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좋 아 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해요.

    멈춰요! 살펴요! 건너요!

● 걸어갈 때

•찻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기다리고, 

    초록불이면 건너요.

다닐 때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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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타고 갈 때

•도착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꼭 매요.

•차에서 내릴 때에는 어른들이

    차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버스 안에서 장난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버스가 완전히 선 후에 내려요.

● 버스를 탈 때

•버스 안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서서 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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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계산대에 가서 하거나,

    직원을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직원을 부를 때는 테이블에 있는 

    벨을 누르거나,  여기요~  하며 

    손을 들어요. 

•메뉴판을 살펴봐요.

    - 테이블에 놓여있거나 직원이 갖다

       주어요.

    - 벽에 붙어있기도 해요.

● 주문할 때

식당에서 → 음식 주문 · 계산

•메뉴 중에서 가장 먹고싶은 것을 골라요.

    고를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생각해요. 

먹고싶은 것이 여러 개라면,  

함께 앉은 친구와 서로 다른 걸 시켜서 

나누어 먹을 수도 있어요.

•내야 하는 돈이 얼만지 

    미리 확인한 다음에 내요.

•돈을 낼 때는 직원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건네요.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잘 받아요.

•받은 거스름돈과 영수증은 

    주머니나 지갑, 가방에 잘 넣어요.

•계산대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하면서 바로 계산을 해요.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다 먹고 나가는 길에 계산을 해요.

●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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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놀이기구는 순서를 지켜 차례차례 

    이용해요. 

•간식은 정해진 곳에서만 먹고, 

    다 먹은 후에는 자리를 정리해요  

•강사선생님의 시범을 잘 보고 

    천천히 따라 해요.

•놀이기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 하면 안돼요

•뛰어다니지 않아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해요.

•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놀이•체험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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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지켜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요. 

•꼭 필요할 때만 밖에 나가고 

    집에서 지내요.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는 각자 그릇에 덜어먹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두 팔 거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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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닦아요.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에 빈틈이 없도록 해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 앞 부분을 만지지 않고 

    마스크 끈이나 고리를 이용해 벗어요.

● 올바른 손 씻기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요. 1

2

3

4

5

6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요.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으로 쥐고 

    돌려주면서 문질러요.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끼리 문질러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요.

12 13



●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야 해요.

     마스크를 바르게 쓴 친구에게는 O를, 잘못 쓴 친구에게는 X

     표시를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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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 때는 안전하게 다녀야 해요. 안전하게 이동한 친구와

     설명을 찾아서 연결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해요.

“멈춰요! 살펴요! 건너요!”

계산대에 가서 주문을 해요.1

3
직원이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건네요.
4

메뉴판을 보고 

먹고싶은 것을 골라요.

도착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꼭 매요.

버스 안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버스가 완전히 

선 후에 내려요.

●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어요.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그림의 번호를 써보세요.

2 거스름 돈과 영수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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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공간이나 키즈카페에서는 예절을 지켜야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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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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