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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룬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소방안전교육의 역사

졌다. 소방 휴머니즘을 다룬 영화 「싸이렌」, 「리베라메」 등 제작 지원을 통해서는 감각적인 홍
보 활동도 추진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대’ 활성
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소방 동요의 제작·보급, 사생 대회, 수기 공모, 표어·포스터 공모, 사진

1 총설
소방안전교육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화재, 구
급, 구조업무에 이은 소방의 제4세대 전략으로 선조들의
뿌리 깊은 생활 습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오래전
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불장난하면 자다 오줌 싼다”는
옛 속담처럼 생활과 경험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자연
스럽게 안전교육으로 연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제사1,
미풍양속, 전통문화, 음양오행설 등을 바탕으로 상징적
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를 마
찰하여 새로 불씨를 만들어서 쓰면 질병의 재해도 그친
다”는 전설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계절별로 불씨를 갈아
주는 행사를 실시하면서2 소방안전교육의 정례적인 모
양새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월동
기에 전국적인 방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조심 강조 기간’을 설정하고 ‘소방관 사열식 및 소방
훈련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1960~1970년대
는 직접 대면 방식의 가두 캠페인이나 소방차 퍼레이드, 결의대회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1980
년~1990대는 소방업무가 응급환자 이송 및 인명구조 업무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특정 기간에만 추진하던 소방 홍보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전시 등을 추진하여 소방 예술4로 격상시켰다. 나아가,
소방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2000년대는 디지털 사진·영상 장비의 보급 증대와 인
터넷 문화 발달에 따른 포털사이트 증가, 2002년 월드
컵 응원 문화 창출로 인한 대·소형 전광판 설치가 보편
화됨에 따라 인터넷과 전광판을 매개로 하는 사진과 동
영상을 활용한 홍보가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2004년 행정자치부 시대를 마감하고 소방방재청 개청
과 더불어 체계적인 예방 홍보 추진을 위하여 ‘소방’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소방
인식5’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블루오션 전략
으로 ‘생존을 위한 예방교육, 설득과 이해를 위한 홍보’
를 기본 개념으로 정립하고 「소방기본법」 제3조와 제

물 붓는 구조대원3

17조를 개정해 안전교육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담 부서 설치와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소방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반 등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인력을 양성하였다. 나아가,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5개년 동안 25억 원을 투자하는 ‘재난안전교육 5개년사업’을
수립하여 연령대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
설하여 소방교육과 홍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연중 캠페인으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인력, 자본, 기술과 함께 ‘제4의 경영자원’으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홍보의
성패가 조직의 발전을 좌우하는 지표’라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 방송매체와 일간지

3 물 붓는 구조대원 : 1997년 여름, 당시 용산 구조대원인 소방사 천만필을 모델로 오상동 소방장이 연출한 사진이다.

에 보도 자료 및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사고 현장의 인명구조 활동을 다룬 KBS-

서울소방본부 사진 공모 시 출품하였으나 낙선되어 활용되지 못하다가 2000년 10회 서울소방방재활동 사진공모전

TV 「긴급구조 119」, 구급대원의 애환을 다룬 SBS-TV 드라마 「약속」, 소방대원의 에피소드를

포스터 제작 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활용되어 세상에 처음 선을 보였다. 2001년 3월 발생한 홍제동 화재 사고를 계
기로 ‘소방관의 기도’와 함께 소방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소방 예술(消防 藝術) : 소방이 갖는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음악, 미술, 영화 등 미적 작품을 형성하여 안전사고 감소에

1 사당(신사)에 토속신을 모시고 토속신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 재난을 막고자 하였다.
2 조선 태조 원년(1392)에 병조 소속으로 무비사를 두어 사계절에 불씨를 갈아주는 일을 하였다.
| 010 |

기여하는 인간의 창조활동
5 소방 인식(消防認識) : 소방을 올바로 이해하고 판별하는 일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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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 소방안전교육의 발달 과정
구 분

태동기

시대

소방사조

(

고대
~ 918)

자연주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

중세
~1392)

상징주의

미풍양속, 전통 문화, 음양오행설 등을 활용한
상징적인 교육 실시

근세+근대태동
( ~1863)

성장기

발전기

추진 내용

실용주의

개화(改火) 행사 추진

합리주의

대국민 직접 홍보
소방관 사열식 및 소방 훈련 경연

현대
(1945~1972)

계몽주의

불조심 강조 기간 설정

현대
(1972~1986)

현실주의

가두 캠페인, 소방차 퍼레이드, 결의 대회

모더니즘

언론 및 대중매체 활용
소방이미지 홍보

휴머니즘

디지털 및 인터넷 활용 예방홍보
안전교육 체계 도입

(

근대
~1945)

현대
(1986~2001)
현대
(2001~

)

비고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
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한, 같은 시기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항을 개정하여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2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은 상호 협의하도록 의무규
정을 두었다.

소방안전교육은 생활과 연계된 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따라서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기
반보다는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전파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피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도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75년 내무부직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제(1975. 8. 26. 공포, 대통령령 제7760호) 개정 시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발족되면서 소방국 예
방과에 직제를 두었고,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중앙소방본부 119생활안전과 내에
전담부서인 안전교육계를 신설(령 1, 경 1, 위 1)하였으며,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독
립 신설된 소방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8월 4일 「소방기본법」(법률 제7668호)을 제정하면서 제17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

조 ②항에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전반적인 소방 역사의 흐름에 비추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0.

어 볼 때 너무나 늦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방 기관의 기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 18.,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

2015년 7월 24일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개정을 통해 마침내 소방안전교육
업무가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와 함께 소방기관의 기본 업무로 포함되었으
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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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나 전담 인력 확보가 미진하였다. 특히 일부 관서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인력마저도 잦은 교체

장, 스카프링 등을 착용하고 활동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7개 항의 불조심 결의 선서, 흉장 수여,

와 과도한 겸임 업무 등으로 교육 수준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내무부나 행정자치부 시

악대와 소방차가 선두하는 분열식 등으로 다채롭게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가 성대하고 참

절에도 소방국 내에 전담 부서 없이 예방과에서 화재 예방 위주의 어린이소방대 운영과 불조심 강

석 인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조의 달 행사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총괄적인 교육 계획은 물론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조심 어린이단 활동지침(내무부훈령 4호 1964. 11. 25)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 개청과 함께 ‘예방기획국 소방정책과’에서 교육·홍보 전담인력 1명을 두

•불조심의 생활화

었으며, 지방 조직으로는 1975년 서울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지도과 내에 홍보계를 신설하는 한

•일반 화재 시의 진화 방법 및 대피훈련 지도

편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반 조성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연료 및 화기 취급, 연소기기 등의 안전 관리에 대한 계몽 홍보
•각종 매스컴 및 행사 참여

■부녀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여자소방대’ 또는 ‘부녀소방대’라는 명칭으로 주로 도

1990년대부터는 소방관서의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시지역에서 소방홍보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981년 10월 29일 ‘부녀의용소방대의 설치에

따라 어린이 구조대원을 임명하는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한 조례준칙’이 제정되어 각 시·도에 시달되면서 정규 조직으로 발대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며, 하계 수

공식명칭은 ‘○○의용소방대 부녀대’ 또는 ‘○○부녀의용소방대’이었으며, 현재는 남성의용소방

련회, 여름철 어린이 안전 교실, 제복·제모 지원, 시범학교

대 명칭과 맞추어 ‘○○여성의용소방대’로 통일하였다. 부녀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을 비롯한 소

지정, 각종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자발적 참

방 활동과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1998년 9월에는 어린이소방대 운

특히 소방홍보의 선도 조직으로서 화재예방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소

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소방대 지도교범』이 발

년소녀가장돕기, 타 단체와의 연합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여성 조직으로

간되었고, 여름방학에는 119체험캠프(경기도·서울소방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방호업무의 한 분야인 의용소방대로 성장하였다.

학교)가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소방관의 제복과 관서기
를 모방한 어린이소방대 복장을 체계화하여 어린이소방

■한국119소년단(어린이소방대) 육성

어린이소방대 지도교범(1998)

미래 사회의 역군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 캐릭터(꾸미와 랑이), 소방대기, 어린이소방대가, 제
복, 표장 등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대한 의식을 갖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소방행정

1999년 5월 29일에는 21세기 선진 소방안전문화의 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소방대를 편성, 운영

착과 어린이소방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명칭을 ‘한국119소년단’이라 개칭하였으며, 2004

하였다.

