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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compar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on their demands for safety education.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54 1-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335 elementary school teachers (6 elementary 
schools)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1) The mean score for level of demand for safety education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4.43 (±.44) and for students, 4.01(±.65).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mand for safety education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t=-14.4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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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3.09, p=.000), students' safe life practices (t=11.64, p=.000), students' previous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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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이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

는 노력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

라고 할 수 있다(Kim, H. R., 2001). 안전이란 정신적, 육체적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 유발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방지 또는 극소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상태

(Choi, 1998; Korea Industrial Safety Cooperation, 1997)로 주위 

환경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환경중심의 개념이며, 건강을 포함

하는 포괄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기본개념은 인간 존중의 이

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Jung, 2000).

반면, 사고는 뜻 밖에 발생하여 인간을 사망, 부상케 하거

나 재산에 손실을 주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Kim, 1990),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스컴을 통하

여 각종 사고 뉴스를 보고 듣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많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

고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충격과 자성의 소리가 높지만 또 

다시 큰 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인간의 불행을 어떻게 하면 방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최대의 문

제가 아닐 수 없다(Jung, 2000).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부모의 보호로부터 어느 정도 벗

어나 생활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활동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친구들과의 단체활동에 몰두하기 때문에 순간적 충동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실수가 많아 위험스러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

다. 또한 신체적 성장이 빠르고 활동적인 경기나 놀이를 좋아

하고 즐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은 그들이 처한 주변 환경

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만큼 상황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며 주의력과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도 사고로 연

결되는 경우가 많다(Kim, 2007). 발달이론과 연구를 통해서도 

이 시기 아동들의 높은 부상비율에 대해 알 수 있는데, 

Erikson(1968)은 이 시기를 근면 대 열등감의 발달로 설명했

다. 학생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자연

스런 호기심이 종종 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기도 하

며 완벽을 추구하려는 아동의 욕구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하게 만든다. 동시에 사고(思 )는 완전히 굳어서 추상적

인 경고나 금기는 종종 흘려버리게 된다. 동료들로부터 인정

받으려는 욕망 또한 이들을 부추겨 보통은 혼자서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Barbara & Nancy, 1999). 따라서 아동기부

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

을 지킬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갖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은 각종 지식을 가장 잘 받아들이며 학

습동기가 강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성인에 비해 교육에 대한 실천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

다(Kim, Yang, Jeong, & Lee, 2007). Kim과 Park(2003)도 학

령기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이 시기에 형

성된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전 생애를 거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

조된다고 역설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며 

그 존엄성의 기초는 생명 중시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

여 인간의 안전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다(Song, 199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발생사

고 건수에 비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시수도 매우 부족하며 

안전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과목과 전문교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즉, 학교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지식 향상을 위한 수업에 집착

한 나머지 꼭 다루어야 할 안전교육은 뒷전에 리는 실정이

며 특별활동 시간이나 학생 생활지도 시 필요에 따라 시행되

고 있다(Kim, Kim, & Kang, 2002).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요구를 정확하

게 확인해야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안전교육 역시 교육 

대상자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면 교육의 목

표인 바람직한 변화 즉,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며 대

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실시하는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이에 반해 교육을 받는 학

생간의 안전교육 요구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교사

들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의 요구도를 직접적으로 확

인하여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

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교사와 학생들간의 요구를 최대한 반

영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안전교육 지침

서」를 제작하기 위함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아동을 접하

는 교사들이 현실적으로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Kim, & Kim, 2002)는 실정과 교사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안전교육이 불충분한 이유로 71.9%

의 교사가 체계적인 지도내용의 부족을 그 이유로 제시(Kim, 

2000)하고 있고 Bae(2003)도 각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

급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Song, 

Lee, Moon, Yang과 Kim(2005)도 많은 교사들이 안전교육과 



김 신 정  외

234 아동간호학회지 14(3), 2008년 7월

관련하여 교사용 지침서, 학습지원 자료 등의 개발을 요구한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제적으

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

학생의 요구도를 비교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하여 일선현장에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실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지침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를 파

악한다.

