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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발달연령상 학령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은 부모의 보호로,

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생활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생활 주

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의 도전을 받는 시기이며 일상생

활에 필요한 도덕 가치관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김, (

희숙 등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2003).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과 다

른 사람의 복지를 지킬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

다전성태 이는 아동 스스로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 1998).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미리 깨닫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판단에 의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

력을 기르고 학교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다면 안전사

고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정 백경원( , 1997; , 1999).

안전교육이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전,

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율

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안전. ,

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서채문( , 1994),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

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 , ,

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권봉안 강정호 김광성 궁( , , , 1987).

극적으로 안전교육이란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과 건강을 최고

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장영희 등 도 사고로 보호하기. (1997)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의 개선과 함께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

전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을 익히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고, ,

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안전교육 과정은 국가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많은 변천을 가져왔으나 안전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는 초등학

교에서 대학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박노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슬기로운 생활 과목( , 1995).

속에서 생활에 필요하고 아동 안전에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

도로교통 표지판을 다루고 있으며 고학년에서는 주로 체육( )

과목의 안전생활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화재 약물 중독 가스 폭발 학교, , , ,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사고 종류와 예방방법과 안전 사고 발

생 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교육부( ,

즉 현재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1996). ,

안전교육은 일부 교과의 관련 단원에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으

로 취급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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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간의 안전교육의 내용을 상호 보완강화해 주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된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고 안전에 관

련된 내용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심화나 확대 없이 산

발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심어주고 안,

전지식과 기능을 포함한 기본적인 안전행동 양식을 형성해

주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반영은 매우 미흡하고

비체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이원영 전성태 이( , 1986; , 1998).

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에서 행하고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시키

는데 목표를 두고 초등학교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피하는 행동습관을 기

르고 바람직한 안전생활을 실제적으로 경험시킨다(Caballero,

1980).

우리 나라 아동 안전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사고발생의 실

태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교육효

과를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강희숙 안전교육( , 1994).

에 관한 교육실시 전 후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Fisher, Harris,

는 아동 놀이사고 예방에 대한Vanburen, Quinn, Demaio(1980)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놀이사고 예방에 대한 아동의,

지식이 증가하였고 사고율도 약 감소하였다고 하였다22.4% .

또한 의 연구에서는 아동 안전Guyer, Gallagher, Azzara(1989)

교육 프로그램을 개월 실시한 후 안전에 관한 지식과 실천22

의 변화 정도에서 중독사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은 세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Rivara et al(1991) 10-14

시한 결과 사고율이 명당 명으로 감소하였음을 보고1,000 317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전과 후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변화를 측정함으

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안전교육 역시 학습자들의 흥미분야나 요구도가 교,

육내용에 반영되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며 학생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Rivara(1985) Grossman

도 특정 집단에게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교육했을 때(1992)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

사를 미리 실시하여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안전교

육의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의 효과를 측정하고

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

로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사고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태도를 형성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알∙

아본다.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알∙

아본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안

전교육을 실시하기 전 후에 측정하여 안전교육의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 posttest

실험연구이다design)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소재한 개 초등학교와 강1

원도에 소재한 개 초등학교의 학년 전체 아동 명을2 3-5 140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 3-5

유는 활동량이 증가하여 이 범주에 해당되는 학년은 다른 학

년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율이 높기 때문이다전춘옥( , 1997).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이었다2002 4 7 .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학교측과의 협의에 의해 선정된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그런.

후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재차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연구에 대한 참여.

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안.

전교육 실시 전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였으

며 주에 걸쳐 총 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10 10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질문

지를 사용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평균 분 정도가 소요되15

었다.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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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연구자가 학령기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안 개발 및 평「

가 이정은 김지현 김신정 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사( , , , 2002)」

고예방에 대한 지식 문항과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개로15 11

구성하였다.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은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을 표시했을

경우는 점 오답과 모르겠다의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점을1 , ‘ ’ 0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점으로0-15 ,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는 개 문항으로 태도가 긍정문항의11

경우 그렇다 점 보통이다 점 아니다 점을 주었으며‘ ’ 2 , ‘ ’ 1 , ‘ ’ 0

부정문항의 경우에는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가능한.

태도점수는 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예방에 대0-22 ,

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사고예방에 대한 도구의 타.

