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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최근 한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사고가 빈발

하고 있고 년 통계청의 사망사고 자료에 의하면2000 ,

사고로 인한 성인의 사망율이 암 순환기계 다음으로, 3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세 세의 아동 및 청소년1 -29

들의 경우에는 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세의1 5 14～

아동은 인구 전체 사망의 를 차지하였다 소비자보57% .

호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년 한 해 동안에 병원2001

및 소방서 집계 안전사고 건 중 세미만 아동35,000 14

사고가 를 차지하였고 전년에 대비하여 가 증50% 30%

가하였다 한국안전공제회에 접수된 건의 학교안. 18,941

전사고 중 체육활동과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각각 와 로서 전체의 를 차지했을37.7% 35.7% 73.4%

뿐 아니라 회원국 개 국가 중에서도 위를 차OECD 26 1

지하여 충격을 주었으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미비하고

학교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

에 있다김정만 부산일보 학교안전( , 1991; , 2001.2.7;

공제회보고서 한국교육신문, 2001; , 2002.3.11).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 중 고에서 최(1999) ㆍ ㆍ

근 년도 한해 동안 재해건수는 건체육수업1998 14,421 (

중 건 휴식시간 중 건 교과수업 중6,302 , 4,283 , 1,243

건 과외수업 중 건 청소 중 건 실험실습 중, 874 , 655 ,

건 기타 건 등에 이를 뿐 아니라 초등학교의307 , 757 )

안전사고를 보면 체육시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휴식시간 청소시간 과외활동, , ,

교과목 수업 실험실습 등의 순서로 사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안전사고가 빈발.

하는 것은 이 시기는 신체적 성장이 빠르고 신체 활동적

인 놀이를 좋아하며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기를 시,

도하는 발달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생.

에 비해 청소중이거나 휴식시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사가 부재중이거나 지도,

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전생활에 대한 기본습관이나 질

서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해주어 아동들로 하여금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필요

가 있음을 말해 준다장석민 안전문화지도자연( , 1992;

수자료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999).

많을 뿐 아니라 여러 명이 어울려 노는 등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숙한 운동발달특성 때문에 사,

고로부터 스스로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

으며김주태 그 외에도 주의력과 사고에 대한( , 1989),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처한 주변환경에 대해 행동

이 민첩하거나 상황판단이 정확하지 못해 조그마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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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에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전춘옥( ,

1997).

그러나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학습요구가 높을 뿐 아니라 감수성

이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안전문화지도자 연수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제도로 인한 여파1999).

는 초등학생들까지 교과목을 중요시하고 예체능 교과목

을 등한시하는가 하면 교과서 내용에 언급된 안전교육마

저도 지식위주의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최영일( , 1998).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미흡하게 나왔으며,

응급처치법에 대한 지식 또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박화숙 또한 아동의 안전에 관한 연구를 살( , 1999).

펴본 바에 의하면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

고 실태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김소선 이은숙( , , 1999;

권상도 윤재길 한광석 그 밖에, 1991; , 1999; , 1988)

양호일지를 분석한 연구전춘옥 교육청에 보고( , 1997),

된 사고를 분석한 연구이주영 안전공제회에 접( , 1981),

수된 안전공제회의 사고분석 이 있으며(1994, 1995)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는 체육수업시

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실태조사강대룡 나 상( , 1990)

해사고를 조사한 연구김정희 등이 있었으며 사( , 1981)

고요인 및 예방행위에 관한 연구강희숙 이수정( , 1994; ,

사고예방교육효과에 관한 연구정명애1996), ( , 2000;

강희숙 등 등이, 1994; Guyer , 1989; Rivara, 1991)

있었으나 초등학생들이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안전사고

의 종류와 초등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학교시설물 관리

상태 및 안전지도에 관한 인식정도를 초등학생의 입장에

서 조사하고 연구한 것은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중

전수 받았다고 인지한 안전교육과 실제로 경험한 각종 안

전사고종류를 확인하고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내시설물

의 안전관리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사

고 예방대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Ⅱ 문헌 고찰.

초등학생이 인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실태1.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란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바람직,

한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안전생활 태도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으로서 안전학습과 안전지도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보건 체육교과 또는 사회 과학ㆍ ㆍ

등의 관련 교과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

나 후자는 특별활동이나 학습활동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

는 것을 일컫는다유재선( , 1997).

외국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미

국의 경우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시키는데 목,

표를 두고 초등학교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교

육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피하는 행동습관을

기르고 바람직한 안전생활을 위하여 실제적인 체험학습

을 시키고 있다정명애 그에 비해 독일에서는( , 2000).

안전에 관한 독립된 교과목은 없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

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초 중등학교에서 안,

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한국산업안전공단( ,

일본에서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 안전교1997),

육 즉 체육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관련교과 안전학습과,

특별활동의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례집 발간과 연구학교 지정 학교안전 연구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급하

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정일용( , 1989).

하지만 한국은 현행 초 중등학교 안전교육의 경우, ,

일부 교과의 관련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안전교육은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 실시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서래환( , 1997).

