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Park 스파밸리

물놀이 안전체험학습
스파밸리 물놀이 체험학습 이용요금
기 간

요 금

~2017. 6. 23

12,000

2017. 6. 26 ~ 2017. 7. 28

13,000

2017. 8. 28 ~ 워터파크 시즌오프까지

12,000

물 만난 즐거움! Resort 스파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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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강사진이 진행하는 워터파크 스파밸리의 물놀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안전한 물놀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부탁해!
물놀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생존 수영 프로그램)
안전 오리엔테이션
•교육일정 소개 - 당일 전체 안전교육 프로그램 소개 OT
•안전수칙 및 예방법 강좌 –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교육, 물놀이 시설 안내 및 교육, 안전사고 예방법 교육

생존수영 교육 및 안전 참여 교육
•기본영법 교육 - 접영/배영/평형/자유형 영법시범 및 구조 교육
•응급상황 대처 교육 및 시범 - 시범을 통한 응급상황 대처법(익수자 발생시 대처요령, 구조요령 시범)
기초 응급처치 방법 및 사고(열사병, 열경련, 저체온증, 탈진 등) 대처 요령
•CPR 시범 및 참여교육 - 기본 수상 응급 처치법인 CPR교육 프로그램, CPR의 중요성 및 이해하기 쉽게 교육 구성
•자가 생존 및 생존 수영 교육 – 잎새뜨기, 인간사슬, 해파리뜨기 시범 및 교육
•구조장비의 이해 - 전문적 구조장비 교육, 생활용품을 활용한 간이 구조장비교육 및 올바른 사용법 교육

안전 워밍업 체조
•스트레칭 -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기본 스트레칭 강좌 및 실습
•전신 준비 체조 - 전신의 근육을 이완할 수 있는 간단한 준비 체조 실습
•워밍업 체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사지, 2인 체조 등을 통해 흥미유발 체조 실습

퇴장시 대피 요령 교육
•건물내 사고 발생시 대피 교육 - 건물내 화재 및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및 대치요령 교육

심화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교육 (심정지환자 대처법 및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행동 요령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
•기타 응급처치 교육 (쇼크 및 질병, 골절 및 경추손상 환자 구조법) 등

기타 심화 프로그램 진행 가능

안전 교육 프로그램 구성

흥겨움 넘실대는 물의 나라!

구분

프로그램 명

교육시간

입장

락커 입장 및 환복 → 워터파크 입장

30″

비고

안전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교육 및 안전 참여 교육

50″

안전 워밍업 체조

출렁출렁 물 넘어 물

흐르는 강물처럼

짜릿하게 고공낙하

재밌고 시원한 물벼락

물길따라 모험의 세계

파도풀

유수풀

다이빙풀

정글아쿠아

드래곤 슬라이드

물놀이체험

야외 및 실내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

1′ ~ 1′30″

퇴장

샤워 → 락커 입장 → 환복 → 건물 대피요령에 따른 퇴장

30″

※특별반 강좌 30″

※특별반 강좌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별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통한 물적응 훈련/팀별 물적응 훈련/수영기본강좌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