년에는 ‘2004년도 한국119소년단 운영 계획’에 소년단 운영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그동안

어린이소방대 운영은 196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국 초등학교 4, 5학년만을 대상으로 편성하던 방침을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며 실

내무부훈령 4호(1964. 11. 25.) 경찰업무에 관한 규정중

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한 만큼만 소년단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소방 관계 업무지침에 ‘어린이소방대 조직요령’을 분명

불조심어린이단 결단식 장면(1973년)

‘한국119소년단’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

히 하였다. 이후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호텔 화재를

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각급 학교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전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계기로 대국민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예방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1973년 한국화재보

협의회 및 시·도 119소년단 지도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조직으로 재

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7개 초등학교 4~5학

정비하였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마다 전국 지도교사 연수를 3박 4일간 중앙119구조대에서 실시

년 200명씩 총 1,400명을 뽑아 불조심 어린이단을 조직, 운영하였다. 1973년에 시작된 불조심 어

하여 다양한 소방안전 활동에 대한 연수와 상호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

린이단은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 화재예방 활동을 선도하였으며, 단복, 단모, 스카프, 흉

량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도를 대표하는 교사연수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방방재청 차장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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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때부터 매년 선출된 전국 단위의 지도교사 임원은 소방방재청 차장 이하 소방정책국

2018년에 달라진 점

장, 과장, 중앙119구조대장 등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청소년단체 가입·등록을 통한 한국119소년단 활동 인정
•학교 생활기록부 등재단체 인정 및 지도교사 경력 인정

이러한 지도교사협의회는 형식적인 조직 구성을 생각했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던 실무자들에게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소년단의 발전 가
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구상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
수에 참가한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활동들이

■소방안전교육사

가시화되었으며, 소방관 주도의 소년단 활동이 지도교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는 재난안전교육 사업을 통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자발적 단체로 성장하

자격자 양성 제도이다. 소방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 교육

기 시작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2007년부터 『한국119소년

이라는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2005

단 지도교범』을 매년 2,000부씩 발간하고 전국에 보급하여

년 「소방기본법」 제1차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시험운영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조직

2008년 제1회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차 시험 과목이 주관식으로 운영되고 3차 면

정비를 전산화하여 지도교사가 119소년단 홈페이지를 통

접시험이 치러지면서 기대와는 달리 응시 인원에 비해 합격률이 저조하였다. 이에 2016년에 제2

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개편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연

차 시험과목을 개정하고 3차 시험을 폐지하는 등 개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령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재난안전
한국119소년단 지도교범(2007)

교육 5개년 사업’과 향후 5년간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사망

<표 Ⅰ-2>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및 합격자 현황

사고 감소를 위하여 추진된 ‘어린이 안전 대책’에 힘입어 어
느 때보다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2004년에 달라진 점
•초등학교 4, 5학년 중심 ⇒ 유치원(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생으로 확대

(단위 : 명)

구분

계

1회
(’08)

2회
(’10)

3회
(’11)

4회
(’12)

5회
(’14)

6회
(’16)

7회
(’18)

8회
(’19)

응시자

4,812

429

338

167

220

174

169

1,799

1,516

합격자

601

19

29

23

15

5

17

99

394

•명예 단장(학교장)을 모시고 입단 선서식 추진
•중앙 및 지역 단위 지도교사협의회 구성
•지도교사 및 학생 임원 연수 정례화
•단원 모집용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보급
•소년단 단복 등 수품 활용 체계화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와 과제 추진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9년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1999년 10
월 인천 라이프 호프Ⅱ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 안전의 문제점
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안전관리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국무총
리실 산하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발족,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종합대책’ 100대

또한, 2018년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119소년단원 및 지도교사의 활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100대 과제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등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

동 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 가입되어 119소년단 사업

를 담고 있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2003년 5

을 후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인정되어 119소년단원

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보다 밝고

의 활동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지도교사의 경력도 인정되도록 하였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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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수준

(1,269명→63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7대 분야 58개 과제(2005년
6

■제도적인 기반구축
기존 정책 중심의 안전교육 방법을 탈피하여 소방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

12대 분야 59개 과제로 정비)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도

위주의 예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에 「소방기본법」 제17조를 개정, 대국민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우선 「화재예방, 소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조에 안전체험관 및 소방박물관 건립을 할 수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염 처리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더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으로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한 커튼·카펫·벽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물놀이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에는 민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종사자 등에 대한

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하고 어린이 사고 빈도가 높은 학교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소방기본법」 제3조를 개정하여 소방관서의 고유

서의 사고 감소를 위하여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실시하여 안전교육, 대피 체험, 위험 요소 제

사무에 ‘안전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개정을 통해

거 등 어린이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및 이동안전체험차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량 운영, 119대축제 등 각종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 및 영상
물을 개발·보급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
도록 국민안전헌장을 제정·공포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
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2.4명에 이르렀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006년 7.95명으로 40.6%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3

소방안전교육의 발전

소방안전교육은 업무 성격상 화재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대부분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

<표 Ⅰ-3> 소방안전교육 관련 법률
법률명

조항

주 요 내 용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5조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17조②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안전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의2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 대상 교육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마다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홍보는 법률로 강제하던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발전은 더디었다. 그동안 예방홍보 방안의 일환으로 머물던 안전교육은 1999년 6월 발생한 경기

■소방안전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보급

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 1999년 10월 인천라이프 호프Ⅱ 화재, 2001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하여 5년간 25억 원을 투입하는 ‘재난안전교육사업 5개년 계

예지학원 화재, 2002년 12월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매복지원 화재, 2003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

획’을 추진하면서, 2005년 1차 연도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안전 교재 2종

구부합숙소 화재 등 잇따른 대형 재난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안전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변화를 맞

30만 부, 교재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영상물 2종 20편, 체험 위주 학습을 위해 체험 도구 6종을 함께

게 되었다. 1999년 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안전관리종합대

개발·보급하였다. 제2차 연도 사업으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용 교재 1종 20만 부, 영

책 100대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로 58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체

상물 11편, 체험 도구 6종을 함께 개발·보급하였으며, 제3차 연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 교재 1종

계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20만 부, 영상물 10편, 교구 5종을, 제4차 연도에는 성인용 안전 교재 1종 20만 부, 영상물 3편, 실습체
험 도구 5종을, 5차 년도인 2009년에는 장애인용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재난안전 교
육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안전교육 국가표준’의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은 안전교육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연령대별 안전교육

6 OECD 가입 국가 중 14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을 5년 내 절반으로 낮추어 중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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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작된 2차 사업에서는 소방안전 강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출장교육

체험관에 대한 인식 및 예산 부족 등 제반 여건 곤란으로 인하여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 이후 전국

시 1차 사업으로 제작된 동영상 및 교재를 가지고 사전 학습함에 따라 강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

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건립하는 ‘권역별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재수립하고, 2003년 서울특별

점을 보완하고,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령별·계층별 ‘소방안전 강사

시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2008년 대구광역시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하였

용’ 자료를 전면 새롭게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다. 이보다 앞서 2003년에는 태백시에서 국민안전테마파크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으며, 계속해서 서울 및 전북, 충남, 부산 소방본부에 국고 보조 사

<표 Ⅰ-4> 소방안전교육 표준프로그램 구성
리플릿

PPT

•학습자료(배부용)
•12면 기본구성

•교육교안(유형별)
•50분 분량

영상물
•영상자료
•사고유형별

체험도구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중심

업을 추진하여 ‘서울 제2 시민체험관’(보라매)과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충남 소방안전체험
관’, ‘부산 119안전체험관’을 건립하였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
던 119안전센터(소방파출소)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05년 11월 7일 지상 2층, 510㎡ 규
모의 ‘충북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 개관하였으며 대전에서도 ‘대전 119시민체험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권역별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1시도 1체험관

■소방안전교육 담당 전문 인력 양성

건립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2015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 연차적으로 소

2003년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전국 소방학교의 소방관을

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 교육반’과 유·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 교사반’을
개설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소양과 전문 지식, 교수·학습 등 교수요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는 국가 자격시험 제도인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양성과정’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개설·운영하였다. 2015년부
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5년 이상의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강
사’로 지정하여 소방서의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외부 교육훈련 기관과 협업
을 통해 위탁 전문교육과정 등을 발굴·운영하여 안전교육 강사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속적인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사용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한편, 소방안전
강사 포럼, 소방안전강사 워크숍,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표 Ⅰ-5> 소방안전 강사 역량 강화 전문교육과정 개설 현황
구 분

과정명
계

횟수/인원

교육기관

<표 Ⅰ-6> 소방안전체험관(대형) 시설 현황(fire safety learning center)
구분

서울 광나루
안전 체험관

서울 보라매
안전 체험관

개관

2003. 3. 6.

