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1

단계
2

물과 친구가 되려면 물속이나 수면위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물속에서 바닥을 차고 
위로 떠오르는 걸 반복하는 거야.

팔과 다리는 벌리고 물에 눕는다고 생각해.
천천히 호흡하면 몸이 떠. 하늘을 보면서 
손을 움직이면 이동할 수 있어. 



단계
3

단계
4

혼자라면 몸을 최대한 웅크린 상태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좋아.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다같이 모여있는 게 좋겠지?자, 가장 먼저 물 밖에선 입으로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코로 숨을 내쉬는 거야. 그렇게 코로 
숨을 내쉬는 걸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반복하면 음~파! 음~파!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지?
그래서 이것을 음파 호흡이라고 해.



구명
조끼

올바르게 입는 방법
구명조끼를 바로 입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먼저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한 후, 
가슴에 있는 단추를 채우고, 
조임줄을 당겨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

느슨하게 되면 몸이 조끼 아래로 쳐져서 물을 
먹거나, 허우적거려서 힘이 쉽게 빠지니까 단단히 
조여줘!

또, 조끼 아래에 생명줄이 있다면 아래로 당겨서 
몸이 아래로 쳐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도록 해



구명부환이 있으면 물에 빠진 친구의 앞에 
던져서 구조할 수 있어.

없으면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 플라스틱 
양동이와 같이 물에 잘 떠다니는 물건에 줄을 
단단히 묶어서 친구에게 던져줘도 좋아

구명뗏목은 꼭 완전히 팽창된 상태에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탑승해야해. 
구명뗏목 안에는 비상식량 및 식수, 조난신호등,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어.



물에 빠졌던 친구를 구조했으나 숨을 쉬지 않을 때 우리는 호흡 불어넣기(심폐소생술)를 
해야만 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해서 뇌에 산소가 포함된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응급처치야.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도구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패드부착시 물기를 닦아내고 오른쪽 

쇄골과 젖꼭지 사이,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에 패드를 부착후 본체와

연결한다.



안전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얻어집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존수영법.
즐거운 해양 활동의 첫 걸음입니다.

생존수영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양레저포털(www.oleports.or.kr)에서 확인하세요

패드부착시 물기를 닦아내고 오른쪽 

쇄골과 젖꼭지 사이,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에 패드를 부착후 본체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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