당도는 아동간호학 전문가 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신뢰계6

수 는 선행연구김신정 외 에서 사고예방Cronbach's ( , 2003)α

에 대한 지식이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가 이었으며 본.81, .72

연구에서는 각각 로 나타났다.79 .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Win

였는데 안전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각 문항과 전체로 사전사후검사에서 나온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후 두 검사간 를, paired t-test

실시하여 그 변화의 경향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단일.

표본 검정 을 통하K-S (One-sample Kolmogorov-Smirnov Test)

여 정규분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

예비검사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 학교가 아닌 강원도의 다른 개 초등학교의 학년1 4

전체 아동 명을 선정하여 예비검사를 통해 아동이 잘 이해22

를 못하는 어휘를 찾아내어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

안전교육 실시
대상자의 안전교육은 년 월부터 월까지 총 주에2002 5 7 10

걸쳐 시간씩 시간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1 10

음과 같다 표< 1>.

안전교육의 내용구성은 본 연구자가 실시한 학령기 아동「

의 안전교육 요구도 김신정 등 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 2003)」

나타난 대상자의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성하였는데 안,

전교육의 회차에 따라서 교육주제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각

시간은 초등학교의 다른 수업시간과 동일한 분으로 하여40

학습단계에 있어서는 도입에 분 전개에 분 정리에‘ ’ 5 , ‘ ’ 30 , ‘ ’ 5

분씩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학습내용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을 교사와 학생 양측에서의 구체적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매

체활용과 함께 지도상의 유의점도 제시하여 학생들의 발달단

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내용< 1>
회차 주제 내용 강의법

1 사고예방의 중요성
안전교육 진행과정 설명
사전 설문조사
사고경험에 대한 토의

강의
설문조사
자유토론

2 가정에서의 안전

가정에서의 위험요인 인식
부엌에서의 사고
방안과 거실에서의 사고
목욕실에서의 사고
중독예방

강의
시청각자료
토론
발표

3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운동장과 놀이기구에서의 사고
물리적 시설에서의 사고
실험 실습실에서의 사고
복도와 계단에서의 사고
학교 내 위험요인 확인하기

강의
시청각자료
발표
토론
관찰학습

4 폭력예방

동료폭력
컴퓨터나 매체폭력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폭력 시 대처방안

강의
발표
토론

5 차량안전
보행시의 안전수칙
차량 내에서의 안전수칙

강의
시청각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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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강.

의법으로는 강의와 함께 토론 발표 역할극 시청각 자료를, , ,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년은 학년의 범위로 학년이 명 으3-5 5 81 (57.9%)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학년이 명 학년이4 48 (34.3%), 3

명 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명 으로 여학생11 (7.9%) . 78 (55.7%)

명 보다 많았다(62 , 44.3%) .

아버지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균 세이었으며 어32-56 41.8

머니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균 세이었다 대상자28-49 38.8 .

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로 대가족의 보다 많았으61.4% 38.6%

며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과

반수인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대56.4% .

상자의 사고발생 원인이나 장소를 알아본 결과 집안에서, 「 」

가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차 안이나 차도에15.7% 「

서 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가 학12.1%,」 「 」 「

교에서 와 뜨거운 물체나 물에 데여서 가 각각 5.7%,」 「 」

수영장이나 물가에서 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가3.6%,「 」 「 」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와 동물에 의해 가 각각2.9%, 「 」 「 」

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내용 계속< 1> ( )
회차 주제 내용 강의법

6 수상안전
물과 관련된 사고유형
물과 관련된 사고예방

강의
발표
토론

7 화재와 화상예방
화상의 다양한 원인과 예방책
가정 내에서의 위험요인 확인하기

강의
비디오시청
발표

8 장난감과 가정에서의 안전
장난감과 관련된 사고
가정용품으로 인한 사고와 예방책

강의
역할극
토론

9 운동과 오락활동시 안전
운동과 관련된 사고와 예방책
오락활동과 관련된 사고와 예방책

강의
발표
토론

10 동물에 의한 손상예방

생명체로서 동물에 대한 인식
동물과 관련된 안전문제
동물의 행동 이해
낯선 개와 부딪혔을 때의 안전규칙

강의
역할극
토론
설문조사
총 평가

총 시간 시간10

표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변화< 2>
번호 내 용

사전 사후
t p

M SD M SD

1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 .71 .45 .95 .22 -5.390 .000