에 의하면 오늘날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1992) ,

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현실에 알맞은 학교 안전교육이

교육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

할 뿐 아니라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사회

로 진출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책으

로서 안전에 대한 생활화 교과과정의 강화 및 학교 내,

외행사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때의 안전교육은

아동이 생명 존중의 정신을 터득하고 일상생활 속에 도

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미리 인식하여 올바른 판단 하

에 언제나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양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맹영재 특히 감수성이 예민( , 1987).

하고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가 형성과정에 있는 아동에,

게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킴은 물론이고 안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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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관련지식을 갖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춘옥( , 1997).

뿐만 아니라 아동기는 인간행동의 가변성이 큰 시기이

기 때문에 안전의식과 같은 개념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장

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기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생활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생활주

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의 도전을 받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서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 철저한 안전의

식을 갖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지킬 수 있게 하

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최영일( , 1998).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정

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가 보통이라고54.3%

응답하여 충분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보다‘ ’ 34.2%

높았으며 더욱이 불충분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 11.5%

를 차지하여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전교육이 불충분했던 이유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부족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교(71.9%)

육보조자료의 부족 을 들고 있었다최영일(15.6%)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 실태를 조사1998).

한 연구 박화숙 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많이 하는( , 1999)

교사는 담임 교장 및 교감 양호교사(74.1%), (46.3%),

순 이었으며 안전교육을 많이 받는 시기는 아(37.8%) ,

침 방송시간 방학직전과 개학직후 다친 사람이 있을, ,

때 수업시간 순서로 안전교육이 수업시간보다 비정규,

시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대완.

도 안전교육이 정규수업 시간을 통한 체육 교과(1989)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평소 생활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기초의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이 학생들의 안전생

활을 위해 꼭 요구된다박화숙 한덕수( , 1999; , 1981;

이주영 이수정 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981). (1996)

사고예방행동과 사고발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 놀이사고, ,

화상사고 순으로 실시되었는데 부모가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할수록 아동은 사고예방행동을 잘 수행하였고 사고

경험율이 낮았다.

강희숙 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행자 교통안(1993)

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련요인을 분석했는데 교통안

전교육의 제공자는 부모 학교교사 매스컴 서클활동의, , ,

순이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은 대체로 높았으나

실천도가 낮아서 지식과 실천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

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성별 어머니의 직. ,

업상태가 어린이의 교통안전 지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

며 경제상태가 교통안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했다 반면 안전생활에 대한 아동의 지식을 조사한.

연구 박화숙 에 의하면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문( , 1999)

항중 대부분에서 매우 미흡하게 나왔으며 응급처치법에

대한 지식도 상처에 흙이 묻었을 때 의 응급처치법 외에“ ”

나머지 내용의 정답율은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미30%

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명애 는 초등학생에게. (2000)

학교안전교육을 주 회 주간 실시한 결과 학교안전교육2 4

을 받은 실험군은 학교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전생활 실천행위 정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이 인지한 안전사고 종류 및 학교시설물2.

관리상태

학교시설물이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

용되는 물적 조건으로 교지 학교건물 공작물 설비 등, , ,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창걸 학교시설물관리란( , 1994).

학교환경의 안전관리로서 교사내외의 시설설비의 안전점

검과 사후조치 및 학교환경의 미화등 정서면에 대한 배

려를 포함하고 있다박영수 학교에서의 사고는( , 1991).

인간측면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통로 운동장 상태 밝, ,

기 시설설비의 파손 등 학교환경 측면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시설( , 1995).

설비의 노후화로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는 인체에 치명

적인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서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피해

를 동시에 입힐 수도 있다송순기 따라서 학교( , 1996).

내외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확보에

전 교직원이 노력해야 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 1995).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안전사고의 다양한 원인중

학교시설 설비의 결함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학교 안전사고 원인 중 학교시설 설비의 결함이 차지하

는 비중을 보면 박정한과 박미화 는 강대(1987) 18.6%,

룡 은 권상도 는 전춘옥(1990) 20.9%, (1991) 21.3%,

은 윤재길 은 로 학교사고(1997) 11.6%, (1999) 11.4%

예방대책의 일환으로서 학교시설과 기구의 개선 및 정기

적 수시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화숙, .

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이 인지한 학교내(1999)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학

교시설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청소도구함 화장실 계단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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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태 등이 시설설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응답

했으며 교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기하였다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시설설비의 안전성에 대

한 연구송순기 에서 각 시설물의 위험성에 대한( , 1996)

교사의 인지도를 보면 체육 시설물의 부식 파손의 위험

성은 교실의 벽 천장 바닥 출입문 유리창틀17.0%, , , , ,

의 위험성은 계단 복도 난간 시설의 위험성은26.6%, , ,

소화기의 위험성은 로 조사되었다 이를17.7%, 28.5% .

