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 주변 교통 ·  유해업소 · 불법 광고물 · 제품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 ~ 3월 31일(5주간)

내용구분

기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및 식중독 예방 · 점검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 지도 · 점검
무인점포 이용안내 및 카페인 섭취 줄이기 홍보

어린이 놀이시설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교통안전

유해환경

제품 안전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가로변 중점 정비
노후 광고물 점검 ·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유무인 문구 · 완구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 지도 · 점검
초등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상태 지도 · 점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 · 점검
성매매 및 음란 · 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 · 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 단속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등 점검실시 · 개선방안 마련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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