•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를 비

교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

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

구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소

재하는 6개의 시․군 초등학교 교사 335명과 초등학교 1-6학년

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7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9월 10일부터 11월 30

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학교를 방문하거나 거리상 직접 방문

을 못한 경우는 서면을 통해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설문은 수업

이 끝난 오후시간대에 사전에 약속을 정하여 학교를 다시 방

문한 후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설문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

하고 참여에 대한 의사를 허락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설문지

를 나누어 주고 바로 수거하였으며(응답 소요시간: 평균 10분 

이내) 학생 대상의 설문지는 담당교사를 만나 설문내용 및 자

료수집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는 초등학생 대상의 자료

수집인 경우, 연구자가 아닌 담당교사만이 설문지 자료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

여에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를 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초

등학생의 경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안전교육 요구도는 Kim 등(2003)이 개발

한 안전교육 요구도 도구를 기초로, 보건교사 3명, 아동간호

학 교수 3명으로 구성된 6명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정, 보

완한 후 내용타당도를 도구 항목의 내용개연성을 평가하는 

CVI(Content Validity Index) 계수를 확인하여 Lynn(1986)의 

제시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80% 이상의 CVI를 나타낸 문항

을 선택하였는데 4회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도

구는 교사와 학생 모두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총 40문항의 5

점 척도로 「사고예방의 중요성」, 「가정 내에서의 안전」, 

「학교안전」, 「폭력 예방」, 「차량 안전」, 「수상안전」, 

「화재와 화상 예방」, 「장난감 안전」, 「스포츠 안전」, 

「동물손상 예방」,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각 문항은 ‘매우 필요없다’ 1점, ‘필요없다’ 2점, ‘보통이

다’ 3점,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967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와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의 차이

는 t-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설문 문

항의 무응답인 6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

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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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 중 초등학교 교사는 총 335명으로 성별은 

여자가 260명(77.6%), 남자가 75명(22.4%)이었으며 연령은 

24-61세의 범위로 평균 43.6(±9.63)세이었다. 교육경력은 1년- 

40년의 범위로 평균 19.1(±10.5)년이었으며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은 1-6학년이 골고루 분포되었다(14.6%- 19.9%). 안전한 

생활에 대한 관심정도는 99.7%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일상생활에서 안전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가 77.9%를 차지하였고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22.1%를 차지하였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안전교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방

법’에 대한 내용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

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68.1%, ‘다치는 사고 장면’이 41.5%, 

‘사고의 종류’가 36.7%의 순이었다. 안전교육의 자료로 생각

되는 적절한 교육매체는 ‘CD롬’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전관련 책자’가 62.0%, ‘안전만화책’이 60.0%, 

‘퀴즈문제’가 23.9%로 나타났다. 저학년에게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10분-20분의 범위로 평균 20.7분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10-50분의 범위로 평균 29.8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인 초등학생은 6개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총 1,754명으로 저학년(1, 2, 3학년)이 21.9%를 차지하였

으며 고학년(4, 5, 6학년)이 78.1%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아

가 50.7%, 여아가 49.3%이었으며 연령은 6-12세의 범위로 평

균 10.2(±1.1)세이었고 가족형태는 대부분(84.8%)이 핵가족이

었다. 평소 안전생활에 대한 관심은 83.3%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한 생활을 잘 실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65.2%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로는 ‘귀찮고 하기 싫어

서’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전생활의 중

요성을 몰라서’가 11.5%이었고 ‘안전한 생활이 중요하지 않

다’는 이유도 4.2%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경험에 

있어서는 84.0%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교

육은 보건교사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고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경우는 24.6%, 잘 모르는 선생님으로부

터 받은 경우는 7.5%, 교장,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6.1%를 차지하였다.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에 도움

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는 41.4%를 차지하였다. 

안전생활에 대한 정보출처로는 부모님이 43.2%로 가장 많았으

며 학교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8%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1회의 적절한 시간에 대해

서는 10분-60분의 범위로 평균 38.0(±14.1)분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는 다

음과 같다<Table 1>.