토대로 하여 그는 노후시설의 개선책 마련 및 위험한 난

간시설의 보수작업 및 출입문틀 유리창틀 등은 현대 감,

각에 맞는 소재로 개선해야 하며 또 학교시설물 수시 점

검을 통한 파손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교사고란 학교의 천재로 인한 사고 교사의 파손‘ ’ , ,

물품관리상 및 도난 등 학교관리상의 사고 교원과 사무,

직원의 여러 가지 비행사고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

한 사고에 의한 교직원의 심신재해와 명예훼손 및 재산

상 피해 등 이른바 공무재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에,

의한 학생들의 부상 질병 폐질 사망 등 심신의 재해와, , ,

명예훼손 및 재산상 피해 학교 시설물 설치 관리상의, ,

하자로 인한 교직원 및 학생 심신재해 및 재산상 피해,

학교개방 중 일반인의 재해 및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며

윤재길 안전사고가 공장 광산 공사장 등에( , 1999) ‘ ’ “ , ,

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사고새국어(

사전 를 의미한다면 학교안전사고란 학교 교, 1989) ‘ ’

육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고ㆍ

및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라고 정의할 수 있

다윤재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 사( , 1999).

고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김정희 는 년(1981) 5

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상해를 조사한 결과 평균 회 이5

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성장발달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

고 점심시간 및 가을철에 많은 사고가 발생되며 사고의, ,

주원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체육수.

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강대룡( ,

에 의하면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체육수업과 관1990)

련된 사고가 학생간 장난에 의한 사고가43.1%,

학교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이며 시기적32.1%, 20.9%

으로 월이 많았는데 피해 증상은 골절 탈구 염좌 외9 , , , ,

상 타박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 중등 재직교, ㆍ

사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를 조사한 권상도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된 사고원인은(1991)

부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부위별 상해발생 종류에는

팔다리 골절상이 열상 관절 염좌가61.52%, 14.01%,

뇌진탕 치아손상 등이었으며 상해자의 성격은7.29%, ,

급한 편이었다고 조사되었다.

모정욱 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사(1991)

고를 조사했는데 월평균 사고 발생율은 남자 아동이 높

았고 학년별로는 학년 아동이 가장 높고 학년이 가장6 , 1

낮았는데 이는 전춘옥 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1997) .

사고발생 장소는 도로가 로 가장 높았고 잘 다치37.7%

는 부위는 팔과 다리였으며 치료기간은 일 이내가2

로 가장 많았다 전춘옥 은 년간 초등학72.7% . (1997) 1

교에서 발생한 사고실태를 조사 분석했는데 남자가 여ㆍ

자보다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 사,

고율은 월의 순이었으며 대부분 가벼운6, 9, 10, 7, 5

외상이면서 사고부위는 팔 다리 얼굴의 순이었고 발생, ,

시간은 수업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의 순이었으며 사고, ,

원인은 본인 부주의 장난 시설미비 타인 부주의로 조, , ,

사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실태.

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김소선 이은숙 에 의( , , 1999)

하면 안전사고 발생은 월 일요일 오후 시 사이에5 , , 1 4～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발생 장소는 집 근처,

학교 집안이었으며 사고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보인 항목은 출생순위 주거형태 부모의 학력으로 조, ,

사되었다 특히 사고발생 시간대가 김영혜이화자조석주. , ,

의 년간 종합병원응급실 내원아동을 분석한 연(1999) 1

구결과와는 상이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세 초등6-12

학생의 응급실 내원시간대가 주로 오후 시에서 시 사이4 6

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안전생활 실태 및 아동의 안전생.

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분석한 박화숙 의 연구(1999)

에 의하면 사고원인은 부주의와 장난이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사고장소는 교실 운동장이며 사고발생시간은 수업,

시간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찰과상과 창상이 다수를 차

지했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이 학교생활 중에5, 6

본인이 경험한 안전사고의 종류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안전교육활동 교내시설물 관리상태에 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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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기간2.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부산2000 11 4 12 1

광역시 개 구역의 교육청별로 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6 2

정한 후 총 개 초등학교에서 설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12

는 능력을 가진 학년 아동 중 개 학급씩 총 학급5, 6 2 48

학생 명을 임의 추출하여 그중 부적절한 응답자1,719 65

명을 제외하고 총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1,654 .

연구도구3.

본 연구도구는 박화숙 의 설문지를 초등학생이(1999)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었으며 일반적 특성 개 문8

항 학교에서 배운 안전교육 개 문항 대상자가 경험, 10 ,

한 안전사고종류와 교내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설문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마다 예 아25 “ ,

니오 로 답하게 한 후 예라고 응답한 것을 백분율을 제” ‘ ’

시하였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인

식하거나 시설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안.

전교육 및 교내시설물관리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본

조사에서 각각 이었다.8609, .7553 .

자료수집방법4.

본 조사에 앞서 년 월 일 일에 초등학교2000 11 4 5～

학년 개 학급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5, 6 2

명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82 ,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2000 11 20 12 1

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 학교의 양호교사와 담임교사에.

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설문내용 및 기록요령을 설명하,

고 협조를 구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

에서 회수하였다 특히 학교시설물에 관한 관리상태를.