2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플러그는 꽂아 두어도 된다 .81 .40 .94 .25 -3.292 .001

3 전기제품은 물과 가까이 두어도 된다 .93 .25 .96 .19 -1.070 .287

4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94 .23 .97 .17 -1.268 .207

5 자동차에서 어린이는 뒷자석에 앉는 것이 안전하다 .87 .34 .94 .23 -2.269 .025

6 좁은 골목길이나 길을 다닐 때는 뛰어다녀도 된다. .87 .34 .93 .26 -1.717 .088

7 혼자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65 .48 .85 .36 -4.096 .000

8 수영할 때 다이빙은 꼭 다이빙대에서만 해야 한다. .56 .50 .75 .43 -3.668 .000

9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5 .48 .73 .45 -6.554 .000

10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6 .46 .76 .43 -5.024 .000

11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58 .58 .73 .45 -2.579 .000

12 비비총 같은 장난감으로 다칠 수 있다. .91 .91 .97 .17 -2.361 .020

13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브레이크나 타이어 등을 잘 점검해야 한다. .89 .89 .95 .22 -1.717 .088

14 잘 아는 개에게는 물리지 않고 잘 모르는 개에게만 물린다. .61 .61 .84 .37 -4.312 .000

15 개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79 .79 .92 .27 -3.325 .001

전 체 .73 .16 .88 .12 -9.15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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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나타났다2.1% .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의 변화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변화는 다음

과 같다 표< 2>.

안전교육 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점이었으나 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73

는 평균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88 (t=-9.156, p=.000).

즉 이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나타낸 것으로 안전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교육.

후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문항은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 (t=-5.390, p=.000),「 」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플러그는 꽂아 두어도「

된다 자동차에서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t=-3.292, p=.001),」 「

는 것이 안전하다 혼자 수영을 하는 것(t=-2.269, p=.025),」 「

은 위험하다 수영할 때 다이빙은 꼭 다(t=-4.096, p=.000),」 「

이빙대에서만 해야 한다 불이 났을 때(t=-3.668, p=.000),」 「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t=-6.554, p=.000),」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t=「 」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5.024, p=.000), 「 」

비비총같은 장난감으로 다칠 수 있다(t=-2.579, p=.011), 「 」

잘 아는 개에게는 물리지 않고 잘 모르(t=-2.361, p=.020), 「

는 개에게만 물린다 개가 밥을 먹고 있(t=-4.312, p=.000),」 「

거나 잠을 잘 때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로(t=-3.325, p=.001)」

나타났다.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의 변화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다

음과 같다 표< 3>.

안전교육 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점이었으나 교육 후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1.63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전1.73 (t=-3.775, p=.000). ,

교육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

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안.

전교육 후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동물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t=-3.359, p=.001),「 」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시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다 위험한 장난감은 절대 가지고 놀아(t=-4.026, p=.000),」 「

서는 안 된다 로 나타났다(t=-2.807, p=.006) .」

논 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생활주변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곽은복 즉 이( , 2001). ,

시기에는 성인들에 의한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어

서 아동 스스로의 자기 방어적 자세나 사고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철저한 안전의식은 단기적이라기보다.

는 장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관한

이해와 사고방식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장기적이며 체계적,

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에서( , 1997).

실시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아동에게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동을 막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

적인 요인을 강화시켜 안전한 생활습관을 배양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박인현과 김기식(1999)

은 선진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안전교육 내용과

표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변화< 3>
번호 내 용

사전 사후
t p

M SD M SD

1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59 .69 1.66 .67 -.876 .382

2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으면 받겠다. 1.61 .62 1.72 .48 -1.599 .112

3 집에는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1.89 .29 1.91 .31 .192 .848

4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는 멋있어 보인다. 1.66 .64 1.68 .63 -.203 .839

5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는 항상 한다. 1.74 .54 1.82 .45 1.461 .146

6 동물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1.63 .73 1.87 .41 -3.359 .001

7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안전하다. 1.04 .72 1.12 .69 -.976 .331

8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시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1.47 .73 1.76 .50 -4.026 .000

9 집안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 1.86 .31 1.93 .44 1.529 .129

10 길을 건널 때 차가 없으면 신호등을 무시해도 된다. 1.79 .56 1.87 .38 -1.557 .122

11 위험한 장난감은 절대로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1.61 .69 1.79 .49 2.807 .006

전 체 1.63 .25 1.73 .22 -3.75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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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안전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의 내,

용을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우 피상적

인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가치와 태도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최대한 수업에 끌고 와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강희숙

과 김탁희 정명애 는 아동의 안전교육 방법(1994) (2000), (2000)

에 대한 선호도가 시청각 교육 친구들과의 토론 선생님의, ,

설명 및 말씀 순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청.