초등학교 교사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평균 평점 4.43(±.44)점

으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도인 평균 평점 4.01(±.65)점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폭력예방」이 4.61(±.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는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4.59(±.61)점, 「차량안

전」이 4.51(±.51)점, 「부모교육」이 4.49(±.64)점, 「장난감 

안전」이 4.47(±.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는 「폭력예방」이 4.40(±.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재와 화상예방」이 4.30(±.71)점, 「사고예방

의 중요성」이 4.28(±.74)점, 「수상안전」이 4.26(±.83)점, 

「부모교육」이 4.18(±.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초등

학생의 경우에서 모두 「폭력예방」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모든 범주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3.6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gree of safety education requirement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teacher: n=335, student: n=1754)

Category
Teachers Students

M(SD) M(SD)

Importance of accident prevention 4.59(.61) 4.28(.74)
Home safety 4.36(.55) 3.98(.73)
School safety 4.43(.56) 3.65(.83)
Violence prevention 4.61(.48) 4.40(.71)
Vehicle safety 4.51(.51) 3.93(.80)
Water safety 4.44(.56) 4.26(.83)
Fire & burn prevention 4.42(.53) 4.30(.71)
Toy safety 4.47(.56) 3.85(.94)
Sports & leisure safety 4.35(.49) 3.78(.78)
Injury prevention by animal 4.08(.68) 3.92(.95)
Parent education 4.49(.64) 4.18(.99)

Total 4.43(.44) 4.01(.65)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 

비교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는 전

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14.46, p=.000), 이를 문

항별로 비교해 보면 40개 문항 중 35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

학생의 요구도는 「수상안전」범주의 ‘강, 호수에서의 사고예

방법(t=-1.53, p=.127)’, 「화재와 화상예방」범주의 ‘화재경보

기 설치의 중요성(t=1.38, p=.168),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해

야 하는지의 방법’(t=-1.51, p=.131), 「스포츠 안전」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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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degree of safety education requiremen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eacher: n=335, student: n=1754)

No Item contents
Teachers

M(SD)

Student

M(SD)
t p

 1  Every accident can be prevented 4.08( .90) 4.53(.68) -10.39 .000
 2  Life can be saved if we prevent the accident 4.48( .79) 4.65(.63) - 4.23 .000
 3  Safe method when we use the electrics 4.27( .87) 4.48(.66) - 5.00 .000
 4  The method not fall down in bathroom or on slippery floor 3.95( .98) 4.40(.71) - 9.81 .000
 5  Storage of drug to prevent poisoning 4.12(1.04) 4.23(.73) - 2.37 .018
 6  The method not fall down on window or bed 3.39(1.16) 4.32(.69) -19.50 .000
 7  Storage of dangerous things that can be provoke accident 4.15( .99) 4.34(.72) - 4.11 .000
 8  Safe method up & down on stairway 3.51(1.09) 4.35(.73) -17.56 .000
 9  Safe activity in school playground 3.52(1.05) 4.35(.72) -17.67 .000
10  Safe practice in school experimental class 4.07( .96) 4.58(.67) -11.91 .000
11  Safe method using the pleasure instrument in school playground 3.35(1.11) 4.37(.71) -21.65 .000
12  Accident prevention in school eqipments 3.81( .99) 4.45(.65) -14.96 .000
13  Safe activity during school camp 4.08( .96) 4.53(.63) -10.87 .000
14  Safe play method in the playground 3.42(1.05) 4.37(.64) -21.74 .000
15  Violence prevention between friends 4.42( .94) 4.56(.61) - 3.57 .000
16  Coping method  against violent behavior such on TV or computer games 4.04(1.06) 4.43(.69) - 8.40 .000
17  The importance of car seat belt 4.06( .98) 4.46(.69) - 8.84 .000
18  Keep the safety in the car 4.05( .92) 4.51(.66) -10.82 .000
19  Safe method when riding and getting off from the educational bus 3.68(1.12) 4.55(.69) -18.66 .000
20  Safe method when riding the bicycle 3.80(1.08) 4.53(.66) -16.32 .000
21  Safe crossing method at the marked crosswalk 3.94(1.04) 4.60(.62) -15.41 .000
22  Safe walking metnod at the street 3.67(1.05) 4.46(.63) -18.44 .000
23  Accident prevention at the swimming pool 4.11( .96) 4.39(.60) - 6.96 .000
24  Accident prevention at the river or lake 4.41( .87) 4.47(.64) - 1.53 .127
25  The importance of fire alarm establishment 4.29( .92) 4.22(.73)   1.38 .168
26  The cause & prevention of burn 4.24( .91) 4.44(.63) - 4.77 .000
27  Knowing the method how to do when the fire breaks out 4.54( .78) 4.60(.61) - 1.51 .131
28  Prevention of injury by the fire works display(firecracker) 4.13( .93) 4.39(.65) - 6.04 .000
29  Safe method to play with the toy 3.53(1.11) 4.37(.64) -18.85 .000
30  Danger of toy gun (BB gun) 4.17(1.04) 4.57(.60) - 9.64 .000
31  Playing in the safe place 3.70(1.06) 4.34(.67) -14.21 .000
32  Prevention of injury during the sports(baseball, soccer ball) 3.70(1.08) 4.24(.67) -11.90 .000
33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device during sports 3.77(1.07) 4.40(.64) -14.46 .000
34  The important thing during skiing 3.97(1.04) 4.04(.77) - 1.50 .134
35  Caution during breeding the one's pet 3.67(1.18) 4.93(.79) - 5.03 .000
36  Safe behavior meet the strange dog 4.17(1.05) 4.22(.70) - 1.08 .282
37  Safe behavior in the elevator 4.16( .98) 4.42(.67) - 6.01 .000
38  Coping method not to kidnapping 4.54( .83) 4.68(.60) - 3.53 .000
39  Prevention method against sexual violence 4.59( .85) 4.77(.53) - 5.02 .000
40  Child safety education targeting the parent 4.18( .99) 4.49(.64) - 7.33 .000