물을 때에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학교의 시설물을 직접

평가하는 평가단이라 생각하고 응답할 것을 주문하였다.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SPSS WIN 7.5 Program

여 일반적 특성 학교안전교육 및 사고 종류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교내시설물관리에 대한 연구대상

의 인지도는 예라고 응답한 것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

Ⅳ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 대상자 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1,654

악하기 위해 학년 성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 , ,

주택형태 가족형태 학업성적 경제수준 인식된 사고횟, , , ,

수 가정 내 구급함 비치 유무 등 총 개의 일반적 특, 10

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과 같다 학년별 특성으로< 1> . 6

학년이 학년이 이었으며 성별로는 남50.2%, 5 49.8% ,

학생이 여학생이 로 나타났다 아버지50.5%, 49.5% .

학력은 고졸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54.0%

졸 이상이 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38.0% .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졸 이상이60.0% 26.2%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1,654Ｎ＝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학 년 학년5

학년6

823

831

49.8

50.2

성 별 남

여

836

818

50.5

49.5

아버지의 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36

97

893

628

2.2

5.9

54.0

38.0

어머니의 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44

183

993

434

2.7

11.1

60.0

26.2

주택 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기타

435

679

468

72

26.3

41.1

28.3

4.4

가족 형태 핵가족

대가족

1,390

264

84.0

16.0

학업 성적 아주 잘함

잘함

보통

좀 뒤떨어짐

매우 뒤떨어짐

38

375

726

270

45

2.3

22.7

56.0

16.3

2.7

경제 수준 아주 잘 삶

약간 잘 삶

보 통

보통 이하

아주 못 삶

52

387

1,043

152

20

3.1

23.4

63.1

9.2

1.2

인식된 학교안전

사고 횟수

없음

회1-2

회 이상3

136

1,065

453

8.2

64.4

27.4

가정내 구급함

비치 유무

있음

없음

1,440

214

87.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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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로 가장 많았으며. 41.1%

그 다음은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의 순이었다28.3% .

가족형태는 핵가족 대가족 이었다 연구84.0%, 16.0% .

대상자가 인지한 학업성적은 보통 잘함‘ ’ 56.0%, ‘ ’

좀 뒤떨어짐 의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은22.7%, ‘ ’ 16.3%

보통이 로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중에 인식하고‘ ’ 63.1% .

있는 안전사고의 횟수는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

가 로 가장 많았으며 세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64.4% ‘ ’

대상자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27.4%, ‘ ’ 8.2%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정내 구급함 비치 유무에서 있. ‘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로서 없는 대상자’ 87.1% 12.9%

보다 훨씬 많았다.

학교안전 사고예방 교육의 실태2.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초등학

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 2>

이 안전교육의 주 담당자는 가 담임이라고 응답하41% ‘ ’

여 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양호교사 교장1 ‘ ’ 34.4%, ‘

또는 교감 의 순이었으며 안전교육을 주로 받은’ 13.7% ,

시간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이 로 가장 많았으며‘ ’ 24.4%

방학직전과 개학직후 아침방송 다친‘ ’ 23.4%, ‘ ’ 23.2%, ‘

사람이 있을 때 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22.7% .

주된 내용은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위험한 일을 알려주‘

는 것이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지도’ 37.5% ‘ ’

안전수칙 체육기구나 놀이시설의 안25.5%, ‘ ’ 21.2%, ‘

전한 이용 응급처치 의 순이었다 연구대’ 10.9%, ‘ ’ 5.0% .

상 초등학생들이 평소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구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선생님이 로 가장‘ ’ 35.3%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 텔레비젼이나 신‘ ’ 32.9%, ‘

문 친구 순이었으며 응급처치지식의 출’ 29.9%, ‘ ’ 1.9%

처는 양호교사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텔‘ ’ 41.3% ‘

레비전이나 신문 부모님 담임교사의’ 22.0%, ‘ ’ 19.8%, ‘

수업 친구 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교’ 16.2%, ‘ ’ 0.6% .

내게시판에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자주 게시판

을 보는지에 대하여 가끔 본다가 로 가장 많았으‘ ’ 48.4%

며 거의 못 봄 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 26.2% .

근 년 동안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받은 적1

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정도가 로 가장‘3-4 ’ 43.6%

많았으며 평소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주로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의 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다67.3% ‘ ’ .

평소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습관이 안돼서가 로' ' 79.0%

표 학교 안전교육 실태< 2> N=1,654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안전교육을 주로

하는 교사*

담임교사

양호교사

교장 또는 교감

체육교사

선도교사

1,355

1,137

454

260

101

41.0

34.4

13.7

7.9

3.1

안전교육을 주로

받는 시간*

수업시간

방학직전과 개학직후

아침방송

누가 다쳤을 때

특별한 학교행사시

761

732

724

708

200

24.4

23.4

23.2

22.7

6.4

안전교육의 주

내용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위험한 일

생활지도

안전수칙

체육기구나 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

응급처치

620

422

350

180

82

37.5

25.5

21.2

10.9

5.0

안전생활 지식

출처*

선생님

부모

텔레비젼이나 신문

친구

1,046

975

885

55

35.3

32.9

29.9

1.9

응급처치 지식

출처*

양호교사

텔레비젼이나 신문

부모

담임교사와 수업시

친구

1,205

643

578

474

18

41.3

22.0

19.8

16.2

0.6

교내 게시판에

게시된 안전교육

내용을 눈으로

인식한 빈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봄

자주 봄

가끔 봄

거의 못 봄

전혀 못 봄

50

271

801

434

98

3.0

16.4

48.4

26.2

5.9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횟수최근(

년간1 )

