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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오늘날 사고는 우리 나라에서도 아동기 사망원인 위1

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김신정 이, ( ,

정은 사고로 인한 아동의 상해는 질병으로 인한, 2000).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

협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건강문제 중 가장 인식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대의 발달된 문명은 우리.

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 반면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 직면

하게 하고 있다이기숙 강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 , , , ,

숙, 1997).

학령기 아동은 활동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학교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친구들과의 단체활동에

몰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간적 충동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실수가 많아 위험스러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김(

소인 반면 이 시기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주, 1979).

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하며 익히려고 하는

학습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기로 교,

육의 효과가 높다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 , , , ,

영 또한 교육을 가장 계획적 조직적으로 전개, 1999). ,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고 아동이 공식적인 교육을 최초

로 접하는 곳이 초등학교라는 점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사고예방 교육은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아동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사고가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경을 개선하.

도록 법적인 조치나 제도적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

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은 교육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질병에 있어,

서 예방접종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김신정 이정은( ,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아동 자2000).

신의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교육을 통,

해 습득한 지식과 태도는 단순한 지시나 감독에 의한 것

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은 아동에

게 사고예방과 관련된 지식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

화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생각된다 김.

소선과 이은숙 도 학령기는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1999)

는 훈련을 하는 시기로 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

해 익힌 지식과 행위는 평생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숙 등 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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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해시키는 지식의 교육,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신중히 행동하는 태도

의 교육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의 교육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실시되.

는 많은 교육에 있어서는 지식에 편중된 이론교육이 많

았다 그러나 사고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실제생활에.

서 지식을 사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형성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지적 발달에 있,

어서는 구체적 조작기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적이기 때문에 유아기나 학령전기와는 달리 사고예방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전개하는 것보다는 발

생 가능한 각각의 사고에 따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육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된

다 예방전략은 모든 발달단계에 따라 일괄적일 수 없는.

데 등 도 발달연령에 근거한 중요한 사고Guyer (1989)

예방 교육은 아동기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지식과 실천은 오랜 기간에 걸

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한 사.

고예방 교육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자신 및 집단의 안

전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자신,

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해 주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

결국 아동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

강한 삶에 대한 전망을 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고려된다.

학령기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관련

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의식을 올바

로 형성하며 바람직한 안전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하

여 사고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아동을 접하는 양호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사고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어

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도 안전교육이 불충분한 이유로 의 교사가 체, 71.9%

계적인 지도내용의 부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김(

탁희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 2000).

고 실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안을 개발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고려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아동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사

고발생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대부분이며김대현( ,

김원섭 홍영진 안동희 부분적인 사고에1991; , , , 1990)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강희숙 전양( , 1993;

금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기에 발생하는 사, 1983) .

고는 다양하며 이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영역에 대한

내용을 대상자의 발달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무리 잘 개발된 교육안이라 할지라도 이를 직

접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대

상자에게 교육내용이나 적절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안을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이 좀 더 실제적이고 효과

적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유용한 과정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안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

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한 사고예방 교육안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교육안 개발 및 평가과정2.

사고예방 교육의 내용 구성1)

사고예방 교육의 내용은 아동 전문가에 의해 연구 구,

성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문화에 맞도록 적용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다른 교육안과 일치,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 전제로.

하여 사고예방 교육안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차 교육과7

정에 근거한 교육안의 양식으로 구성하였다 사고예방.

교육 내용의 범위로는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

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에게 가능한 사고에

대한 문헌고찰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

해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가능한 개의 사고예방과18

관련된 주제가 추출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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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통해 같은 주제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포

괄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회차

를 고려하여 차시로 구성하였다10 .

예비 교육안의 내용타당도 검증2)

예비 교육안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교육안을 개발한 본

연구자와 아동 전문가의 주관적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아동간호학을 전공하는.

교수 인과 초등학교 양호교사 인에게 개발된 사고예방3 4

교육안을 배부한 후 교육안의 내용 및 구성을 평가하도

록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수정하였.

는데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주제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없으며 학습목표에서의 변경과 교수학습 활동에

서의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사전조사3)

세 번째 단계는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을 확대하기

이전에 실제로 적용상에서 문제를 발견해 낼 기회를 갖

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대상자는 사고예방 교육안을 적용할 대상

자와 비슷한 대상자를 표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개의 강3

원도 초등학교와 개 경기도 초등학교에 재학중인1 3- 6

학년 학령기 아동 명을 대상으로 년 월부터313 2002 3 7

월까지 본 교육안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차시에 걸쳐10

실시하였다.

최종 사고예방 교육안 개발4)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개의 초등학교에서 차시에 걸4 10

친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모임을 통해 평가받았다 이러.