2010. 5. 25. 2008. 12. 29. 2013. 3. 26.

5개관 19개
시설

8개관 20개
시설

•재난 체험
•응급 처치
체험 •교통안전
시설 •직업 체험
•자유 체험

대구 시민안전 전북 119안전 충남 소방안전
테마파크
체험관
체험관

5개관 12개
시설

5개관 48개
시설

•자연 재난
•재난 체험
•재난 종합 동
(지진·태풍)
•자연 재난(지진) •위기 탈출 동
•인적 재난
•응급 처치
•안전 마을 동
(화재·교통사고)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전문 체험(응급 •자유 체험
•응급 처치
처치, 소방시설)
•소방 역사관
•어린이 체험장

부산119
안전 체험관

울산
안전체험관

2016. 3. 14.

2016. 5. 3.

2018. 9. 4.

6개관 15개
시설

5개관 21개
시설

5개시설

•도시 재난
•인위 재난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일반
•도시 화재 관리
•어린이관

•안전 디딤돌
•자연 재난관
•도시 재난관
•안전 학습관
•키즈 랜드

•화재 안전
•재난극복관
•교통안전
•선박안전
•화학, 원자력
안전

비고

또한, 찾아가는 소방안전 체험을 추진하고자 2003년 지방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부산, 대구, 인

10회 380명

교수 및 강의능력향상과정

2회 80명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25시간

천, 경기, 충남에 보조하여 1대당 1억 원 하는 5톤 규모의 체험 차량을 제작하는 한편, 경찰청 교통

소방시설 이해과정

2회 80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시간

안전 특별회계 예산 20억 8천만 원을 받아 8.5톤 규모의 체험 차량 8대를 8개 광역시·도에 보급·운

기상재해 이해과정

2회 80명

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20시간

영하였으며, 나머지 8개 시·도에도 국고보조를 통해 16개 시·도에 총 46대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2회 80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20시간

배치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지원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수상안전 이해과정

2회 40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

20시간

되었다. 앞으로도 전 국민이 체계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소

■소방안전 체험 시설 확충
선진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우리나라에도 설립하고자 1996년 시·도별로 1
개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가칭 ‘시민안전문화 교육훈련 체험관’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 020 |

방안전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규모의
안전체험센터, 소규모의 안전체험교실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안전체험시설이 고정 건물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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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활안전 체험시설 등을 탑재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늘려가고자 한다. 현재 이동안전체험차량

신설하였다. 또한 직장과 산업시설의 경우 상시 거주하는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은 46대이며, 단계적으로 소방서별 1대 배치를 목표로 신규 보급사업도 펼쳐나가고 있다.

하고 순회교육 외에 소집교육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는 OECD 가입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사망 사고율 1위인 오명을 벗고자

<표 Ⅰ-7> 소방안전체험 시설의 종류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센터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부 소방국 예방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린이 안전교육 등 계층별 안전교육에 내실을 기

규 모

5,00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8.5톤

하게 되었다. 특히, 이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중심의 단순 체험에서 탈피하여, 지진, 생활안전

공 간

독립건물

독립건물

소방서 내

차량

목 표

시·도별 1개소

필요 시

소방서마다

필요 시

사업비

250~400억 원

5억 원

5억 원

65개소

46대

안전체험시설

설치
기준

2007년까지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범정부 어린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자치

설치현황

7개소

2개소(대전, 충북)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또한 119대축제, 불조심 강조의 달 이벤트,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청소년119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론 교육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추진

단순 체험

맞춤 교육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예산 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 연구
미흡, 프로그램 개발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이, 주부, 노인,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의 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표 Ⅰ-8> 국민 안전교육 유형

1990년대 전국 소방관서 단위로 방학 기간 동안 실시된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의 안전 학습 주
◇
◇
◇
◇

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방관서 견학 및 소방 장비의 작동 연습
②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법

체험형(6종)
전시형(3종)
참여형(4종)
시범형(3종)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연기 대피 체험,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현장 활동 사진 전시회, 소방장비 전시회, 상상화 그리기 전시회
캐릭터 사진 찍기, 소방동요, 스토리텔링 공모, 심폐소생술 경연
소방관서 인명구조 ·응급처치·화재 진압 시범

③ 응급처치 교육 및 실습
④ 불조심 비디오 상영 및 상설 홍보전시관 관람
⑤ 어린이 소방대원 안전수첩 배부 등

■소방안전교육 표준화 추진
재난안전교육사업7의 추진과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각종 사고를 경험한 이후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절감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

이 밖에도 소방관 1일 명예교사제 등을 통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

히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대중매체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면서 그 수요가 폭

론, 어린이를 위한 교육 교재 및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보급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소방관의

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5월 11일 소방청 전략회의 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

출장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방제도팀-423(2007. 5. 17. 내부 문건) “범국민 소방안전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였고, 아파트나 주택

교육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제도팀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교육개선 TF를 구성하는 한편

밀집 지역 등을 현장 방문해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
법,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필수적인 내용으

시·도에 개선 계획을 시달하였다8.
2007년 5월 17일 11시 33분경 서울 중랑구 ○○초등학교에서 굴절소방차 어린이 탑승 체험

로 소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 인구
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위하
직장인 소화기사용법 경연대회
| 022 |

7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시 화재안전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지진 및 생활안전 등 각종 재난안전교육으로 확대하기

여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노인 계층에 대한 소방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 2005~2009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5억원씩 25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국가 차원의 연

교육을 1997년부터 연간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에

령대별 안전교육 표준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023 |

Ⅰ. 소방안전교육의 역사 |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이 끝난 후 학부모를 태우는 과정에서 바스켓의 균형을 잡아주는 와이어가 끊어져 학부모 3명이

<표 Ⅰ-10>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목표

추락하여(사망 2, 부상 1) 안전체험 시 소방차를 활용한 체험교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소방안전교육 개선 계획이 추진되어 ‘안전관리개선계획’과 더불어 한 달여 만
에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안)’, ‘국민안전교육 표준매뉴얼(안)’, ‘계층별 안전체험 프로
그램 표준(안)’ 등을 개발 완료하였다. 주요 골자는 체험 전용 시설 확충, 교육능력 자질 향상, 표준
교육 실시 등이었다.
<표 Ⅰ-9> 소방안전교육 개선 계획
체험전용시설 확충
•국민안전체험관
•안전체험차량
•소방서 체험장
•소방역사박물관

교육능력 자질향상
•전담부서, 인력 배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 자문 활성화

표준교육실시
•안전교육 매트릭스 개발
•수준별 교육 실시
•평가 방안 도입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청소년들의 진로 갈등과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움을 주고자
교육부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면서 소방의 다양한 직업 선택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당시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국가

4

소방안전교육의 체계화

행동주의 학습발달이론(지식, 기능, 태도의 반복학습)에 근거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추진을 위
해 소방관서를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수요 기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민
들에게 매년 만족도 높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 대학, 취업 분야를 담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소방관 직업체
험 프로그램,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과 연계된 안전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3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전국 소방서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안전과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안전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존
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인프라 구축 ② 전담 부서설치 ③ 전문인력 양성 ④ 강사 자질향상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국민생활안전의 기초가 되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학습을 통해 화재 또는 응급환자

<표 Ⅰ-11>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 운영 개요
•진로 탐색: 소방 관련 자격증과 취업 분야, 소방 관련 학과 소개 등
•직업 체험: 소방관의 하는 일, 소방 장비와 소방 시설의 이해
•문화 체험: 소방관서 공모전과 연계한 UCC 제작, 포스터, 만화 그리기 등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적절한 초기 대처로 재산피해 감소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이고자 전국
220개 소방서에 소소심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였다. 특히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관련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용어와 설명을 통일하고, 일러스트를 개발·보급함으로
써 표준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조대원 체험