각자료 발표 역할극 강의와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 , ,

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안전교육 후 대상자의 지식의 변화는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이(t=-.9156, p=.000)

초등학생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를 유의하게 변화시켰

음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희숙, 5

의 연구에서는 교육을 받은 후에 보행자 사고 예방 지(1994)

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군보다 병원치,

료 사고 발생율이 배 가정치료 사고발생률이 배 낮았1.53 , 1.43

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안전교육 후 사고예방에 대한 지

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문항은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을 꼭 써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t=-5.390, p=.000),」 「

때에는 전기플러그는 꽂아 두어도 된다 (t=-3.292, p=.001),」

자동차에서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는 것이 안전하다「 」

혼자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t=-2.269, p=.025), 「 」

수영할 때 다이빙은 꼭 다이빙대에서만(t=-4.096, p=.000), 「

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탈출(t=-3.668, p=.000),」 「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옷에 불이 붙으(t=-6.554, p=.000),」 「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소화(t=-5.024, p=.000),」 「

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비(t=-2.579, p=.011),」 「

비총같은 장난감으로 다칠 수 있다 잘(t=-2.361, p=.020),」 「

아는 개에게는 물리지 않고 잘 모르는 개에게만 물린다」

개가 밥을 먹고 있거나 잠을 잘 때는 건(t=-4.312, p=.000), 「

드려서는 안 된다 로 나타났다(t=-3.325, p=.001) .」

미국의 경우 세에서 세 사이의 아동은 자전거 인구의5 15

약 에 불과하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자전거 관련 손상40%

의 가 이 연령군의 아동이다 헬멧은 뇌 손상의 위험을60% .

약 감소시키므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손상의85% ,

위험은 배 크고 뇌 손상은 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6.6 8.3

고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전국적으로 자전거 인구

의 이하만이 헬멧을 착용한다이자형 등 우리 나20% ( , 2002).

라 아동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실태를 조사

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아동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홍로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 1999).

볼 때 현재 대부분의 아동이 평소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

용해야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후 지

식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차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헬멧 착용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전기사용법이나 화재시의 탈출 옷‘ ’ ‘ ’, ‘

에 불이 붙었을 때의 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등도 교육 후‘, ’ ‘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화재와 화상은 비의도적인 손,

상에 의한 사망원인 중 번째로 흔한 원인 번째 는 교통사3 (1

고 번째는 낙상으로서 매년 명 이상이 사망하며 이, 2 ) 5,000 ,

사망자 중의 명 이상이 만 세 이하의 아동에서 발생한1,000 15

다 그러므로 화재나 화상과 관련된 교육은 안전교육에서 매.

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

지 않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전기 플러그를 꽂아두며 전기 기

구와 관련된 안전수칙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전기기구와 관련된 안전수칙전기기구의 배치 과부( ,

하 방지 주기적인 안전점검 사용사용하지 않을 때의 주의, , /

점에 대해 교육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잘 지켜지지 않는 내) ,

용이라 대상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와 관련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바닥에 굴러 옷의 불을

끄는 방법을 직접 시범과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실습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화재시의 탈출은 각 모둠조

별로 토의를 하고 발표를 통해 스스로 이에 대해 정리하고

생각할 기회가 된 것 같다 소화기의 신속한 사용방법과 점검.

또한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차량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이 출현한 이후부터 자동차는 아동,

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자동차를 탈 때의 안전띠의 착

용방법과 중요성을 자동차 충돌과 관련된 가상적인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하였으며 아동의 작은 체구를 고려할 때 자,

동차 조수석에 있는 에어백이 오히려 아동에게 심각하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자들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뒷좌석임을 잘 이해한 것으로 평

가된다.