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하여 최종 사고예

방 교육안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 평가5)

마지막 단계로는 차시에 걸친 사고예방 교육을 실10

시한 후 개발된 교육안에 따라 교육을 받은 대상자 전체

를 대상으로 차시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10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를 개 문항으로 구성하여28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점 보통이다 점 도움이 되었‘ ’ 0 , ‘ ’ 1 , ‘

다 점을 부여하여 도움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2 .

또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 흥미와 이해도 등으로 구성,

된 교육안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개 문항을 통해 아7 ‘

니다 점 그저 그렇다 점 그렇다 점 매우 그렇’ 0 , ‘ ’ 1 , ‘ ’ 2 , ‘

다 점을 부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3 .

Ⅳ 연구 결과.

사고예방 교육안 개발1.

본 연구의 결과인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안 개

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차시에 걸쳐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은 매 차시에10

주제 학습목표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과 매체, , , ,

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 준비물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제, .

는 매 차시에서 다루어야할 중요 내용으로 차시는 오리1

엔테이션과 사고예방의 중요성 이다 차시는 교육의. 1「 」

시작부분으로서 사고예방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학

습자가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였으며 실제적인 자신의

사고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사고경험을 발표하도록 하여

경험한 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카드를 작성하도록 하

였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례카드는 차시부터 차시에2 10

걸쳐 진행되는 사고예방 교육시 각 주제에 이용하였다.

즉 학습자가 작성한 주제에 맞는 사례카드는 현실감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수동적인 교

육이 아닌 학습자가 문제와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상호

교환적인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차시에서. 1

작성된 사례카드는 각 주제에 따라 활용하며 차시부터2

차시까지의 매 차시의 주제는 차시는 가정에서의10 2 「

안전 차시는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차시는, 3 , 4」 「 」

폭력예방 차시는 차량안전 차시는 수상안, 5 , 6「 」 「 」 「

전 차시 화재와 화상예방 차시 장난감과 가, 7 , 8」 「 」 「

정용품 안전 차시 운동과 오락활동 안전 차, 9 , 10」 「 」

시 동물에 의한 손상예방 이다 학습목표는 사고예방.「 」

교육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시

하였으며 단계에 있어서는 총 분으로 현재 초등학생의50

수업시간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첫 분은 도입부분으로. 5

학습자의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부분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개부분

은 분으로 본격적인 사고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35

으로 사고경험을 중심으로 사고예방의 중요성과 각 사고

유형별로 예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분은. 10

정리부분으로 질문과 답을 주는 시간으로 학습내용을 정

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음 교,

육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음 교육에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유도하여 다음 교육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368 -

학습내용은 단계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교수

학습활동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각각 해야 할 활동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활용 가능한 매체나 지도상의 유의

점을 제시하였다.

표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안 개발 내용< 1>

회차 차시1 지 도 교 사

주제 오리엔테이션 사고예방의 중요성,

학습

목표

사고예방교육의 진행과정과 목적을 이해한다.

사고경험담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학습목표 학습목표 명시 학습목표 확인 자료OHP

전개

(35)

사고경험담

사고유형

사고예방의 중요성

자신의 사고경험이나 다른 사람

의 사고경험에 대해 발표시키기

발표를 통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

예 자동차 충돌 시 안전벨트( ,

를 매지 않았을 때)

조별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사고예방의 중요성 설명하기

사고경험이나 관련된 생각 발표

하기

발표에서 나온 사고를 정리하기

조별로 여러 상황을 적는다.

사고예방의 중요성 확인하기

자료사고관련 자료 사OHP ( ,

진)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사고유형과 사고예방 중요성 정

리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조별에서 적은 사례를 카드로

만들어서 관련 있는 매차시의

도입부분에서 소개한다.

준비물 사례카드 제작용 도화지 필기도구 필름OHP, , , OHP

회차 차시2 지 도 교 사

주제 가정에서의 안전

학습

목표

가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인식한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방법을 이해한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가정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

고유형을 발표시키기

학습목표 명시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표하기

학습목표 확인

시청각자료

전개

(35)

가정내에서의 위험요

인

사고예방법

부엌에서의 사고와 예방법 설명

가스레인지에 의한 사고-

끓는 물에 의한 사고-

화상과 전기위험-

식탁에서의 사고-

방안과 거실에서의 사고와 예방

법 설명

침대에서의 사고-

계단에서의 사고-

목욕실에서의 사고와 예방법 설명

욕조에서의 사고-

전기의 위험-

중독예방법 설명

부엌에서의 사고와 예방법을 확

인한다

방안과 거실에서의 사고와 예방

법을 확인한다

목욕실에서의 사고와 예방법을

확인한다.