구급대원 체험

진로 상담

화재진압 체험

8 소방제도팀-2455(‘07.5.18)호 “범국민 소방안전교육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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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안전교육의 미래와 과제
안전교육은 오랜 역사에서 보듯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하
지만 아직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고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도 마지
못해서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전의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
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함은 물론 실습·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연구하여 누구나 안전
행동을 익히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고
령의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야 할 것
이다.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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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안전의 구분 및 내용

1 안전의 정의

구분

인간의 삶과 안전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정 인간다운 삶, 의미 있

물리적
안전

고 행복한 삶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워릭(Worick)은 인간 삶의 철학과 안전의 철학(philosophy of safety)은 분리될 수 없
음을 말하였다(Worick, 1975: 1-2). 이는 삶의 철학과 안전의 철학 모두가 인간의 가치 있는 삶과
불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시키면서 사회 속에

안전
심리적
안전

피해 형태
- 부상, 사망 등 신체적 피해
- 건물 파손, 소실 등 물적 재
산피해
- 통신마비, 경제파급 등 사
회적 비용 손실 등

- 기술적 보완
- 제도적 보완

- 인간의 심리적 불안정

-

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또 그 인간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발
전과 진보를 이루어가려면 자기 자신 및 타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또 신
념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워릭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삶의 철학 속에 올바른 안전의
철학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안전(safety, 安全)을 어의적으로 풀어보면 편안할 ‘안(安)’과 온전할 ‘전(全)’이 합쳐진 말이다. 말
하자면 안전이란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때 안(安)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심
리적 평온 상태를, 그리고 전(全)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신체 또는 환경의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
다(차우규·표석환, 2016: 13).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온전하려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
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사전적으로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를 토대로 본다
면, 안전이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 인간들이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 분
투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스트라서(Strasser) 등은 안전이란 인간
행위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며 위험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구
안해 냄으로써 얻어지는 조건 또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trasser 외, 1973: 65-66).

확보 방안

기술적 보완
제도적 보완
안전교육 홍보
사회적 안정성 확보

비고

물리적 안전보다 요
구 수준이 높기 때문
에 비용 및 노력이
매우 많이 요구됨

물리적 안전의 경우, 예상되는 물리적 위험의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시설적 설치 및 보
완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리적 안전은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개개인마
다 느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전의 확보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과거에는 ‘안전=물리적
안전’을 의미했으나, 최근 다양한 대형사고 및 재난을 경험하면서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결국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심
리적 안전의 확보는 안전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신뢰 확보, 안전교육 및 홍보, 시민의식의 고양 등 사
회 전반의 충분한 안전 문화가 전제되므로, 단기간에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단순히 안전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법과 행동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안전을 위한 이론적 정립, 관련
개념의 이해, 안전 지식에 대한 이해, 사고·판단력의 함양, 안전 실천력 및 행동 기술의 습득, 사회
구성원의 재난 도덕성 확보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은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하는 안전은 물리
적 안전에 가깝다. 물리적 안전이란 우리의 신체, 물건, 재산 등이 1차적인 물질적 피해나 위험으
로부터 보호되거나 회피되어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교통사고 시 부상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띠

2 사고의 원인

를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 안전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전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이 없는 상태, 즉 안심(安心)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난사고나 안전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사고의 대응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거나 추정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의 종류, 발
병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난사고
나 안전사고도 그 정확한 원인과 위험 요소를 파악해 내야 보완 및 대처, 예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재난사고와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르다.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재난 발생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예방 및 대비의 부족, 대응 방법 및 수준의 미흡 또는 부실이 또 다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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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사람에 의한 것으로, 안전사고 당사자, 시설 및 장소 관리자·

가. 도미노 이론

책임자 등의 부주의, 대비 부족, 안전의식 결여 등이 그 원인
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재난사고는 인적 요
인, 물적 요인, 자연현상 등의 불가항력적 요인이 복합되어

사고 발생 과정에 관한 ‘도미노 이론’(The domino theory)은 하인리히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그는

있는 형태인 데 비해 안전사고는 인적 요인이 주를 이룬다.

방대한 사례 및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 현장의 사고가 대체로 불안전한 사람들의 행동, 불안전

이 중 가장 중요한 인적 요인과 관련해서, 하인리히
(Heinrich)는 50,000여 건의 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이른

한 기계적 또는 물리적 조건들에 의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고 원인이 연속적 발생 과정 형
<그림 Ⅱ-1> 사고 피라미드

태로 일어나게 됨을 지적하였다(Heinrich, 1950: 10-16).

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을 발견하였다(Heinrich,
1950: 24-32). 한 번의 주된 재해 또는 중대 사고(사망 또는 중상)가 있기까지에는 29회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경상)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300여회의 사고 징후(부상 없는 사고)들이 있
었다는 것이다. 이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사고 피라미드’(accident triangle) 모형이라고
한다. 개인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보면, 적어도 300번 이상 아슬아슬한 행동을 반복하던 사람이
계속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29회 정도의 경상을 입게 되고, 그래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직장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작업장 또는 기관에서 부상은 없지만 소소한 사고가 자주 발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경상을 입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종국에
는 인명 손실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 순간을 모
면하였다 할지라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잠재적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직장이나 생활 현
장에서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Ⅱ-2＞ 하인리히의 사고 발생 연쇄 과정

3 사고의 발생 이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의 유전적인 결함 요소가 개인의 결함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결함을 지닌 사람이 위험한 장소에 노출되면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
한 불안전한 행동이 위험한 장소의 불안전한 상태와 연결되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인적 피해

사고나 재난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고나 재난이 단순한 확률적 요인들
로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변수와 잠재된 위험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나 재난을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사고나 재난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
한 이론적 정립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다양한 사고 발
생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재난 발생 사례나 통계 등을 활용하여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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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적 피해를 주는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연쇄적 사고 모델(sequential accident
model)이라고도 한다.
도미노 이론은 최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고나 재해가 저절로 일어나
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체로 그 앞의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중간의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제거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미리 예방을 해
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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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 예방의 중심 목표를 불안전 행동(unsafe act)과 불안전 조

버드와 로프터스도 도미노 이론과 같이 5개의 손실 요인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재해를 일으키

건이나 상태(unsafe condition)를 제거하는 데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전자가 인적 요인이라

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하인리히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 첫 단계에서 전문적 관리·

면 후자는 물적 요인이 된다. 하인리히(Heinrich)는 이 중에서 전자에 더 중점을 두어 비판을 받기

통제 기능의 부족 문제와 마지막 단계에서 상해는 물론 재산상 손실까지도 고려하였다는 데 중요

도 하였지만(Sabet 외, 2013: 73), 인적 및 물적 요인들이 인과 관계 속에서 연속적으로 작용하여 사

한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인적 요인으로 작업/비작업 관련 문제, 정신적 문제, 질병, 좋지 못한 태

고와 재해를 낳게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고를 일으킬 만한

도, 이해나 능력의 부족 등까지, 작업장 요인으로는 부적절한 노동, 정상/비정상의 마모 내지 노후

원인을 먼저 찾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중요한 메

정도, 저급 장비, 불량한 디자인 또는 유지 관리 등까지도 살펴보고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시지이다. 특히 도미노 이론에서는 사람의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실도 중요하게 보지만, 보다 더

이같은 버드와 로프터스의 이론에 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건강, 기능 수준, 정서 상태의 불안정

주목하는 것은 사고 그 자체이다. 예컨대,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은 물론 작업장의 시설·장비 등의 물적 조건, 사회구조적인 요인, 관리와 통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이 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즉,

제 등의 요인들까지 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abet 외, 2013: 74). 따라서 사고와 재해를 방지

부상이나 손실의 발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고 이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과 물적·구조적 측면 모두를 살펴 위험 요인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제거함

를 예방하거나 미리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으로써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재해·사고 발생 5단계론

다. 깨진 유리창 이론

앞서 살펴본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원래 범죄심리학에서 비롯된 것이나 안전에도 중요하

해 지나치게 인적 요인에 비중을 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즉, 사람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사