없음

회1-2

회3-4

회 이상5

116

386

721

431

7.0

23.3

43.6

26.1

등교길

교통지도자

부모님

어린이

하지 않는다

선생님

마을지도자

1,113

206

186

136

13

67.3

12.5

11.2

8.2

0.8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알고 있지만 습관이 안돼서

중요성을 몰라서

하기 싫어서

기타행동법을 몰라서( ,

당황해서)

1,306

150

106

92

79.0

9.1

6.4

5.6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보고 태도

가끔씩 알림

항상 알림

알리지 않음

나중에 알림

643

503

283

225

38.9

30.4

17.1

13.6

주 복수응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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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요성을 몰라서 하기‘ ’ 9.1%, ‘

싫어서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행동 법을 몰’ 6.4%, ‘

라서 당황해서 의 순이었고 안전시설 중 위험한’, ‘ ’ 5.6%

것을 보았을 때 어른들에게 즉시 알리는 정도는 가끔씩‘

알림 항상 알림 알리지 않음’ 38.9%, ‘ ’ 30.4%, ‘ ’

나중에 알림 의 순이었다17.1%, ‘ ’ 13.6% .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인지한 학교 안전사고의 종류3.

연구 대상자가 학교생활 중에 경험한 학교안전사고 발

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

명중 회 이상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1,654 1 1,518

명 의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사고유형은 창상이(91.8%) ‘ ’

로 가장 많으며 염좌 타박상 의33.7% ‘ ’ 21.3%, ‘ ’ 16.6%

순이었다 사고원인은 자신의 부주의가 로 가장. ‘ ’ 38.4%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난 옆에 있다가 당했음‘ ’ 33.1%, ‘ ’

였다 사고 발생시간은 쉬는 시간이 로18.2% . ‘ ’ 32.2%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점심시간 수업중‘ ’ 26.0%, ‘ ’

의 순이었으며 사고 발생장소는 운동장이18.1% ‘ ’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실 복도46.1% ‘ ’ 25.7%, ‘ ’

순이었다 사고부위는 팔다리가 로 가10.9% . ‘ ’ 25.4%

장 많으며 다음으로 손목팔목발목 손‘ ’ 23.3%, ‘ ’

의 순이었다 사고 당시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양19.6% . ‘

호교사에게 가서 해결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로’ 44.8%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치료 학부모치료‘ ’ 18.3%, ‘ ’

의 순이었다15.7% .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인지하는 교내시설물 안전관4.

리 상태

교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백분율로 살펴

보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를 잘 하고있< 4>

다고 느끼는 것은 학급내 시설물이 복도계‘ ’ 61.6%, ‘

단기타 시설물관리 운동장시설물 의’ 54.7%, ‘ ’ 42.8%

순이었다 이들을 각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학급내시설물. ,

의 경우 교실내 돌출물 관리가 로 가장 낮았고‘ ’ 36.1%

다음으로 전선줄 상태 청소도구함의 문여닫이‘ ’ 47.3%, ‘

상태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도 계단 과학실’ 59.4% , , ,

화장실의 경우는 화장실 타일상태가 로 가장 낮‘ ’ 34.2%

았고 다음으로 복도 계단에 기름밀대 걸레사용 유무‘ , ’

화장실 칸막이문 상태 의 순이었다 운34.7%, ‘ ’ 41.1% .

동장시설물의 경우 운동장의 유리돌멩이처리가‘ ’

표 연구대상이 인지한 학교 안전사고의 종류< 3>

N=1,518

내 용 구 분 실수 백분율

유 형 창상 512 33.7

염좌 323 21.3

타박상 252 16.6

비출혈 109 7.2

골절 86 5.7

두피손상 72 4.7

안구상해 40 2.6

화상 36 2.4

곤충교상 33 2.2

치아손상 31 2.0

기타가시유리 박힘( ) 24 1.6

원 인 자신의 부주의 583 38.4

장난 502 33.1

옆에 있다가 당했음 277 18.2

시설 기구 미비, 58 3.8

피로의 누적 53 3.5

싸움 45 3.0

발생 시간 쉬는 시간 488 32.2

점심시간 394 26.0

수업중 274 18.1

등하교시간 155 10.2

방과후 134 8.8

특별활동 37 2.4

청소시간 25 1.7

교시 수업전1 11 0.7

발생 장소 운동장 700 46.1

교실 390 25.7

복도 165 10.9

계단 102 6.7

학교 교문 근처 95 6.3

학교 현관 27 1.8

실험실 23 1.5

화장실 16 1.1

부 위 팔 다리, 385 25.4

손목 팔목 발목, , 353 23.3

손 297 19.6

코 122 8.0

얼굴

머리

눈

몸통

발

치아

99

96

52

42

39

33

6.5

6.3

3.4

2.8

2.6

2.2

사고 시 대처 양호실에서 치료

병원 치료양호교사에 의해( )