중독예방법을 이해한다.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인터넷사이트소개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관련사이트 소개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관련사이트 확인하기

각 예방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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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안 개발 내용 계속< 1> ( )

회차 차시3 지 도 교 사

주제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학습

목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확인한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예방책을 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차시에 제시된 사례중 학교에1

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제시한다.

학습목표 명시

관련사례를 듣고 위험요인을 확

인하고 발표한다

학습목표 확인

사례카드 제시

시청각 자료

전개

(35)

학교에서의 사고유형

사고예방법

우리학교내 위험요인

확인

운동장과 놀이기구에서의 사고

와 예방법을 설명

물리적 시설에서의 사고와 예방

법 설명수돗가 화장실 등( , )

실험실습실에서의 사고와 예방

법 설명

복도와 계단에서의 사고와 예방

법

조별로 우리학교 내 위험요인을

확인하게 하여 발표시킨다.

운동장과 놀이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예

방법을 발표한다.

학교내 시설과 관련된 사고와 그

예방법을 말로 표현한다.

실험실습실에서의 사고예방을 위

한 행위를 안다.

복도와 계단에서의 사고유형과

그 예방법을 확인한다.

조별로 확인한 우리학교 위험요

인을 발표한다.

사례카드 제시

시청각 자료

OHP

조별학습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준비물
조별로 확인한 위험요인을 기록할 기록지와 발표할 필름OHP

사례카드, OHP

회차 차시4 지 도 교 사

주제 폭력예방

학습

목표

폭력예방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폭력시 대처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사례카드를 제시하여 학습동기

를 유발시킨다.

학습목표 명시

폭력에 대한 사례카드를 보고 느

낀 점을 발표한다

학습목표 확인

사례카드

시청각자료

전개

(35)

폭력예방대책

폭력시 대처방안

폭력의 정의를 설명한다

동료폭력-

컴퓨터나 매체 폭력- TV

폭력시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

다.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설

명한다.

폭력시 대처방안 제시한다.

폭력의 정의를 안다.

폭력시 느낀 점과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느낀다.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안다.

폭력시 대처방안을 안다.

시청각 자료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매체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알도록 유도한다.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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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안 개발 내용 계속< 1> ( )

회차 차시5 지 도 교 사

주제 차량안전

학습

목표

보행시의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차량 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안전벨트 착용이유를 물어봄으로

써 교육의 흥미를 자극한다.

사례카드를 제시하고 토론을 유

도한다.

학습목표 명시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발표한다.

사례카드를 보고 왜 사고가 났

는지 문제점을 확인한다.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전개

(35)

보행자 사고의 원인

보행자 사고 예방책

차량내에서의 안전수

칙

보행자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예방책을 설명한다.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수칙-

일반도로에서의 안전수칙-

차량내에서의 안전수칙과 그 중

요성을 설명한다.

차량내에서 장난치면 안되는 이유-

안전벨트를 매야하는 이유-

달리는 차안에서 창밖을 내다보-

면 안되는 이유

대중교통 이용시 주의점

지하철 통학버스학원차 버스- , ( ),

보행자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확인한다.

차량내에서의 안전수칙을 기술

할 수 있다.

시청각 자료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회차 차시6 지 도 교 사

주제 수상안전

학습

목표

물과 관련된 사고를 설명할 수 있다.

물과 관련된 사고유형별 예방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관련 사례카드를 제시하여 문제상

황을 만들어 동기를 유발시킨다.

학습목표 명시

사례카드에서 제시된 사고의 원

인을 발표한다.

학습목표 확인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전개

(35)

물과 관련된 사고유

형

사고유형별 예방대책

물과 관련된 사고유형을 설명한다.

목욕탕에서의 사고-

수영장에서의 사고-

강 호수에서의 사고- ,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놀이할 때-

유의할 점

사고유형별 예방책을 설명한다.

혼자서 수영하면 안되는 이유-

얕은 물에서 다이빙시 척추손상-

위험성

물과 관련된 사고유형을 확인한

다.

사고유형별 예방책을 확인한다.

시청각 자료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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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차시7 지 도 교 사

주제 화재와 화상예방

학습

목표

일반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는 종류를 안다.

원인에 따른 화상의 유형과 예방책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관련 사례카드를 제시하여 문제상

황을 만들어 동기를 유발시킨다.

화상의 경험담을 발표하게 한다.

학습목표 명시

사례카드에서 제시된 사고의 원

인을 발표한다.

화상의 경험담을 발표한다

학습목표 확인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전개

(35)

화상의 원인이 되는

전열기구

화상의 원인에 따른

분류와 예방책

각자 가정내에서의

위험요인

화상의 다양한 원인과 예방책을

설명한다.

화염 열- -

불꽃놀이 흡연재료- -

성냥 담배라이터- -

요리기구-

가정용 난방기구-

알코올램프-

각자 가정내에서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게 한다.