게 적용되는 이론이다. 범죄나 무질서 및 각종 침해 등으로부터 개인 및 사회를 보호하고 평안하게 하

고 발생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

는 일 역시 안전의 핵심적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정립된 것은 1982년 미국의 윌슨

완하기 위해 수정 발전된 도미노 이론(Updated the domino theory)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버드(Bird)

(Wilson)과 켈링(Kelling)이 『월간 애틀란틱』(The Atlantic Monthly)에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

와 로프터스(Loftus)의 사고 발생 5단계 모델인 안전관리 접근론(Safety Management Approach)이
다. 이 이론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인적 요인 외에 통제, 관리 측면까지 포함하였으며, 사고
로 인한 결과 또한 사람의 손상은 물론 재산이나 운영 과정 등에서의 손실까지도 고려되었다. 이
이론이 제시한 다섯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Bird and Loftus, 1976).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Wilson and Kelling, 1982).
이 글에서 이들은 1969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 교수가 차량 두 대
로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한 바를 소개하고 있다. 두 대의 차량을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조금 열어둔 채
각각 뉴욕의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 거리에 놓아둔 것이다. 그런데 브롱크스에 둔 차는
10분도 안 되어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고 24시간 내에 쓸 만한 물건들 대부분이 절취되고 이후 완전히

① 통제·관리의 부족 또는 결여

파손되어 버렸다. 그러나 팔로 알토 거리에 놓아둔 차는 일주일 이상을 온전한 채로 보전되었다. 이후

② 기본적 원인·근원(인적 요인, 작업장 요인)

짐바르도 교수가 이 차를 망치로 부수기 시작하자 인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결국 완전히 부

③ 직접적 원인·징후(불안전한 행동과 조건)

서지게 되었다.

④ 사고 발생(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사건)

이 실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지역공동체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⑤ 손실 초래(재산, 사람, 과정)

따라 공동체 삶의 안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무질서, 법규 위반, 타인 권리 침해 등이
공공연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서 주민들 삶과 안전성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

통제의 부족
(관리)

기본적 원인
(기원)

직접 원인
(징후)

사고
(접촉)

재해
(손해)

른 하나는 이러한 공동체의 불안정, 혼돈, 범죄 등은 실은 작은 질서 파괴 행위, 위법, 일탈 등이 방치됨
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도 주의 깊게 살피고 챙겨 보지 않거나 무관심, 무책임할 때 그
작은 소홀함 또는 방치가 결국에는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삶에 위협과 불안전을 야기한다는

＜그림 Ⅱ-3＞ 버드 & 로프터스의 재해ㆍ사고 발생 5단계

것이다.
윌슨과 켈링은 바로 이런 현상을 들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들이 한 말을 직접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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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Wilson and Kelling, 1982: 2-3).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는 일은 그 환경과 조건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인간 실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방비 시스템의 구
축 등의 측면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결함 발생

결함 방치

결함으로
위험 집중

대형 사고
또는 피해 발생

＜그림 Ⅱ-4＞ 깨진 유리창 이론 개념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 재난은 한두 가지의 위험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소가 동
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치즈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 치즈는 제작 과정에서 발효 등의 작용으로 치즈 내부에 기포가 생긴 상태
로 굳게 되는데 치즈를 얇게 썰면 이러한 공극으로 인해서 치즈 슬라이스에 불규칙한 구멍들이 생기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은 어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고 그것이 수리되지 않은 채 방

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한 구멍들이 있는 치즈 슬라이스들을 여러 장 겹쳐 놓아도 그 치즈 슬라이스 전

치된다면 나머지 유리창들도 곧 다 부서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이는 살기 좋

체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치즈 슬라이스는 안전 요소들이며, 치즈 슬라이

은 동네이든 그렇지 않은 동네이든 마찬가지이다. …… 깨진 채 방치된 유리창은 아무도 이를 돌보지

스의 구멍은 안전 요소의 결함을 의미한다.

않는다는 징표가 되며 이후 더 많은 유리창이 부서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Ⅱ-5＞에서 왼쪽 그림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요소에 결

이 이론의 핵심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 위험 등이 확산된다는

함이 없고, 이러한 안전 요소가 중복적으로 준비되어 위험에 대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른

것으로, 사소한 무질서 혹은 결함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피해나 피해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

쪽 그림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는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 요소에도 결함이나 미흡함은 존재하며, 이

다는 의미이다.

러한 안전 요소를 중첩하여 대비하더라도 구멍이 뚫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정상 상태 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 상태가 아니지만, 일단 사소한 결함이

스위스 치즈 모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안전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

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대처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나

를 갖는다. 우선 사고나 재난은 아무리 여러 단계의 중첩적인 안전 요소를 갖추더라도 발생할 수

피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발견되거나 확인되었을 때 이

있으며, 이는 각 단계의 안전 요소마다 내재된 결함이 있고, 이러한 결함이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

를 소홀히 하거나 내버려두는 등의 우를 범하지 말고 그 즉시 보완하고 대처해야 이후 큰 사고를 막을

로 동시에 노출될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러한 결함 중 하나라도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예방되고 제어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여 빠르게 화재가 감지

라. 스위스 치즈 모델

되고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동시에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면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될 것이다. 그러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

스위스 치즈 모델(The swiss cheese model)

만이라도 정상 작동한다면, 신속히 화재 상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빨리 대피하지 못하더라도 스

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

프링클러를 통해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가 커지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스 리즌(James Reason)이 제시한 사고 원인

화재감지기만 작동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게 되면

과 결과에 대한 모형 이론으로, 오늘날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모

가장 타당한 모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두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장의

앞에서 본 하인리히와 버드의 사고 발생 원

치즈 슬라이스를 겹치더라도 구멍이 뚫린 상황으로, 사람들의 대피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화재

인론이 단선적 연쇄 모형의 성격을 띠는 데
비해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은 사고 원인

진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림 Ⅱ-5＞ 스위스 치즈 모델

을 다차원적 복합 모형의 관점에서 접근한
다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Katsakiori 외, 2009: 1007). 이 모형은 인간 실수(human error)의 본질, 다양
위험
성, 그리고 그 정신적 근원 등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 과정에서 등장하였다(Reason
외, 2006: 4). 따

라서 이 모형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일단 인간에게서 찾고자
하는 관점 즉, 인간의 실수를
최대한 막아
이상
현실
| 036 |

이 이론을 통해서 사고나 재난은 여러 위험 요소가 중첩될 때 발생하게 되며, 위험 요소 중 하나
라도 제대로 대비된다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형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 한
편으로는 현실에서 어떠한 안전 대책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
히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대비한 대응 및 대처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037 |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Ⅲ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연령별·계층별
발달특성과 안전교육
1. 유아기
2. 초등학교 학령기
3. 중학교 청소년기
4. 고등학교 청소년기
5. 장애인

Ⅲ. 연령별·계층별 발달특성과 안전교육 |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1 유아기

분의 협응력, 공간 지각력 등의 기본적인 신체 조정 능력들이 증진된다. 유아는 신체 움직임을 통
해 자신의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유아기의 신체 조정 능력의 발달은 유아의 자기 인식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아기를 지나 3~5세의 유아기에 접어들면 유아들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큰 변화

다음으로 신체적 안정성이 발달하는데, 신체적 안정성이란 신체 각 부분을 효율적으로 움직이

와 발달을 나타내게 된다. 많이 움직이며 활동적이 되고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진다. 동

고, 바른 자세를 형성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의 신체적 안정성을 발달시키기

시에 초보적이나마 자기 통제 능력과 자아존중감도 발달하며, 친구들과 물건을 같이 쓰거나 동생

위해서는 기본 운동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걷기,

을 돌보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들도 나타난다. 유아기의 교육은 그 이후의 삶에 상당히 그리고 지

뛰기, 달리기, 뛰어오르기, 멀리뛰기 등의 이동 운동 능력들이 보다 정교하게 발달한다. 나아가 조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찍부터 교육적 개입이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간주되

작적 능력이 발달하여 주변의 다양한 사물과 물체들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굴리기, 던지기, 끼우기,

어 왔다. 즉, 유아기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행동 기술들을 익히며 어떤 삶의 태도를 형성하느

두드리기 등의 다양한 조작 방법을 배운다.