부모에게 알림가정내 치료( )

스스로 해결

겁나서 그냥 두었음

기타약국( )

680

277

239

174

135

13

44.8

18.3

15.7

11.5

8.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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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운동장 물빠짐 상태20.1% ‘ ’

교내 위험지구에 표지판관리 체육기24.5%, ‘ ’ 24.7%, ‘

구 상태의 양호도 운동장고르기 상태’ 35.0%, ‘ ’ 39.8%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으로 교내안전시설중 가장. “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을 다섯 개씩”

고르게 한 결과 운동장에 유리조각이나 돌멩이 처리‘ ’,

전기콘센트 상태 소화전의 비치 위험지구의 표지판‘ ’, ‘ ’, ‘

부착 상태 놀이시설 상태의 양호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 ’

연구대상자들이 교내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과 실제로 학교교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간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교내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인지도< 4>

N=1,654

내 용 실수 백분율

학급내 시설물1. ; 1,018 61.6

책걸상 상태가 양호한가? 1,346 81.4

교실내 밝기가 알맞은가? 1,292 78.1

책걸상이 삐걱거리지 않았는가? 1,093 66.1

전기콘센트가 파손되어 있지 않는가? @ 1,035 62.6

청소도구함의 여닫이가 양호한가? 982 59.4*

전선줄 정리가 양호한가? 782 47.3*

실내에 돌출된 물건이 있지 않았는가? 597 36.1*

복도계단기타 시설물2. ; 905 54.7

소화전이 있는가? @ 1,294 78.2

실험대에 수도시설이 있는가? 1,235 74.7

복도에 기둥이 튀어나오지 않았는가? 1,095 66.2

과학실에 안전수칙이 있는가? 1,047 63.3

계단 상태는 양호한가? 918 55.5

화장실 바닥의 물빠짐이 양호한가? 737 44.6*

화장실 칸막이 문의 상태는 양호한가? 680 41.1*

복도 계단을 기름밀대로 닦지 않았는가, ? 574 34.7*

화장실 타일 상태는 양호한가? 565 34.2*

운동장의 시설물3. ; 708 42.8

철봉굵기가 손에 알맞은가? 1,304 78.8

놀이시설중 고장난 것은 없는가? @ 1,032 62.4

철봉 고정나사가 튀어나오지 않았는가? 920 55.6

놀이 체육시설 밑에 모래가 많은가, ? 729 44.1

운동장 고르기가 일정한가? 659 39.8*

체육기구 상태가 양호한가? 579 35.0*

교내 위험지구에 표시판이 있는가? @ 409 24.7*

운동장 물빠짐이 좋은가? 406 24.5*

운동장에 유리 돌멩이가 많지 않은가, ? @ 332 20.1*

주 안전관리의 인지도가 낮은 시설 문항< > * ,

연구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시설물@

Ⅴ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

전교육 및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초등학생

이 학교생활 중에 경험한 학교안전사고의 종류를 조사하

고 교내시설물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먼저 연구대상이 경험한 학교안전사고 유형은 창상, ‘ ’

염좌 타박상 의 순으로서 학교안전34%, ‘ ’ 21%, ‘ ’ 17%

사고의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지미영 의 학교사. (1999)

고의 위험요인 분석에서의 연구 전춘옥 의 초등, (1997)

학교 학내 사고에 관한 연구 모정욱 의 일부 지, (1991)

역 학동기아동의 우발사고에 대한 조사와 일치하였다.

반면 강대룡 권상도 는 학교 안전사고 유(1990), (1991)

형을 골절 탈구 염좌 외상 타박상 순으로 보고했‘ ’, ‘ ’, ‘ ’, ‘ ’, ‘ ’

지만 이는 체육수업시간에 발생된 안전사고의 실태를 분

석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

료된다 사고원인은 자신의 부주의 장난. ‘ ’ 38.4%, ‘ ’

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박화숙33.1%

김소선 이은숙 전춘옥 권상도(1999), , (1999), (1997),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사고발생시간은 쉬(1991) . ‘

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중 순’ 32.2%, ‘ ’ 26.0%, ‘ ’ 18.1%

으로서 주로 휴식시간에 사고발생이 높았다 지미영.

이수정 도 수업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1999), (1996)

사고 발생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했지만 전춘옥(1997),

박화숙 의 연구에서는 수업 중에 사고 발생이 가(1999)

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이 대상자의 차이인지 자료수집에 따른 차이인지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고발생장소는 운. ‘

동장 교실 순으로서 운동장에서의 사고 발생이 가장’, ‘ ’

많았다 이는 전춘옥 이수정 송은미. (1997), (1996),

이정희 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으나 박화(1984), (1975)

숙 지미영 신진균 의 연구에서는(1999), (1999), (1996)

차이가 있었다 사고부위는 팔 다리 손목 팔. ‘ , ’ 25.4%, ‘ ,

목 발목 손 의 순서를 차지하였으며, ’ 23.3%, ‘ ’ 19.6%

대부분 상하지의 안전사고가 많았다 반면에 눈 치아. ‘ ’, ‘ ’,

머리 부분은 사고 발생율은 적었으나 심각도가 크고 후‘ ’

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고당시 대처방안은 양호교사 병원치료 학부. ‘ ’, ‘ ’, ‘

모치료 본인치료 순으로 양호교사에 의한 사고처리가’, ‘ ’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에서도 역시 학교.