화상의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책을 확인한다.

각자 가정내에서의 위험요인을

발표한다.

OHP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회차 차시8 지 도 교 사

주제 장난감과 가정용품 안전

학습

목표

장난감과 관련된 사고를 이해하고 예방책을 설명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품으로 인한 사고를 이해하고 예방책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관련 사례카드를 제시하여 문제상

황을 만들어 동기를 유발시킨다.

학습목표 명시

사례카드에서 제시된 사고의 원

인을 발표한다.

학습목표 확인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전개

(35)

장난감과 관련된 사

고유형과 예방대책

일반가정용품으로 인

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와 예방대책

장난감과 관련된 사고를 설명하

고 예방책을 설명한다.

질식위험-

전기 장난감에 의한 손상-

예리한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

에 의한 손상

투사체에 의한 손상-

장난감 총에 의한 손상-

가정용품으로 인한 사고와 예방

책을 설명한다.

갇히는 사고-

수은 건전지나 단 침대 관련사고- 2

차고문 개폐장치에 의한 사고-

헤어드라이어로 인한 사고-

장난감과 관련된 사고와 예방대

책을 확인한다.

가정용품과 관련된 사고와 예방

책을 확인한다.

시청각 자료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조별로 안전한 장난감의 기준

을 만들도록 하여 교육 내용

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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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안 개발 내용 계속< 1> ( )

회차 차시9 지 도 교 사

주제 운동과 오락활동시 안전

학습

목표

운동과 관련된 사고와 예방책을 설명할 수 있다.

오락활동과 관련된 사고를 이해하고 예방책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사례카드를 제시한다.

계절별로 즐겨하는 운동과 오락

을 발표하게 한다.

학습목표를 명시한다.

제시된 사례를 듣고 원인을 생각

해 본다.

계절별로 즐겨하는 운동이나 오

락활동을 발표한다.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전개

(35)

운동과 오락활동과

관련된 사고 유형

운동과 오락활동과

관련된 사고의 예방

책

운동과 오락활동과 관련된 사고

를 설명하고 예방책을 제시한다.

자전거-

롤러스케이팅-

썰매-

스키-

승마-

야구-

기타 운동-

운동과 오락활동과 관련된 사고

를 확인하고 예방책을 확인한다.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회차 차시10 지 도 교 사

주제 동물에 의한 손상예방

학습

목표
동물과 관련된 안전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분( )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매체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교 사 학 생

도입

(5)

동기유발

학습목표

사례카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명시한다.

제시된 사례를 듣고 원인을 생

각해 본다.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사례카드

시청각 자료

전개

(35)

생명의 존엄성

동물과 관련된 문제

안전규칙

동물도 생명체로서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동물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설명

한다.

동물과 관련된 행동문제를 설명

한다.

낯선 개와 부딪혔을 때의 안전

규칙을 설명한다.

동물에게 물렸을 때 관리를 설

명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

동물과 관련된 안전문제행동

문제를 확인한다.

낯선 개와 부딪혔을 때의 안전

규칙을 확인한다.

정리

(10)

정리

질문

차시예고

학습내용 정리

질문에 답하기

차시 예고하기

학습내용 정리

질문하기

차시 예고 확인하기

준비물 사례카드 필름, OHP, O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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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에 대한 평가2.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에 대한 평가는 교육을 받은

대상자 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313 .

대상자에게 교육안에 따라 개발된 교육의 각 차시 내

용이 실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의 도움정도는 평균 점으10 1.66

로 나타나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된 차시의 내용은, 1

차시의 사고예방의 중요성 으로 점으로 나타났으1.83「 」

며 그 다음으로는 차시의 차량안전 이 점 차5 1.75 , 7「 」

시의 화재와 화상예방 이 점으로 나타났다1.72 .「 」

표 사고예방 교육안 내용의 도움정도< 2> N=313

차시 주 제 M SD

1 사고예방의 중요성 1.83 .42

2 가정에서의 안전 1.65 .33

3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1.64 .40

4 폭력예방 1.49 .58

5 차량안전 1.75 .33

6 수상안전 1.66 .39

7 화재와 화상예방 1.72 .47

8 장난감과 가정용품 안전 1.62 .54

9 운동과 오락활동시 안전 1.63 .47

10 동물에 의한 손상예방 1.66 .28

전 체 1.66 .29

또한 사고예방 교육안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이는 사고예방 교육의 필요성 인식 이해도 요구내, ,

용 수업방법의 적절성 수업방법의 흥미 교육횟수와 시, , ,

간 전반적인 만족도 이후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

평가한 것으로서 평균 점으로 대상자가 이에 대해2.17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사고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으로 점으2.34「 」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업방법의 흥미성 이「 」

점 전반적인 만족도 가 점의 순으로 나타2.27 , 2.26「 」

났다.