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므로, 유아기의 안전교육 또한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
아기의 발달 특성과 안전사고 경향 그리고 안전교육 지도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렇듯 유아기에는 신체적 움직임을 정교화해 가는 다양한 능력들을 발달시켜 간다. 그러나 여
전히 미숙함이 있으며 숙달 내지 능숙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반복 행동 등이 필요하기 때
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기 쉽다. 이에 따라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사용

가. 유아기의 발달 특성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놀이 사
고, 그리고 운동 관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돕고 이끌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1) 신체적 발달
유아기는 그 이전의 영아기와 걸음마기에 비해 양적으로는 비교적 완만한 발달을 보이지만, 질

2) 인지적 발달

적으로는 보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변화와 수준 높은 운동 기능들의 발달을 이룬다. 유아기 신체

유아의 인지발달 특성을 보려면 먼저 피아제(Piaget)의 이론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 발달의 전체적 특징 및 이와 관련된 안전 지도에 관해 알아보면(김혜금 외, 2009: 62), 우선 영

익히 알고 있듯이, 피아제에게 있어 인간의 인지 또는 지적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

아기 때 머리 쪽이 먼저 발달하여 무게 중심의 불균형이 생기던 것에서 벗어나 신체의 무게 중심

임없이 재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변화, 발달해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인간의 정신은 조직화

이 점차 아래로 이동하고 성인의 신체 비율과 비슷한 균형이 생긴다. 즉, 영아기에 비해 양적인 성

와 적응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다른 인지구조로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사고와 행동 발달이 연령

장률은 감소하지만 다리와 몸통 부분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몸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다. 또한,

에 따라 연속적이며 계열적인 단계를 거치며 서로 상이한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 그의 경험적 연구

영아기에 비해 활동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서 있는 자세

의 결과이다. 이른바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

가 훨씬 안정되고 이동 능력도 발달하여 걸음걸이의 속도와 리듬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뛰기, 점

작기(11~15세)의 발달 단계론이 그것이다(Piaget and Inhelder, 1969; Phillips, Jr., 1969). 피아제

프하기 등 다양한 공간 이동능력의 발달을 보여준다,

의 인지발달에 의하면, 자신 및 환경에 대한 현실적 지식 내지 앎이 없이 전적으로 자기중심주의

이러한 신체 발달에 있어 리듬감, 균형감, 그리고 협응력 등의 증진은 유아의 모험 놀이를 증대

에 놓여 있던 영유아가 점차 나이가 들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논리와 언어를 능숙하게

시키고 적극적인 대근육 활동 과정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고, 사고와 판단 및 문제해결력 등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서 환경

충돌을 하거나 높은 놀이 시설에서 떨어지는 등 놀이 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유아기

을 조작, 처리하게 되며, 현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면서 대처해

에는 놀이 기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함께 놀이할 때의 규칙, 그리고 그러한 규칙들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을 잘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에서 보면 유아는 4단계 중 전조작적 단계(preoperational stage)에 놓

정정옥 등은 더 나아가 유아기의 신체 발달을 몇 가지 측면에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에

이게 된다(Piaget, 1973: 54-61). 물론 피아제의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존재하고 인

따른 안전 지도의 유의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정정옥·임미혜, 2013: 22). 먼저,

지발달 단계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김경혜 외, 2012: 112), 사고의 발달이 낮은 수

소근육 및 신체 조정 능력 측면에서 보면, 영아기와 걸음마기에는 대근육이 주로 발달하였던 데

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특정 단계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비해, 유아기에 들어오면 소근육이 보다 정교하게 발달한다. 이에 따라 신체 균형 유지, 신체 각 부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하다.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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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이기숙 등이 유아들의 지적 능력 및 사고 발달의 중요한 특징과 이에 따

들을 감안하여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길을 건널 때 팔을 들고 건너가도록 지도하

른 안전 지도에 관해 제시한 바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이기숙 외, 1997: 30-32). 첫째, 유아기

면 유아들은 자신들이 팔만 들고 건너가면 언제나 모두가 멈춰 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또한

는 전조작적 단계의 특징인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사고 범위가 확장되는 등 영아기에 비해 보

공간 지각이 상당히 제한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주차된 차 가까이에서 놀 때 차가 움직일 수 있다

다 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감각운동기인 영아기에는 눈에 보이는 물체나 대상에만 국한하여 사고

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사고의 집중화 경향으로 인해 놀이에 열중하

하였으나, 전조작기 단계에 들어오면 주변의 여러 사물 및 대상과 관련하여 상징(symbol)과 심상

게 되면 놀이 이외의 교통 상황이나 위험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가 하면, 골목길에서

(image)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언어나 그림을 이용한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며,

차량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 시각 정보에 집중해 있게 되면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

행위 대신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해 가게 된다. 또한

기곤 한다. 사고의 비가역성으로 인하여,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 유사한 상황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행동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림, 언어 등으로 그것을 알리고 이해할 수

대처할 수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을 기대하는 일도 어렵다.

있게 된다.

따라서 이미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유아를

뿐만 아니라, 언어나 그림 등 기호적·표현적 상징을 통한 사고가 내면화되면서 그 이전과는 질적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서는 그야말로 행위의 맥락(behavioural context) 즉, 실제적 상황

으로 다른 사고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감각운동기의 사고가 순차적인 현재의 상황과 장면 등에

(realistic situation)에서의 실습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황중심 학습, 교사의 안내와 비계

국한되는 데 비해, 전조작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시·공간적으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활동의 순서

(scaffolding) 제공, 교수자-유아 및 유아-유아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일

또한 바뀔 수 있는 등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언어를 통해서 과거

도 중요하다(Cullen, 1992: 13-14). 더하여 사물, 대상, 상황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놀이 과정에서

를 다시 체험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일과 이를 통해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이루어 가도록 이끄는

유아기의 이러한 사고 능력의 발달은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준다. 즉, 위험 요

일도 필요하다.

소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조심하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영상 매체나 그림,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교

3) 사회정서적 발달

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위험 요인이나 대처 방법 등을 인식, 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아기에 정서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일은 또래 및 성인들과의 관계는 물론 장차 인간 공동

가능하게 된다.

체 속에서 바람직한 한 구성원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운영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된

둘째, 유아기에는 전조작적 사고 단계의 주된 특징인 자기중심성, 중심화, 그리고 비가역성이 두

다. 유아기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미국 교육부 조기교육 부서(The U.S. Department of

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안전 지도가 요구된다. 사고의 자기중심성(egocentration)

Education’s Office of Early Learning)에서는 정서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 통제 등의 측면

이란 자기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

을 중시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자기 인

다. 유아들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식, 행동 성향, 타인과의 관계 맺음, 애착, 목표 성취 행동, 그리고 자기 규율 등을 중시하여 접근하

생각하는 것은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사물을 자신이 보는 각도에서의 모양으로만 생각할

기도 한다(Shala, 2013: 787). 여기서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해 정서 표현과 이해, 자기

뿐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아기의

통제력, 그리고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고려한 안전교육이 요청된다.

우선, 정서 표현과 이해의 측면을 보면(조성연 외, 2005: 309-312) 생후 2~3개월 무렵부터 정

한편, 전조작적 단계의 사고 특징 중 하나인 중심화(centration)란 유아가 자신이 지각하는 한 가

서 분화가 시작되어 2세경이 되면 성인이 보이는 거의 모든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요소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그 외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컨대, 유아가 어떤

기쁨과 분노, 공포, 질투, 애정 등의 다양한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는 미숙하

사물을 지각함에 있어 시각과 같은 특정 자극에 집중하게 되면 그 외의 다른 자극, 즉, 청각이나 촉

고 지속 시간이 짧으며 정서 표현도 매우 급격한 특징을 보인다. 유아의 정서 변화가 급격한 것은

각 등의 자극은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란 거꾸로 되돌려

정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유아들은 울다가도 금방 기분이 좋아져 잘 놀곤 한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들에게는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

그러나 이러한 유아의 정서 표현은 나이가 들면서 억제 능력이 커져 행동적인 표출은 줄어든다.

람의 느낌, 생각, 입장 등을 이해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것이다.