수상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익사예방과 관련하여 수영 오락,

용 보트 수상 스포츠 다이빙 등의 수상안전 지침에 대해 교, ,

육과 토론을 하였다 실제로 많은 아동이 자신이 수영하는 방.

법을 아는 것을 혼자 수영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남아의,

경우 다이빙의 위험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자, .

형 등 은 초등학생은 수영장이나 강 호수 등에 성인에(2002) ,

비해 더 많이 빠지는 편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배정도 많으, 3

므로 초등학생을 위한 사고예방 교육에서는 수영을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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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혼자 수영을 하지 않게 하고 보트를 탈 때는 구명조끼,

를 입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장난감과 관련된 사고에서 총탄이 발사되는 장난감 총은

매년 몇 백명의 아동을 다치게 하는데 장난감 총에 의해 손,

상을 입는 사람의 가 세 미만이며 특히 이중 약 는90% 15 70%

남아로 보고되고 있다 비비총과 중증 안구 손상이 연관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이로 인해 치명적인 흉부, ,

둔부 경부 안면부 손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교육, , .

에서는 자신의 비비총 사용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주위

친구들의 다친 경험을 토의하였는데 특히 비비총의 총알속도,

를 고려해 볼 때 비비총은 장난감이 아니라 안구와 피부 뼈, , ,

를 관통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

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이 평소에는 단순한 장난감으로 알았.

던 비비총의 위험성을 잘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에 의한 손상과 관련되어서 대상자들은 교육 후 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많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동물 특히 애완견을 소유하고 있는데, ,

흔히 많은 사람들 특히 아동은 이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고려,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매년 백만 건의 동물이 무는 사. 2-4

고가 보고된다 아동의 가 적어도 개에게 번 이상 물린. 20% 1

경험이 있으며 전체 응급실 방문의 가 동물에 물린0.5-1.5%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

이 동물에게 물리는 가장 일반적인 피해자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세의 아동에서 가장 높, 5-14

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는 약 에서 아동이 동물90%

을 흥분시키고 학대하거나 협박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을.

무는 개는 길 잃은 가축이나 사나운 개가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소유의 개로 희생자를 잘 아는 경우이다 본 연구결과에.

서도 대상자들은 잘 아는 개에게는 물리지 않고 잘 모르는「

개에게만 물린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육 전에는 점으로.61」

낮았으나 교육 후에는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84 .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에서는 대상자들에게 동물에게도 자기만

의 개인적인 시간 이 필요함을 지도하였으며 개는 자신의 음“ ”

식에 대해서 소유욕이 매우 강하고 보호적이므로 먹는 동안

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육하였다 이에 대해 이자.

형 등 도 아동에게 동물이 밥을 먹고 있거나 잠을 자고(2002)

있을 때 괴롭혀서는 안되며 잘 모를 경우에는 동물에게 접근

해서는 안되고 동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이 아동들

의 사고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에. ,

서 실시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불안전한 위험상황

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습관과 안전행동을 형성

시켜 학생의 평생 동안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감정 그리고 행위 의도에, ,

대한 일관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태.

도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생활이나 위험의 상황에서 행위선택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안전태도의 형성은 생활의 과정에서 실제 행위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전태도의 체제가 바로 기(Worick, 1975),

본적인 안전능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안전교육 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3.775,

안전교육이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를 긍정p=.000),

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 5

을 대상으로 사고예방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강희숙 의(1994)

연구에서 교육 실시군과 교육 비 실시군의 교육 전후 효과

를 비교했을 때 태도 실천의 변화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

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 4

으로 교통 안전교육 전후의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비,

교연구 임승지 에서 교육 후 지식 태도 실천의 모든( 1998) , ,

영역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후 안전생활. 4

실천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정명애 교육 후 안전생활( , 2000)

실천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 예방행동

과 사고발생의 관련성 연구이수정 에서 부모의 안전교( , 1997)

육 실시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고예방 행동을 분석한 결과 부,

모가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할수록 사고를 경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맥 상통한다 백경원 은. (1999)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진단적 연구PRECEDE

에서 아동 스스로 안전교육에 관한 책자 시청각 자료를 많이,

볼수록 안전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인지된 학교안전교육에, ,

대한 학습내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실천,

율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평균 태도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동물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t=-3.359,「 」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시므로 사고가 일어나지p=.001), 「

않는다 위험한 장난감은 절대 가지고(t=-4.026, p=.000),」 「

놀아서는 안 된다 로 나타났다(t=-2.807, p=.006) .」

동물안전과 관련된 태도의 변화 결과를 본 안전교육이 대

상자들에게 동물을 존중하도록 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 아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적.