Ⅴ 논 의.

학령기에는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낮으나 사고가 사망

의 제 원인으로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1

주고 있으며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차원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

다 모정욱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 , 1991).

시함으로써 불안전한 위험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습관과 안전행동을 형성시켜주는 사고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이수정 이명선( , , 1997).

사고예방 교육은 사고의 위험요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현실적이며 세부적인 행동 목표들을 공식화하게 하여 손,

상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

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위험 감소는 아동의 건강 보호

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아동 전문가는 학령기.

아동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

도록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이는 구체적

인 계획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

본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안은 일반적인 사고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대상자의 발달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안을 구성하였다 즉 사고예방의 중요성. ,

이나 가정 안밖에서의 사고 교통사고나 물놀이 안전, ,

화재 등의 일반적인 내용에 부가하여 대상자가 학령기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생활의 영역을 차지하

는 학교에서의 사고예방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예방을 포함하였으며 아동 놀이의 중요한 도구인 장

난감 안전과 가정에서의 애완동물 소유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의한 손상예방을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본.

표 사고예방 교육안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평가< 3> N=313

번호 내 용 M SD

1 사고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였습니까? 2.34 .75

2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습니까? 2.18 .81

3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까? 1.88 .93

4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수업하였습니까? 2.27 .84

5 사고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은 충분하였습니까? 1.98 .96

6 사고예방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2.26 .88

7 앞으로 사고예방 교육이 실시되면 또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2.25 .93

전 체 2.1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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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서는 사고예방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안① ②

전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폭력예방 차량안전, , ,③ ④ ⑤

수상안전 화재와 화상 예방 장난감과 가정용, ,⑥ ⑦ ⑧

품 안전 운동과 오락활동 안전 동물에 의한 손상, ,⑨ ⑩

예방의 주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고예방의 중요성 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여 사「 」

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아동 중 가 조사시점에서 개75.8% 6

월 이전까지 회 이상의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년동안1 1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고 한 경우는 김소선 이은51%( ,

숙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예방 행동을, 1999) .

실천하지 않는 아동이 사고예방 행동을 실천하는 아동에

비하여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

행동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이수정 이명선 그러므로 아동 자신이나 다( , , 1997).

른 친구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고에 대한

사례카드를 작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이러한 실제적

인 기회를 통해 어떤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

한지의 사고유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조별로 논의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예방,

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안전 과 관련해서는 학령기 아동의 경「 」

우 가정에서의 사고가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김소(

선 이은숙 집 근처가 가장 많다는 보고도 제시, , 1999)

되고 있다 본 교육안에서는 방 안과 거실 계단 목욕. , ,

실 전기의 위험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고를 교사가 학생에게 발표를 유도하여 교육을 이끌어

나가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이 스스로 위.

험요인을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 가정에는 온갖.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경미하지만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수정 이명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 , 1997).

하는 낙상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정 바닥 표면의 미끄러운

곳을 살펴서 고치거나 가정에서 주로 다니는 길은 걸리

지 않도록 정리하고 중독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조하였다.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

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환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한용 우종웅 김일영( , , , 2001).

학교에서의 사고는 외상이 가장 흔한 예로 발생하고

운동이나 레크레이션 활동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발생하지만 신고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Scheidt

등 실험실이나 미술시간에는 중독성 가연성 폭, 1995). ,

발성 물질로 간혹 아동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연기

탐지기 소화기 흐르는 물 눈 보호 안경 앞치마 무독, , , , ,

성 재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운.

동장은 특히 위험한데 아동의 사고는 성인의 감독이 없

는 활동이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학교 운동장의 놀이 기구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

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운동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기도 한다.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학교환경에서 발생하지만 각각

의 연령 집단에 따라 특성이 다른 사고의 복잡성으로 인

해서 학교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감독은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는 높아서 부모와 일반 사람

들은 학교에서는 아동이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이자(

형 등 그러므로 가정 화재 익사 낙상 교통, 2002). , , , ,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사고예방 교육과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아동의 질병률 사망률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

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완벽한 사고예방 교육과정을 가르칠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지만 프로그램을 도와 줄 지역사회

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 강의와 견학

은 사고 예방에 관한 흥미 뿐 아니라 학습을 도울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환경 안전에 있어서 생활방식 안전행동을 위,

한 역할모델인 교사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지도자들은 학교의 교육적 사.

명감과 성인의 역할 모델링의 영향을 알고 학교에서 보,

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

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가장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심코 생기는

사고를 줄이고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폭력 예방 과 관련되어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힘을「 」

사용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왔다 실제적으로 동료에.