Total 4.01( .65) 4.43(.44) -14.46 .000

‘스키 탈 때의 주의사항’(t=-1.50, p=.134), 「동물손상 예방」
범주의 ‘낯선 개와 부딪혔을 때의 안전한 행동방법’(t=-1.08, 

p=.282)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초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

구도는 교사의 성별(t=-4.36, p=.000), 안전생활에 대한 관심정

도(t=5.14, p=.000), 안전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t=3.08, p=.002)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

(F=1.39, p=.247), 교육경력(F=1.29, p=.277), 담임을 맡은 학년

(F=1.16, p=.331), 교사의 안전생활 실천여부(t=1.84, p=.160),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경험여부(t=1.07, p=.287)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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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the degree of safety education requiremen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eacher: n=335, student: n=175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SD) t or F p

 <Teachers>
 Age(years) <35  69 4.34(.50)

1.385 .247
 35-40  58 4.46(.41)

41-50 105 4.47(.45)
51≤ 100 4.43(.39)

 Gender Male  75 4.24(.49)
-4.358 .000

Female 260 4.49(.41)
 Education experience(years) <10  92 4.37(.48)

1.291 .277
 11-19  81 4.42(.49)

20-29  86 4.49(.36)
30≤  74 4.46(.41)

 Grade in change 1st  45 4.51(.40)

1.157 .331

2nd  43 4.42(.50)
3rd  46 4.35(.37)
4th  53 4.42(.55)
5th  41 4.39(.33)
6th  39 4.30(.40)

 Concern about safe life Very concern 203 4.52(.37)
5.142 .000

Concern 125 4.27(.50)
 Safe life practice 230 4.44(.44)

 .798 .426
103 4.40(.43)

 Perception of safe life Very important 261 4.47(.44)
3.080 .002

Important  74 4.29(.42)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Yes 325 4.44(.44)

1.067 .287
 No  10 4.28(.56)

 <Students>
 Gender Male 880 3.94(.70)

-3.887 .000
Female 855 4.07(.58)

 Grade Lower 385 4.14(.55)
5.055 .000

Higher 1369 3.96(.67)
 Family type Nuclear 266 4.00(.59)

-.030 -.976
Large 1489 4.01(.66)

 Concern about safe life Have 1459 4.11(.57)
13.094 .000

No 293 3.47(.75)
 Safe life practice Yes 1133 4.15(.56)

11.644 .000
No 606 3.75(.70)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Yes 1464 4.02(.62)
2.016 .045

 No 279 3.92(.77)
 Help of safety education Very helpful 710 4.22(.55)

67.308 .000Moderate 760 3.89(.59)
No 145 3.49(.90)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교사의 성별이 여자인 경

우가 남자인 경우에 비해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36, p=.000) 안전생활에 대해 ‘매우 

관심있다’는 경우가 ‘관심없다’는 경우보다 요구도가 높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5.14, p=.000). 또한 안전생활의 중요성