또한 유아기에는 정서 표현과 더불어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도 발달하는데 일반적으로 슬픔과 같

따라서 유아들에게 안전 지도를 할 때 이들의 자기중심성, 중심화, 그리고 비가역성이라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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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좋다거나 행복하다는 등의 긍정적 정서를 더 쉽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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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에는 또한 자기 통제력이 발달한다. 자기 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

로서의 자기를 확립해 가는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적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가

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대체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로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송

Prevention)에서는 출생 후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이 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발달 지표들을 제시

명자, 2012: 262-268). 유아의 이러한 자기 통제력 발달은 일찍부터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

하고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CDC, 2013: “Developmental Milestones: Your Child at 3-5

들의 양육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가 유아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 신

Years”). 즉, 3세에서 5세로 성장해 가는 동안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분리를 이루면서 점점 더 독립

중하고 일관성 있게 처벌하며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을 강화하거나 도와주는 규율 있는 양육을 할

적인 행동을 수행해 가는 일, 다른 친구들에 대한 애착감을 가지기 시작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주

때 유아의 자기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모델로서

고 자기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일, 차례로 번갈아가며 게임에 참여하고 혼자보다는 또래들

부모 자신의 자기 통제 행동 또한 유아들의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주요 수단이 된다고 한다. 유아

과의 놀이를 더 즐겨하며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능력과 성향을 발달시켜 가는 일, 자라면서 점

의 자기 통제력은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유아의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 도

점 더 규칙을 잘 지키는 성향을 발달시키는 일 등을 중요한 발달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

움이 되는 부모들의 양육 방식과 태도 등은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리가 안전교육을 실행할 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

수 있다.

력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며, 유아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들을 격려하고 강화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아발달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켜 갈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 감정, 태도 등
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3~5세가 되면 유아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 나이, 성별, 외모, 유능

나. 유아기의 안전사고

성 등을 기준으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이대식 외, 2010: 224-225).

1) 유아기의 일반적 안전사고 경향

유아기에 이렇게 자아개념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자율성 또한 증대되기 시작한다(조성연 외,

앞서 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

2005: 312-313). 유아는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머물면서 신체적 접촉을 유지하려고 하

을 지니는 유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

지만, 3~4세가 되면 그러한 욕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크게

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의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애착 대상인 어머니에게서 분리될 수 있으며, 부모와 자신이 다른 개체라고

먼저, 연령대별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한국소비자원, 2019. 5.: 6, 23-26) 어린이 발달단계 중

인식하는 개체화(individu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아는 주도성과 자기의

‘걸음마기’의 안전사고 발생이 11,678건, 4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가 ‘유아

식이 강해지면서 점차 독립심과 자신감을 얻고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

기’로서 5,586건, 23.2%로 나타났다(참고로 학령기는 4,847건(20.1%), 영아기는 1,986건(8.2%)

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걸음마기가 가장 안전사고율이 높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정상적인 발달 또한 매우 중요

은 것은 이 시기가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때인 동시에 균형 감각 및 신체 민첩성이 완전하지 못해

하다. 안영진에 의하면, 사회적 행동이란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과 상호 규정의 관계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유아기에 두 번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안영진, 1996: 205-

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기에 비해 적극적으로 놀이를 즐기는 등 활동량이 많아

206). 전자는 다른 유아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으로서 협력

짐에 따라 안전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적·실용적·우호적·동정적 행동들인 데 반해, 후자는 소극적인 비사회적 행동으로서 비협력적·공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들의 안전사고 경향을 살펴보면, 위해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유아기

격적·반항적·적대적·경쟁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 형성의 기초로 공동체 의식

에 발생한 2018년 안전사고 총 5,586건 중 상당 부분인 3,506건(62.7%)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

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사회 성원 간의 공동 목적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서로 협동하며 계

다. 다음으로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479건(8.6%), ‘교육시설’ 385건(6.9%), ‘도로 및 인도’ 206건

속적인 활동을 통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유아들의 경우는 스스로를 집단생활에 적응시켜 나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위권을 차지한 위해 발생 장소는 ‘주택’, ‘여가 문화 및 놀

감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형성해 가게 된다고 본다.

이 시설’, ‘교육 시설’이었는데, 걸음마기에 비해 ‘주택’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그 외 ‘여가 문화 및

사람이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가려면 부모로부터의 정상적인 분리와 독립적인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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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해 품목별로 살펴보면 ‘바닥재’가 651건(11.7%), ‘놀이터 시설’ 508건(9.1%), ‘침

이 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1.6%), 인천(1.6%), 서울(1.3%), 경기(1.3%) 순으로 나타

실가구’ 397건(7.1%), ‘문’ 319건(5.7%)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5년간 ‘바닥재’, ‘놀이터

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32.2%이며, 이는 초등학교

시설’, ‘침실가구’, ‘문’, ‘완구’ 품목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81.9%, 중학교 89.2%, 고등학교 96.2%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어린 유아들에

는 유아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다양한 실외 활동이 늘어 ‘놀이터 시설’, ‘자전거’, ‘계단 및 층계’ 등

대한 사고라는 점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외부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안전사고 다발 발생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교실에서 가구 또는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위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바닥재,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넘어짐’ 사

사고가 많았으며,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유치원 안전사고

고가 8,461건(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상, 침대 등에 ‘부딪힘‘ 사고는 6,821건으로 24.6%를

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다발 빈도 사고 유형을 보면 일반 교실에서 가구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침대, 소파 등에서 ‘추락’한 사고가 4,295건(15.5%), 문이나 승

와의 충돌 사고, 일반 교실 내에서의 전도 사고, 일반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충돌 사고, 활동 공간에

용물 등에 ‘눌림·끼임’ 사고가 2,260건(8.1%)이었다. 결국 유아기 안전사고 중 약 3분의 2 정도가

서의 운동·놀이 기구와 충돌 사고, 활동 및 이동 공간에서의 전도 사고, 활동 공간에서의 운동·놀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추락 등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구에서의 추락사고, 그리고 일반 교실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사고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또한, 위해 증상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근육,

점을 감안한 관리와 지도의 필요성이 높다.

뼈 및 인대 손상’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피부 및 피하조직 손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참고하여 유의할 만한 점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상이 58.7%, 뇌진탕 및 타박상이 17.5%, 그리고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10.9%로 나타나 이들을

먼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

합한 정도가 87.1%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손상들이 유아기의 대부분의 위해 증상을 이루고 있음

타나고 있다. 그리고 설립 연도에 따른 사고 유무 분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을 볼 수 있다.

설립한 지 30년 이상 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76%로 가장 높아 유치원의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경향

그리고 학생 수 증가에 따라 10건 이상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교사 1인

한편,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및 유치원 관리, 운영

대비 학생 수가 증가할수록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비율도 높아졌다. 즉, 교사 1인 대비 학생 수가

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12~2014년 사

15명 미만인 경우 사고가 10건 이하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데에 비해, 15명 이상인 경우에

고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특성 파악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원

서는 10~30회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교 총면적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5).

학교 즉, 인구 밀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먼저, 학교 안전사고의 학교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유치원에서도 유아 학습지도 및 각종 활동 시에 유아들 수에 따라 적정한 지도 교사들이 배치되어

으로 일반계 고등학교(24%), 유치원(6%)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야 하고, 유아 수 대비 유치원 공간의 밀도를 고려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는 데 비

시사해 준다.

해 유치원에서는 일반 수업 시간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끝으로,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학교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등교보다 하교 시에 더 많은 것으로 나

나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특별한 관심과 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타났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람과 충돌(부딪힘/맞음) 사고 분포의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찔림·베
임, 끼임, 화상의 경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찔림·베임 사고 비율이 높아 수업기자재 중 찔림·베임 사고 유발 용품에 대한 점검,

다. 유아기의 안전교육 지도 방안

학용품·교수 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점검 및 강화, 화학 물질·환경 호르몬 함유 등 학생 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별 학생수 대비 안전사고 발생률을 분석해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유치원의 경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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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유아들을 보호하

지 않는 두꺼운 강화 유리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투명 유리문의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유아

고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그렇다면 무엇

의 눈높이에 반투명이나 그림 등으로 표시해 준다. 또한 문틈 사이로 손과 발이 끼이지 않도록 끼

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우선 유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동시에 안

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교실 바닥은 난방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전사고 또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정 및 유치원이라는 중심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및 지도부터 살

턱이 없어야 한다. 또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바닥재를 사용하고 충격 흡수가 되는 어린이용 바

펴보고자 한다.