의해 의도적으로 손상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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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도 매체를 통해 보도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

다이자형 등 이러한 폭력에의 노출은 아동의( , 2002).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래 가해

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

에 의하면 폭력에 대한 노출과 개인적 특성이 강하게 관

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실제적으로 많은 학령기 아동.

이 폭력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며 폭력을 목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은 가정 학교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폭력적인 행동을 접하는데 연구,

에 의하면 세에 이르기 전에 건 이상의 폭력18 200,000

적인 행동을 목격한다는 것이다(Americam Academy of

현재 아동이 접하는 많은 매체에서Pediatrics, 1993).

의 오락에는 폭력이 난무한다 텔레비젼 화면은 아동에.

게 폭력을 가르치며 모델이 되어 폭력이 갈등을 해소하

는 첫번째 방법으로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때로는 총이.

나 칼 같은 무기를 미화하는데 이러한 것이 아동에게,

위험한 치명적인 행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의.

식적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학습하며 폭력에 자연스럽게,

전염된다.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은 아동에 있어서 아동기나 그 이

후의 폭력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많은 노출이 공격적인 행위,

범죄와 폭력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Americam

그러므로 이 차시에Academy of Pediatrics, 1993).

서는 폭력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폭력시 느낀 부

정적인 느낌을 많은 학생들이 표출함으로써 폭력을 해서

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폭력예방 대책과 폭력시 대

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시청.

시간 제한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교사는 텔레비전 영화. ,

와 다른 매체의 폭력적 내용을 인식하고 폭력의 시청과

공격적인 행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량 안전 내용에 있어서는 보행시와 차량 내에서「 」

의 안전수칙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학령기 아동.

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이들은

학교 등교시간이나 이른 저녁 시간 때 차량 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등 하교시 안전에 대하여

학령기 아동들 대부분이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한용 우종웅 김일영 학령기 아동은( , , , 2001).

그 이전의 발달시기 에 비해 현저하게 활동적이고 집에

서부터 보다 먼 거리를 활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통흐름의 방식이나 도로표지판 도로법규를 인,

지하는 능력이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부모나 운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기대한다.

어린 학령기 아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

다강희숙 고경화 이( , 1993; , 1992; Rivara, 1985).

들은 얼마나 떨어진 차가 얼마의 속도로 다가오는 가를

가늠하는 원근을 인식하는 능력도 부족하며 음향을 통해

차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인식능력.

도 떨어질 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충동적이며 주위

가 산만하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아동은 자연히 더 위험하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들에게 교육이 매우 절실한 이유이다 최근에.

는 대부분의 아동이 방과 후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됨에

따라 학원버스의 탑승과 관련된 안전수칙도 강조해야 할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수상 안전 에 있어서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유「 」

형과 예방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익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각 발달연령별로 관련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동의 익

사의 장소 또한 발달단계나 환경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Americam Academy of Pediatrics, 1993).

학령기 아동은 수영장보다는 강이나 호수 등에 더 많

이 빠지는 편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배 많다고 보고되고3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에게는 수영을 배우고 혼자. ,

수영을 하지 않게 하고 보트를 탈 때는 항상 구명조끼,

를 입는 것과 같은 적절한 수상안전 규칙을 지키는데 초

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머리카락이나 신.

체의 일부가 수영장 어린이 물 놀이터 온천의 배수구에, ,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수 덮개 가까이 가도록 해서

는 안 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화재와 화상 예방 내용에서는 화상의 경험담을 발「 」

표하게 하여 도입부분을 시작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안.

전에 관한 인식과 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아동의

가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77.1%

으로 나타나 아동은 화재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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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용 우종웅 김일용( , , , 2001).

따라서 이러한 교육내용을 통하여 화상의 위험요인을 인

식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예방책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화염 열뜨거운 증기나 끓는 물 그리고 기타 뜨거. , ( ),

운 물체나 에너지원에 닿아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상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자형 등( , 2002).

최근에 많은 가정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

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도 일정간격으로 점검

해야 한다는 것과 화재시 탈출경로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였다 즉 화재 현장에서는 닫혀 있는 문은 뜨거운. ,

지 미리 살짝 만져보아야 하며 만일 뜨겁거나 연기가,

배어 나오면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불타는 집안,

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짚은 자세로 기어서

연기와 독성 가스층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데 이때에는 바닥에서 상부의 공기가 가장 깨30-60cm

끗하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불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을 빠져 나올 때마다 모든 문들은 가능하면 닫

아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불 붙은 층에서 멈출 수도 있으

므로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가, ,

장 근접한 경보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다른 거주자들에게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을 포함하였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요령과 화상 부.

위의 올바른 처치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소화기를 사.