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경우가 ‘중요하다’고 인

식하는 경우에 비해 요구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08, p=.002).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초등학생의 성별(t=-3.89, p=.000), 학년(t=5.06, p=.000), 안전

생활에 대한 관심 유무(t=13.09, p=.000), 안전생활 실천 여부

(t=11.64, p=.000), 안전교육 경험 유무(t=2.016, p=.045), 안전

교육의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t=67.31, p=.000)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형태(t=-.03, p=.976)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89, p=.000) 저학

년이 고학년에 비해 요구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06, p=.000). 안전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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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해 요구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13.09, 

p=.000) 평소 ‘안전생활을 실천한다는 경우’가 ‘실천하지 않는

다’는 경우보다 요구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1.64, 

p=.000). 또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에 비해 요구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02, p= 

.045) 안전교육의 도움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서는 안전교육

이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요구도가 

가장 높고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요구도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7.31, p=.000).

논    의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

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으로는 안전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대형사고

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많은 인적,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

다. 이에 대하여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지속적

으로 제기하여 왔다(Kim, B. J., 2001).

학교 교육에서도 안전교육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는 대상자 본인의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함은 물

론이고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각종 안전교육 

원천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육성된다는 부수적 효과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가정, 공공기

관 및 사업장 등 교육 원천에서의 안전교육의 발전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Korea Industrial Safety 

Coporation, 1997).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안전교

육 역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생활화시킴으로써 그 효

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Jun, 1998; Kim et 

al., 2003).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들은 안전한 생활에 대해 99.7%가 관

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안전생활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가 77.9%를 

차지하였는데, Jung(200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68.5%가 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이 있고 80% 이상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경상남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

상으로 한 Kim, H. R.(2001)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지

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53.19%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사들

은 교육활동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75.71%가 ‘항상 염려가 

된다’, 24.29%는 ‘어느 정도 염려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고 응답한 교사는 68.58%,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는 30%,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1.43%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의 지도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절반 이상의 학교에

서 안전지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계획의 수립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안전교육의 성과는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Seo(1992)는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까닭 중의 하나는 우리의 현실

에 맞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수립

되어 학생들에게 교육되지 않은 채 산업사회로 진출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하였다. Choi(1998)는 교사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의 안전교육이 불충분하였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체계적인 지도내용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아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한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Kim(2000)은 안전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서나 특정 교사만이 담당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 교사가 다 같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지도가 아닌 지

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자발적, 자

율적인 활동과정을 통하여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학년, 교과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이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년별, 교과별, 지

역별로 연구 검토하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생활에 대한 관심은 

83.3%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5.2%가 잘 실천한다고 응답하였는데, 

Bae(2000)가 경상남도 7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전교육에 대하여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1% 이었으며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7.1%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은 48.1%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안전교육 내용이 적당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3.8%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그러나 서울시내 33개 고등학교 학생 1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초등학생

보다 낮은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에 대한 관

심여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4.0%로 가장 많았고 ‘관심 

있다’가 26.1%, ‘관심 없다’가 18.9%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기에 입은 부상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아동의 인식에 대한 한 연구를 보면 부

상을 당한 아동의 30%만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50%는 환경적 요인이 자신의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었다(Coppens & Koziara, 1997). 또한 대상자들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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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Kim & Lee, 2001). 

본 연구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귀찮고 하기 싫어서’가 62.7%로 가장 많

았는데 이를 통해 어린 초등학교 시기에 반복적인 교육을 통

하여 지식이 실천으로 바뀌고,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

록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교육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all-Long, Schell과 Corign(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안전교육 후 지식이 35%증가했다고 나타났지만, 

Duperrex, Bunn과 Roberts(2002)의 연구에서는 교통안전과 관

련된 지식 뿐 아니라 행동도 변화되었다고 보고한 것을 통해

서도 반복적인 실습위주의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안전생활에 대한 정보 출처가 부모님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Bae(2000)의 연구에서는 텔레

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이 42.2%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가 27.7%,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알게 된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

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안전규칙을 지키라고 깨우쳐 주는 대상

으로는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선생님이 19.4%의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Kim, H. R.(2001)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지

도자료 및 홍보자료와 교재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66.31%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는 15.96%로 나

타났다. 이는 Bae(200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이 재미있다는 응답보다는 