에서 일어난 사고는 양호교사가 거의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도 일치했다 대부분의 사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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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양호교사가 맡고 있는 현 실정에서 양호교사가 부

재중인 경우를 대비한 모든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의의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배

양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학교안전.

사고는 간단한 치료가 요구되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통원 및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심각한 사고

도 발생되므로 지역사회 차 의료기관 및 응급1, 2 119

구조대와의 긴밀한 연계체계의 구축도 요구된다.

둘째 교내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연구 대상,

자의 인지도를 보면 학급내시설물이 가장 양호하고 운‘ ’ ‘

동장의 시설물이 가장 안전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다 책걸상의 상태와 손에 알맞은 철봉굵기. ‘ ’,

소화전비치 교실내조명도는 안전관리상태가 잘 되고‘ ’, ‘ ’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운동장의 유리조‘

각 돌멩이처리 운동장물 빠짐상태 놀이체육시설 밑, ’, ‘ ’, ‘

바닥의 모래유무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운동장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운동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동장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시설물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 당국은 학교 안전사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잠재적

위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

전교육 및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초등학생이

경험한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안전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인식정도를 알아

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년 월 일부터. 2000 11 20 12

월 일까지 초등학교 학년 학생 명을 대상으1 5, 6 1,654

로 설문 조사했으며 자료분석은 를 이용SPSS WIN 7.5

하였고 본 연구에서 얻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들이 인지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담당자는1.

담임교사 가 가장 많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시‘ ’(41%) ‘

간은 수업시간 이었으며 교통지도는 부모’ ‘ ’(24.4%) ‘ ’ ‘

님 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67.3%) .

연구대상이 받았다고 인지하는 안전교육의 주 내용은2.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위험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 ’

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 안전교육을 위한 유인37.5% ‘

물게시에서는 가끔 받았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 ’

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련 지식출처는 담임48.4% ‘ ’ ‘

선생님 부모님 나 신문’(35.3%), ‘ ’(32.9%), ‘TV ’

친구 순 이었다 응급처치지식은(29.9%), ‘ ’(1.9%) . ‘ ’

양호교사 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우고 있었으‘ ’(41.3%)

며 다음으로는 대중매체 부모님‘ ’(22.0%), ‘ ’(19.8%)

순 이었다.

연구대상이 경험한 학교 안전사고 빈도는 전체 대상3.

명중 가 회 이상 의 학교안전사고를1,654 91.8% “1 ”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은 창‘

상이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염좌’ 33.7% ‘ ’ 21.3%

순 이었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주의‘ ’

라고 응답한 학생이 로 가장 높았으며 발생시38.4%

간은 쉬는 시간이 로 가장 높았다 사고발생‘ ’ 32.2% .

장소는 운동장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부위는 팔 다‘ ,

리 손목 발목 팔목 손’(25.4%), ‘ , , ’(23.3%), ‘ ’(19.6%)

순 이었으며 사고 당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준 사람

은 양호교사가 로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 44.8% .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학4. ‘

급내 시설물이 가장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인지’

하였으며 운동장시설물에 관한 인지도가(61.6%) ‘ ’

가장 낮게 인식되었다 또한 교내시설물 중(42.8%).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안전관리항목은 운동장의 유‘

리조각이나 돌멩이의 처리로 나타나 학교안전사고가’

교실 안보다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일

때 많은 이유를 학생의 입장에서 확인한 셈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안전사고는

교사의 영향력이 배제된 휴식시간 중에 본인의 부주의

또는 친구간 장난 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므

로 평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생활 습관과 태

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 안전교육이 요구되며 더 나

아가 불의의 사고 시 본인 스스로 사고의 특성을 판단하

고 응급의료체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학교안전.

사고가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교운동장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는 대조적으로 안전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학생들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지식을 주로 양호교사로부터 습득하고 있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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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루 빨리 양호교사에게 학습

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보건실이 아닌 교

실내 정규수업시간에 안전의식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수,

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양호교사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이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가 요1.

구된다.

학교시설 및 기구의 노후상태와 학교안전사고와의 관2.

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대룡 국민학교 체육수업시에 발생하는 안전(1990).

사고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희숙 국민학교 어린이의 보행자 교통안전교(1993).

육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지식 태도 및 실천을 중심- ,

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 10(1), 61-71.

강희숙 어린이 우발사고 요인 및 행위에 관한(1994).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숙 국민학교 어린이의 사고예방 교육효과(1994).

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교육학회지. , 11(2), 18-30.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체육 대(1999). ( 5).

한교과서 주식회사.

권상도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1991). .

석사학위 논문.