용하여 불을 꺼야 할 경우 적절한 소화기 사용법과 점검,

재충전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

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난감과 가정용품 안전 에서는 장난감이나 가정용「 」

품으로 인한 사고와 예방책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아동.

에게 있어서 장난감과 놀이는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아동의 창의력을 촉진시키고 아동에게 실험하는 기

회를 주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취의 의미를 경

험하게 하며 그리고 정서적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배출구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김계숙 등 아마도 장난감( , 1999).

이나 놀이를 하는 것보다 아동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동을.

위한 무해한 재미를 제공하는 장난감이 쇽이나 화상같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경우

도 있다 예리한 가장자리 유리 딱딱한 플라스틱 부분. , ,

에의 노출은 열상의 원인이 되며 이상의 소음은100dB

청력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투사체에 의해 심각한 눈

의 손상이 초래되기도 한다(Americam Academy of

Pediatrics, 1993).

안전하지 못한 가정용품 또한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해를 줄 수 있다 냉장고 세탁기 장난감 박스와 같은 가. , ,

정내의 용기뿐 아니라 수은 건전지 차고 문의 개폐장치, ,

헤어드라이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운동과 오락활동 시 안전 에 대한 내용에서는 도입「 」

부분에서 아동에게 계절별로 자신이 즐겨하는 운동이나

오락활동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시

키는데 이 교육안에서도 차시에서 경험한 사례카드를, 1

활용하여 사고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다행히도 학.

령기 아동은 청소년처럼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에서도

많은 손상이 초래될 정도로 힘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최

근 아동 사이에서 축구 붐이 일고 있으며 축구 골대는

넘어질 수 있으므로 축구를 즐기는 아동에게는 항상 위

험을 안고 있다 이는 축구 골대가 넘어지면서 아동을.

쳐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형 등 그러므로 자신의 운동 능력만을 중( , 2002).

요시하지 말 것과 각각 운동의 위험과 장점을 알려주어

더욱 정확한 선택을 도와주도록 구성하였다.

야구를 할 때는 헬멧을 착용함으로써 머리손상을 감소

하도록 하며 눈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라켓 운동이나

핸드볼 농구 야구 등에서도 눈 보호대를 착용해야 함을, ,

알려 주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학령기 아동은 사춘기나.

젊은 성인에 비해 적어도 두 배 이상 자전거를 자주 타

고 명 중 명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때때10 8 ,

로 한 번씩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

전거를 타는 것은 높은 부상율과 사망률을 보인다 자동.

차와의 충돌이 자전거 관련 사망의 를 차지하고 있90%

으며 대부분의 자전거 관련 손상은 경미하지만 중추 신,

경계 손상은 사망이나 불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에(Kraus, Fife, Conroy, 1987).

게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헬멧의 착용과 자신에게

알맞는 자전거 선택 방법 자전거의 규칙적인 점검과 보,

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오락활동으로 아동.

들이 즐기는 롤러브레이드를 탈 때 사고의 원인과 보호

장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스키를 탈 때의 주의점과.

장비착용 슬로프에 대한 교육내용도 포함하였으며 아직,

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 오락활동으로 빈번하지는 않

지만 승마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의한 손상 예방 에서는 아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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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학령기 아.

동은 애완동물의 소유를 원하며 애완동물과 관련된 손상

은 거의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애완동물 소유와 관련.

된 건강과 안전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실제로 외국의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지.

만 아동의 가 개에 적어도 번 이상 물린 경험이20% 1

있다고 보고되었다(Avner, Baker, 1991).

아동은 흔히 애완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에 책임이

있는데 어린 아동일수록 장난스러운 행동이 친근한 애완

동물을 화나게 하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과 관련된 손상의.

이상은 아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2/3

다 그러므로 동물도 함부로 하(Avner, Baker, 1991).

면 안 된다는 생명체로서 존중해주어야 함을 포함하였으

며 동물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또.

한 길에서 낯선 개와 부딪혔을 때의 안전규칙과 위험함

을 암시하는 개의 행동에 대해 시물레이션을 통한 시연

경험을 하였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차시에 걸친 다양한 주제10

를 포괄하여 사고예방 교육안을 개발하였는데 교사 중,

심의 이론교육보다는 매 차시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실

제적인 사고 경험의 사례카드를 이용하여 실감있게 구성

하고자 노력하였고 매 주제마다 필기도구 필름 등, OHP

을 이용하여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표를 권장하였다.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에 대한 평가에서 개발된 사고

예방 교육안이 대상자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차시의 사고. 1 「

예방의 중요성 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결과를 통」

해 본 교육안이 실제 아동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사고

로 인한 학령기 아동 사망 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

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차시의 차량5 「

안전 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도 본 교육」

안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때 이에 대

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고예방 교육안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 사고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에서」

가장 도움이 된 교육내용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살펴볼 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

되나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이었는지를 묻는,

항목에 있어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

과를 통해 사고예방 교육안을 구성할 때 대상자의 요구

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대상자의 교

육시 실질적이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평가과정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사고는 발생 가능한 일로 예측과 방지가 가능하다김, (

신정 이정은 사고는 우리가 생각해 왔듯이 아, , 2000).

