

5 •걸스카우트주간 활동(제복 입기 등)
•스승의 날 행사
•걸스카우트 국제야영하계캠프 참가신청

6 •하이킹, 뒤뜰야영

7∙8 •국제야영∙하계캠프 참가, 국제교류∙파견

교육프로그램A

연간 대활동계획(예시)

월 대활동내용

910 •기능대회, 소녀의 날 기념행사 참가

11 •하반기 표창 추천
•오리엔티어링대회 참가

12∙1 •송신년회, 동계캠프 참가, 국제교류∙파견
•무궁화∙골드스카우트 강습 참가

연중 기능장도전장패치 취득활동, 봉사활동, 대육성위원회
(매월)



교육프로그램A

혁신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체계 정립
- 기존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일제 정리(교본, 대집회프로그램, 이슈활동 등)

- 이해하기 쉽고 성취감·도전의식 북돋을 수 있도록 함

사회변화와 세계적 이슈 실시간 적용, 탄력적으로 운영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민첩하게 대응
- 상시 연구, 업데이트, 디지털자료 보급

기본방향

교육프로그램 혁신 패러다임 개발 연구

교육프로그램A

추진계획

모니터링 실시(전국의 지도자 대상 의견수렴)

지방연맹 대원활동프로그램 현장모니터링 실시

연구팀(교본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라인활동 등 다양한 활동방법 제시

지방 우수프로그램 공유(디지털자료 제작•보급)

걸스카우트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프로그램 혁신 패러다임 개발 연구



교육프로그램A

추진단계

도전활동 및 기능장 세부항목을
3단계(삭제-보완-유지)로 분류

보완/유지 리스트
3단계(융합-세분-유지)로 정리 및 수정보완

새로운 활동 추가

활동단계 구성 및 단계별 이수내용 설정

각종 표식 정비

교육프로그램 혁신 패러다임 개발 연구



걸스카우트 대장지침서

교육프로그램B

세계연맹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정책개요

균형 있고 전인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지원

도전적, 재미, 가치관태도행동기능 개발

소녀와 젊은 여성의 요구 고려

적합한 학습목표 설정

걸스카우팅의 가치에 근간
적절한 걸스카우팅 방법 활용



교육프로그램B

세계연맹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정책개요

교육프로그램 관련 자료제작

세미나, 훈련과정 개최

교육프로그램B

걸스카우트와 지역사회활동

평화
세계시민의식

증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

“Together We Can 
Change Our World”

세계연맹
활동주제

1993년부터 지역사회 관련 활동주제를 정함



교육프로그램B

전 세계 걸스카우트의 World Issues

교육프로그램B

전 세계 걸스카우트의 World Issues



교육프로그램B

Advocacy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캠페인 로비 파트너십

교육프로그램B

캠페인이란?

대중의 압력을 통해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Advocacy의 방법 “캠페인”



교육프로그램B

성공적인 캠페인의 특성

긍정적, 매력적메시지
명확한 목표 수립, 성과측정 가능
충격‧공격적 시각자료, 유명인사 참여
파트너십, 효과적 로고․브랜드 활용
지역사회와 세계에 영향
시의적절, 창의적, 해결책 제시
다양한 청중, 청중에 초점
모든 사람이 동시에행동하게 함

Advocacy의 방법 “캠페인”

교육프로그램B

로비란?

의사결정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중간매개인 또는 직접 수행)

Advocacy의 방법 “로비”



교육프로그램B

성공적인 로비의 조건

소속 조직 소개, 영향력 알림

새로운 소식, 정보는 불필요

전달사항 : 1매 분량의 문서로 준비, 핵
심만 전함(현황, 우리의 믿음, 요구)

상대의 명함은 반드시 받아오도록 함

문화에 따라 선물 준비(뇌물과는 다름)

상대의 정보 사전파악, 협상술 필요

Advocacy의 방법 “로비”

교육프로그램B

Advocacy의 방법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NGO, 재단, 정부, 매체, 학교,
지역사회 지도자, 학부모 등과
동반관계를 구축하는 것



교육프로그램B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요소

적절한 프로젝트와 파트너 선정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필요자원 확보
동등한 관계, 책임과 역할 명확한 규명
조직의 가치관과 연계
공통의 이해, 요구에 대한 구체적 규명
계획과 전달체계 수립 및집행
돈 때문에 가치관을 거스르지 않음
언제 아니라고 하고 중지해야 하는지 인지

Advocacy의 방법 “파트너십”

교육프로그램B

청소년 Advocacy 참여 6단계

이슈
확인

1

이슈
평가

2

과제
결정

3

과정
평가

6

실행

5

활동
계획

4

회원들의 관심 이슈 확인
(설문조사, 선행연구 등)을

예 : 환경보전, 빈민 돕기 등



교육프로그램B

청소년 Advocacy 참여 6단계

이슈
평가

2

과제
결정

3

과정
평가

6

실행

5

활동
계획

4

청소년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해결을 위해 접촉할 의사결정자 조사

문제,이유, 문제유발원인
영향 받는 사람
걸스카우트 참여 이유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
GS가문제해결위해할수있는것

이슈
확인

1

교육프로그램B

이슈
평가

2

청소년 Advocacy 참여 6단계

과제
결정

3

과정
평가

6

실행

5

활동
계획

4

프로젝트(문제해결방안과 목표) 결정

목표(예) "청소년의HIV‧AIDS에대한이해증진"

이슈
확인

1

청소년에게문제가되
는이유, 퇴치위해필
요한것에대해

회의개최

단기 3개월내중기 6개월내

청소년단체와

연합체
구성

장기 2년내(최종)

HIV‧AIDS예방정
보

학교교과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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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평가

2

청소년 Advocacy 참여 6단계

과정
평가

6

실행

5

활동
계획

4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목표대상 접근방법,
자원및 파트너 규명 등

이슈
확인

1

과제
결정

3

교육프로그램B

이슈
평가

2

청소년 Advocacy 참여 6단계

과정
평가

6

실행

5

활동 조직화

시장에게 편지 쓰기,
청원서 작성, 지역의회 방문 등

이슈
확인

1

과제
결정

3

활동
계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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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평가

2

청소년 Advocacy 참여 6단계

과정
평가

6

목표달성도 및 효과성 평가,
계획수정 필요여부 점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제안점 기록

이슈
확인

1

과제
결정

3

활동
계획

4

실행

5

교육프로그램B

소녀의 날 Girls’ Day

소녀들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자긍심 증진, 자기개발,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준비 지원

사회발전을 위해
소녀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 제고 및 지원 유도

대표적인 Advocacy 사업 소녀의 날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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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들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에대한
기자간담회나
세미나실시,

SNS, 소식지를
통한 홍보

Speak
out

(소녀의 날사업예시)

Advocacy의 3요소

Educate

소녀의날
패치
프로그램

교육,
인권(폭력),
건강,
리더십

Take
Action

소녀의날
기념행사
개최

소녀의날
제정을위한

NGO연합활동,
국회청원등

교육프로그램B

“소녀”

WAGGGS의 비전

“ Our voice for all girls ”
항상 소녀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함

Advocacy의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