재미없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재미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8.6%가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고 응답하였으며 27.0%는 실제로 안전생활에 관한 활동을 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전

한 행동습관 뿐 아니라 안전한 생활을 실제로 경험시킨다

(Caballero, 1980)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22.0%는 선생님이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2001)의 연구에서도 안전교육의 

만족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0.2%로 과반

수를 차지했으며 ‘아니다’가 43.1%로 ‘그렇다’의 6.7%보다 높

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

업이 형식적이어서’가 31.7%,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가 24.3%, ‘현실적 설명이 부족해서’ 17.3%, ‘자료

가 부족해서’가 4.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원하는 안

전교육 교육방법으로는 비디오 교육(30.6%), 실기(28.9%), 강

의(15.4%), 토론식(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

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은 형식적인 면을 탈피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이용하

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

나 모든 교사들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다

른 연구를 참고로 살펴보면, 학교 안전교육의 실천에 대한 적

극적 의지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의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연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Jung 

(2000)의 연구에서 현행 교과과정 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과나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찬성한다’가 전체의 40%로 나타

났고 ‘그저 그렇다’가 34.29%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라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25.71%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 교사의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이나 안전지도 수칙이 수립되어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12.86%는 ‘그렇다’고 응답했을 뿐 ‘아니다’라고 응답한 교사

는 34.29%,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52.85%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전 불

감증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경우는, 교사들이 학

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뿐 아니라, 위험상황

을 예측하여 학생들의 상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

다(Department of Education, 1996). Jun(1998)은 초등학교의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안전생활의 지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나 학교현장의 안전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아 

효율적인 안전지도가 되고 있지 못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교육에 보다 구체적이고 내면화 시킬 수 있

는 안전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들의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

게 나타난 것을 실천의지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

다. 그러므로 학교 안전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교사들과 학교 시설 관리자들이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와 초등학생의 경우 모두 폭력예방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안전교육 요구도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내 폭력예방」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결과와 같은데, 이는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복잡한 사회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성격과 행동 또한 급해지고 거칠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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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가벼운 상처에서

부터 불구나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가 빈번히 증가하고 학내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세부항목별로는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 예방」이 4.77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요구

도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

적 보완과 법적 제도의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문항

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도를 비

교한 결과, 「수상안전」, 「화재와 화상예방」, 「스포츠 안

전」, 「동물손상 예방」의 범주에 해당되는 5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두 집단에 있어서 실제로 문

항의 평균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표본의 수가 많으면 

평균치의 분산이 작아져서 작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된 것(Johnson, 1994)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

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교사의 성별(t=-4.358, p=.000), 안전

생활에 대한 관심정도(t=5.142, p=.000), 안전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t=5.142,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Jung(2000)의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은 교사의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안전교육을 더 자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i(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

과 경력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수록 안전교육을 충분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초등학생의 성별(t=-3.887, p=.000), 안전생활에 대한 관심유무

(t=13.094,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Bae(2000)의 연구나 Kim과 Lee(2001)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안전교육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고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안전교육 경험 유무(t=2.061, p=.045), 

안전교육의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t=67.308,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더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m과 Lee(2001)의 연구에

서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안전문제를 유

의하게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본 연

구결과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절은 건강한 생활양식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

이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기이다(Mattey, 1996). 그러나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된 아동집단의 특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Barbara & Nancy, 1999)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적절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효

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교육 내용 선정

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안

전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자인 학습자의 배우고 싶은 욕구에 

부합되지는 않았다(Kim et al., 2003). Kim(2000)의 연구에서

도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항목들은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에는 너무도 미흡한 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와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의 요

구내용을 비교하여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흥미나 요구도를 

반영하는 안전교육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이 

시기는 지적발달에 있어서 구체적 조작기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각각의 사고에 대

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육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의 

요구도를 비교를 통해 이를 참고로 하여 일선현장에서 초등

학생의 안전교육 실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지침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6개의 시․군 초등학교 

교사 335명과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754

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초등학교 교사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평균 평점 4.43(±.44)점

으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도인 평균 평점 4.01(±.65)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와 초등학생의 경우, 폭력예방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 초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

도는 교사의 성별(t=-4.36, p=.000), 안전생활에 대한 관심정

도(t=5.14, p=.000), 안전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t=3.08, p=.002)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초등학생의 성별(t=-3.89, p=.000), 학년(t=5.06, p=.000), 안전