동이 당하기 쉬운 그런 우발적이고 조절 불능의 운명의“ ”

장난이나 결과가 아니다 아동을 접하는 전문가는 사고.

예방 전략에 관해 아동을 교육하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안과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아동의 사고를 예방하

는데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실제적.

으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사고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초등학교의 양호

교사들이 사고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도 지도내용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직접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안을 개

발하고자 함이다.

사고예방 교육안을 개발하는 과정은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한 사고예방 교육의 내용을 차시로 구성하여 이를10

아동간호학을 전공하는 교수 인과 초등학교 양호교사3 4

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년 월부터2002 3

월까지 강원도와 경기도의 개 초등학교 학년에 재7 4 3-6

학 중인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313

후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하여 최종 사고예

방 교육안이 개발되었다.

차시에 걸쳐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은 매차시에10

주제 학습목표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과 매체, , , ,

활용 및 지도상 유의점 준비물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제, .

는 매 차시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내용으로 차시는 오1

리엔테이션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소개하고 사고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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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으로 자신의 사고경험을 발표하는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고예방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학습자

가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였으며 실제적인 자신의 사고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사고경험을 통하여 경험한 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례카드는 차시부터 차시에 걸쳐 진행되는2 10

사고예방 교육시 각 주제에 이용하였다 매 차시의 주제.

는 차시는 가정에서의 안전 차시는 학교에서의2 , 3「 」 「

사고예방 차시는 폭력예방 차시는 차량안, 4 , 5」 「 」 「

전 차시는 수상안전 차시 화재와 화상예, 6 , 7」 「 」 「

방 차시 장난감과 가정용품 안전 차시 운동, 8 , 9」 「 」 「

과 오락활동 안전 차시 동물에 의한 손상예방, 10」 「 」

이다 학습목표는 사고예방 교육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

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명시하였으며 단계에 있어서는 총

분으로 현재 초등학생의 수업시간과 일치하도록 하였50

다 학습내용은 단계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교.

수학습활동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각각 해야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활용 가능한 매체나 지도상의 유

의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

서의 체계적인 사고예방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의 평가에 있어서 차시에, 10

해당되는 내용의 도움정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나 개1.66

발된 사고예방 교육안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고예방 교육안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평균 점으로 나타나 대상자가 이에2.17

대해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

적으로 사고예방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사고예방 교육이 학령기 아동 본인

의 안전 유지는 물론 학교를 졸업 한 후 사회인이 되었,

을 때 각종 위험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행동

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며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실제적인,

사고예방 교육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

며 긍정적인 파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사고예방 교육안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사고예방1.

교육시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활용

할 수 있다.

본 사고예방 교육안을 기초로 좀 더 발전적인 안전교2.

육 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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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jury prevention, Education

proposal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jury Prevention Education

Proposal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e, Jung-Eun**Kim, Ji-Hyun***

Kim, Shin-Jeong****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injury

prevention education proposal which will helpful

and can be utilized directly on the first line

spot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ducation proposal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ocess was 1) Construction of 10-

times education proposal contents proper to

schooler 2) Testify validity through 3 pediatric

nursing professor and 4 elementary school nurse

3) Pretest was done from March, 2002 to July

on 3-6th grade 313 elementary school students

4) Through correction and revision after pretest

evaluation meeting, final injury prevention

education proposal was developed 5) After 10-

times injury education, evaluation was carried

out about the degree of help in education

contents and general constitution of injury

education to total subjects of educated children.

Injury prevention education proposal consists

of 10 times and each subjects are followings. 1st

is introduction of injury prevention educ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Dongnam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 Lecturer, Dongnam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ims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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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importance of injury prevention 2nd is」

safety in and around home , 3rd is injury「 」 「

prevention in school , 4th is prevention of」 「

violence , 5th is motor vehicle safety , 6th」 「 」

is water safety , 7th is prevention of fire「 」 「

and burns , 8th is toy and product safety ,」 「 」

9th is sports and recretional activities safety「 」

and the final 10th is injury prevention caused「

by animals .」

In the evaluation, the degree of help in

education contents showed it helped to children

averaged 1.66 and general constitution showed

averaged 2.17 that children satisfied about

developed injury prevention proposal.

This study expected to provide systematic and

concrete guidance in injury preven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