김소선, 이은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1999).

사고 발생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

29(1), 117-128.

김영혜, 이화자 조석주 일 종합병원 응급실 내, (1999).

원아동의 및 발달단계별 통계적 고찰 아동Triage .

간호학회지, 5(2), 136-150.

김정만 학교안전관리 한국학교보건학회지(1991). . ,

4(1), 7-11.

김정희 학교생활 안전사고 실태조사 연세대학(1981). .

교 석사학위 논문.

김주태 청년심리학 형설출판사(1989). . .

김창걸 교육행정학 신론 형설출판사(1994), , .

모정욱 일부지역 학동기 아동의 우발사고에 대(1991).

한 조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재 안전교육 체계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1987).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수 학교보건학 신광출판사(1991). . .

박정한, 박미화 남자중학교 학생의 학교사고 발(1987).

생율과 사고원인에 관한 코호트 연구 예방의학회지. ,

20(2), 331-340.

박화숙 초등학교의 안전생활 실태 및 아동의 안(1999).

전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기본생활 예절교육(1994). .

서래환 안전교육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1992).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순기 중등학교 시설설비의 안전성에 관한(1996).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미 일부 중등학교 학생의 양호실 이용 양(1984).

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진균 학교 안전사고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1996).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

유재선 중학교 학생의 교내 안전사고 유형 및(1997).

응급처치 실태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대완 초중학교 안전사고 실태분석과 그 대책(1989).

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재길 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와 대책에 관한(1999).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1989). . .

이수정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예방행동과 사고(1996).

발생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서울특별시 일개 사립국민학교 아동의(1975).

결석 및 사고발생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영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생의 교내 및 교(1981).

외 사고발생에 관한 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 초 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한 산업 안(1992). ,

전 보건교육 내용체계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 .

전춘옥 초등학교 학내사고에 관한 연구 한국교(1997). .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명애 학교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2000).

실천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1989).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미영 학교사고의 위험요인 분석 관동대학교(1999). .

석사학위논문.

최영일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1998). .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2

- 193 -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년 사망원인 통계연보(2000). 1999 .

한광석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그 대책에(1988).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 유형(1995).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지도안 한국산(1995). .

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초등학교 어린이 사고사례(1996).

분석연구 산업안전공단. .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안전 보건교육 체계화(1997).

및 학교 안전관리 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지도자연수 삼호문(1999). .

화사.

한덕수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1981).

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M. 에래너 새틀 위험속에서 노는 아, M.B. (1991).

이들 그 예방책과 응급처치법 에레서원. .

Guyer, B., Gallagher, S. S., Chang, B. H.,

Azzara C. V., Cupples, L. A., Colton, T.

(1989). Prevention of childhood injuries :

Evaluation of the Statewide Childhood Injury

Prevention Program(SCIPP). AJPH, 79(11),

1521-1527.

Rivara, F. P., Cathyrn, L., Booth, Bergman, A.

B., Rogers, L. W., & Weiss, J. (1991).

Prevention of pedestrian injuries to children

: Effectiveness of a school training program,

Pediatrics, 88(4), 770-775.

- Abstract -

Key words : School Facilities for Safety,

Accident-Prevention Education

A Study of Accident-Prevention

Education, Accidents and School

Facilities for Safety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ers

Kim,Young-Hae*Kim, Jeong-Sook**

Kang, In-So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a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a more systematic safety

education and measures against children's

accidents by a descriptive survey with regard to

accidents actually experienced by elementary

schoolers, their perceived safety education

activities and school facilities to their safety

lives. The data was collected among 1,654

pupils, belonging to the 5th and 6th grades in

Pusan from Nov. 20 to Dec. 1, 2000.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WIN(7.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the perception by elementary

schoolers, they received safety life

instruction at school in most cases from

teachers in charge of their own class

(41.0%). Such safety education was provided

often during formal classes(24.4%). Traffic

guidance was given by parents, highest in

frequency(67.3%).

2. Matters as most often treated during safety

life instruction were safety knowledge or

dangerous things(37.5%). A majority of

notices of school safety instruction were

*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Med., PNU

** Nurse-teacher at Bansuk Elementary School in Busan

*** Lecture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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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sometimes(48.4%). Source of

knowledge about safety lives included teacher

(35.3%), parents(32.9%), TV and newspaper

(29.9%). As a source of knowledge of

emergency treatment, school nurses were

accounted for 41.3% that was highest.

3. Among the 1,654 students, 91.8%

experienced at least more than one case of

safety accident. The most frequent type and

cause of safety accident were wound(33.7%).

and self-carelessness(38.4%) respectively. In

most cases, the subject experienced such

accident during a break time(32.2%) and at

a playgrounds. Part of body as most often

damaged by accidents were arms and legs,

25.4% higher than any other sides problem

solving measures against the accident were

taken by school nurse in most cases, 44.8%

in percentage point.

4. Those students' perceived safety management

of school facilities showed that they

considered classroom facilities as most safe

(61.6%), while playground facilities as least

safe(42.8%).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treatment of glass fragments or stones at

playground is the most important item of

safety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