생활에 대한 관심 유무(t=13.09, p=.000), 안전생활 실천 여부

(t=11.64, p=.000), 안전교육 경험 유무(t=2.06, p=.045),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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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t=67.31,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4.0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교육자와 피교육

자 모두 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

인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특히 교사와 초등학생의 경우, 

폭력예방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현재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미리 예방하

는 것이 경제적이며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손실율을 대폭 줄

일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 앞으로 개정될 8차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과 과목이 신설되

거나 학년별로 연간 10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각 학교의 특색에 맞는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 초등학교에서 각종 체험활동시간 시 안전교육 현장, 사고 발

생장소 등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등을 선정하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학교에서 안전관련 전담교사를 두어 사고예방에서부터 사고

발생 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학생들에게는 안전교육 후 외국처럼 자전거 면허증이나 화

재관련 습득 자격증 등을 부여하고 교사들 역시 안전에 관

련된 각종연수에 참여하게 한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References

Bae, J. Y. (2003). Development of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162-172.

Bae, Y. H. (2000). Elementary student's safety rule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Barbara, J. P., & Nancy, R. W. (1999). Health promotion and 
injury prevention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diatric Nursing, 25(2), 127-135.

Caballero, J. A. (1980). The handbook of learning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Atlanta: humanics Limited.

Choi, Y. I. (1998). A study on safe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Coppens, N. M., & Koziara, D. M. (1997). Children's 
perception concerning school injuries. J Sch Nurs, 13(3), 
14-19.

Department of Education (1996). School of the future reference 
guide. Victoria.

Duperrex, O., Bunn, F., & Roberts, I. (2002). Safety education 
of pedestrians for injury preventio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BMJ, 324.

Erikson, E. H. (1968). Childhood and society(2nd ed.).New 
York :W.W.Norton Publishers.

Hall-Long, B. A., Schell, K., & Corign, V. (2001). Youth 
safety education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 Pediatric 
Nursing, 27(2), 141-146.

Johnson, R. A. (1994). Probability & statistics for engineers. 
N.J.: Prentice Hall.

Jun, S. T. (1998). A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Jung, C. K. (2000). Study on perception of the school faculty 
about the school safet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im, B. J. (2001). A study on the occurrences of accidents 
among 1st to 3rd Grade rural elementary Students. 
Keimyung university, DaeGu.

Kim, E. J., & Park, N. S. (2003).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afety education model for elementary 
school in Korea. J Korean Society for Helath Education 
and Promotion, 20(3), 37-59.

Kim, H. R. (2001). On the elementary schoolteaachers' 
recognition of school acci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an.

Kim, M. A., & Lee, M. S. (2001). Needs assessment of safety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3), 133-162.

Kim, S. H. (2007). A prediction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S. J., Lee, J. E., Kim, K. M., Park, M. O., Paek, S. S., 
Song, M. K., & Choi, M. S. (2003). Safety education 
needs, knowledge and attitude of injury preven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250-258.

Kim, S. J., Yang, S. O., Jeong, G. H., & Lee, S. H. (2007). 
Lev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3(4), 
407-415.

Kim, T. H. (2000). Contents Analysis in Elementary school 
Safet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W. B. (1990). Theory & practice of industrial safety 
health. Seoul: ChoongAng Ecomomic Co, Seoul.

Kim, Y. H., Kim, J. S., & Kang, I. S. (2002). A study of 
accident-prevention education, accidents and school facilities 
for safety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2), 183-194.

Korea Industrial Safety Cooperation (1997). Guideline of safety․
health Education.

Lee, J. E., Kim, J. H., & Kim, S. J. (2002).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jury prevention education proposal for 



김 신 정  외

242 아동간호학회지 14(3), 2008년 7월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4), 365-380.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Mattey, E .A. (1996). Teach us body sense(TUBS): A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primary students. Pediatric Nursing, 
22, 545-551.

Seo, R. H. (1992). A study of safety education status analysis 

   & impro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Song, S. N. (1993). Educational sociology. Seoul: Educational 
Science.

Song, M. K., Lee, J. E., Moon, S. Y., Yang, S. J., & Kim, S. 
J. (2005). Content analysis of textbook related to safe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2), 205-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