으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손상의 가 학교에서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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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만 부모와 아동 일반사람들조차도 학교에서는 아동, ,

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 있어.

서 운동장은 특히 위험하고 사고는 성인의 감독이 없는 활동

이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교육 후에 대상자들이 학교에서의 안전에

도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에 부가하여 학교.

의 지도자들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와 관련된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교사들이 직접 아동의 행동에 모델이 되고 강화의 역할을 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실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장남감 안전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에게 장난

감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취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

며 스트레스의 배출구 역할을 하여 아동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해한 재미를 제공하는 잇점이 있다김희숙 등 그러( , 2003).

나 반면 장난감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대상자들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교육 후의 점수를 살펴볼 때 집에서 개를 키, 「

우는 것이 안전하다 는 문항의 점수가 점으로 나타난 것1.12」

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애완동.

물로서 개를 키우는 것이 때때로 아동에게 위협적이라는 것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흔히 주위에.

서 애완동물의 소유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지나치

게 미화하여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실.

제적으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적절히 훈련시켜야 하

며 동물의 특성과 기질을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이에 대,

해서는 대상자에게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텔. 「

레비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는 멋있어 보인다 도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불과 점 높아져 점으로 나타났는데 실0.02 1.68 ,

제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은 아동에게 가장 영향을 미

치는 대중매체로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이 아동에게 갈등을 해,

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폭력이 보상을 받고 정

당화되며 미화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적.

으로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이 아동에서의 폭력적 행위와 관련

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이것이 나중에는 사,

회에서의 폭력과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매체의 폭력적 내용을 인식

하고 아동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나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

의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은 매우 효과적인데 최영일 도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의, (1988) ,

형성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형성

하고 관련지식을 갖도록 하는 조기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지적하였다 아동의 발달연령에 적합한 안전교육은 학.

교 교육과정 안에 통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가정에,

서도 같이 이루어질 때 더욱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또한 안전교육은 안전 행동에 기여하는 습관 기능. , ,

태도 및 지식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

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생애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전

과 교육 후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를 확인함으

로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도움을 주

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초등학교 학.

생을 위한 학년별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초등학생의 사고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초등학

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사

고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여 궁극

적으로는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년 월부터 월까지로 경기도에 소재한2002 5 10 1

개 초등학교와 강원도에 소재한 개 초등학교의 학년 전체2 3-5

아동 명을 대상으로 년 월부터 월까지 총 주에140 2002 5 7 10

걸쳐 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는10

데 안전교육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실시한 학령기 아동의, 「

안전교육 요구도 김신정 등 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요( , 2003)」

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연구자가 개발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안 이정(「 」

은 등 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 2002)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개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교육15 ,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사고예방에 대한 지(t=-9.156, p=.000).

식을 확장시켜 주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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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시 후 아동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

기 위해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개 문항에11

대한 반응을 분석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안전교육 실시 후에 전체적으로 사고예(t=-3.755, p=.000)

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건전한 태도로 발전하여 효

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

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아.

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와 풍부한 자료가 필수적으

로 뒤따라야 하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규적인 학교안전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년에 맞는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교육매체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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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at not only suggest some ideas useful in planning and doing the safety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in the near future putting into test the safety education proposal which has been developed

by researcher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7st education courses but also improve health of the children

through taking right safety knowledge and sound safety attitude. Method: For this study 140 student are selected

from 3-5th grad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Kyoungki-Do and Kwangwon-Do and have been taught the safety

education during 10weeks, 10times. Result: 1) After the safety education, knowledge about the injury prevention of

the children show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they had before(t=-9.156, p=.000). 2) In order to look into

any effect of the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after the safety educ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t=-3.755, p=.000). Conclusion: A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ing that safety education expand the

correct knowledge about injury prevention and have more affirmative and sou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So it may be concluded that, safety education have the positive effect both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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