닥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책상이

먼저, 가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따라 예방 및 대처가 필수적이며 이와 관
련하여 이수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이수재, 2016: 230-234). 거실에서의 안전

나 의자, 피아노 등이 계단 역할을 하여 유아가 창문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한다. 블라인드 줄은 유
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짧게 정리해 두고, 교구장 등은 단단히 고정시켜 두도록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장이나 TV와 같은 무거운 가구들이 넘어지지 않게 잘 고정되도록 하고,

유희실의 경우, 유아들의 키 높이의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에 충격을 완화하고 청결을 유지하

전깃줄은 벽에 잘 고정시켜 두며,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항상 치워둔다. 의약품이나 화

기 쉬운 재질로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놀이 중 서로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구를 서로

학 물질 등은 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창이나 베란다 옆에는 유아가 딛고 올라설 수

충분한 공간을 두고 비치한다. 뿐만 아니라 유희실 안전 규칙을 알려주고 잘 준수하도록 안전교육

있는 가구를 두지 않도록 한다. 주방에서는 그 용품들로 인해 베임, 찢어짐, 찔림, 고온에 의한 사고

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규칙 준수가 습관화되어야 한다. 화장실은 교실과 바로 연결해서 설

가 많으므로 냉장고, 싱크대, 서랍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잘 닫아두고 잠금 장치를 단단히

치하고, 미끄럼 방지 재질의 바닥재 등을 사용하고, 온수는 뜨겁지 않게 그리고 세제 및 청소용품

해둔다. 칼, 포크, 가위, 채칼, 알루미늄 호일 등 날카로운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은 유아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계단에서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

하고, 각종 세제나 살충제, 가구 광택제 등도 역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잠가두도록 한다. 또한 개

도하고 미끄럼 방지 설비 등 안전장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하도록 한다. 조리실 및 식당의 경우,

나 고양이 및 여타 가정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

안전문을 설치하여 유아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화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취

도하고 늘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해놓고 또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난감, 생활용품 등의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

침실에서는 뾰족한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문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잘 발생하므로 안전장

준이나 규정, 매뉴얼 등에 따라 구입, 설치, 사용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 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

치를 잘해두고 늘 주의하도록 지도하며, 블라인드 끈이 아동의 손에 닿지 않도록 미리 감아 올려

해 철저한 환기,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친환경 제품 사용, 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등의 예방 및

놓는다. 욕실에서는 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온도를 확인하고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조치가 늘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전 발판이나 고무 매트 같은 미끄럼 방지 도구를 깔아놓도록 한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

유치원 실외 안전 또한 중요한데, 유아의 경우 매일 1시간 이상 실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

닥의 물기를 확인하고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를 한다.

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유아들이 도로나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해 두는 것

베란다에서도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베란다나 창문에는 반드시 난간이 설치되어 있

이 안전하다. 실외 놀이터에 위험한 물건이나 물질, 시설 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

도록 하고, 난간의 높이는 바닥에서 최소 120cm 이상으로 하여 몸의 중심보다 높게 되도록 한다.

아들의 많은 활동량을 고려하여 놀이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을

난간 세로대의 간격은 머리가 빠지면 몸통도 빠질 수 있으므로 머리의 크기보다 좁은 10cm 이하

확보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로 한다.

실외에서의 놀이기구들로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조합놀이대, 모래 놀이시설 등이 많이 이용되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윤

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골절 사고 중 놀이터 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희 등은 유치원을 실내·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심윤희 외, 2018: 177-

로 나타나고 있다. 놀이 기구에서 추락하거나 빠질 수 있고, 파손으로 생긴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

201). 우선, 유치원의 경우 실내에서의 안전사고가 실외에서보다 3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 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 기구에서의 안전사고는 유아 안전에 대한 지식 부족, 성

구체적으로는 보육실에서의 사고가 가장 높고 이어서 유희실, 복도 및 계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

인들의 안일한 태도, 지도 소홀, 그리고 시설의 안전성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유아들이 안

다. 결국 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사고 또한 그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전하게 놀이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교육적 지도들을 꾸준

수 있다.

히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 실내에서의 안전 및 지도가 중요한데, 현관의 경우 항상 잠겨 있어야 하고 유아들

나아가, 유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야외 활동에서의 안전 및 지도 또한 중요하다. 유아 야외 활동

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출부, 문턱이 없는 것을 권장한다. 유리문의 경우 안전하고 깨지

은 일상적인 야외 활동과 현장 학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거나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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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이용, 인근 공원 나들이 가기 등 걸어서 주변을 탐색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며, 후자는 공연 관

는데, 혼잡한 길가나 도로가 아니라 전용 놀이터나 안전한 곳에서 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람, 기관 방문, 박물관 견학, 농장 체험 등 차량을 이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통계에 의

한 신체에 적절한 크기의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구입하여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하면, 교육활동별 영유아 사고 현황에서 야외 활동이 실내 자유선택 활동 다음으로 사고 빈도가

잘 연습시켜야 한다. 헬멧,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갖출 뿐 아니라 안전 깃발

높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위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음을 인지할 뿐 아

이나 반사기 등 보호 기능 장구 등도 부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니라 벌 등의 곤충, 개를 포함한 여타 동물들, 야생 식물 등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안전 수칙을 준
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야외 활동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유아 안전교육 중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화재 및 화상 안전교육도 필수적이다. 재난대비 안
전교육의 목표는 유아들이 재난 발생의 징후를 인식하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익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아 대상의 재난 대비 안전교육에서는

2) 유아 안전교육 주요 영역별 안전 지도

주로 자연재난의 의미와 위험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연재난으로부터

위에서 살펴본 유아들의 중심적인 생활공간에서의 안전뿐 아니라 종래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안전하게 대피하는 안전 수칙 등을 지도내용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오던 안전 영역별 대비 및 지도 또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숙 등은 교통사고 예방, 놀이 안

구체적으로 태풍, 홍수, 호우, 천둥, 번개, 폭설, 한파 등과 관련하여 그것들이 무엇이고 왜 위험한

전, 스포츠 안전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이기숙 외, 2014: 32-34). 먼저, 유

지를 알도록 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 실외에 있을 때 위험 장

아기에는 신체적인 균형 능력이 발달하고 점차 또래 친구와 이웃, 유아 교육기관 등으로 활동 범

소 알기, 실제적인 행동방법 등을 지도한다.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위가 확대되면서 가정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사고의 위

인식하고, 그것들이 왜 우리 건강에 해로운지를 알도록 하며,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기, 집에 돌아

험성이 높아지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유아 자신이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

와서 손 씻기 및 양치질하기 등을 익히도록 한다. 지진의 경우에도 그 현상 및 원인과 피해를 이해

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의 중심화와 자기중심성, 비가역성

하고,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도한다. 대체로 이러한 지도를 할 때에는 사

등 전조작기 단계의 인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역할놀이 등을 통해 행동 방법을 익히게 한다.

대한 대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함께 교통안

한편, 화재는 교통사고와 함께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 및 화상

전 수칙을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길을 건널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녹색불이 켜졌을

의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고 신체적으로 중대한 손상을 남기고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기

경우에도 좌우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팔을 들고 건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등이 그 예가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화재 및 화상

된다.

안전교육에서는 유아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 지식과 기능, 태도

놀이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데, 유아기의 특징적인 놀이로는 구성 놀이, 상징 놀이, 사회극 놀이,

등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구성 놀이는 어떤 생각이나 목표를 갖고 사물을 조작, 구성하는 수준의 놀이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도 내용으로는 화재의 원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화재 시 적절한

를 말하며, 상징 놀이는 가작화 요소(as if elements)가 내포된 놀이로서 막대기를 들고 전화기처럼

대처 방법과 필요한 행동 기능, 화상의 종류와 예방법, 화상을 입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등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변형하여 하는 놀이이다. 사회극 놀이는 상징 놀이가 더욱

등을 다룬다. 특히, 성냥, 라이터 및 주위에서 종종 사용하는 점화 장치의 위험성을 알고, 어른이 사

발전된 형태로, 한 명 이상의 친구와 함께 협동하여 놀이 주제를 진행하고 놀이에 참여한 또래들

용하는 물건이라는 점과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건물에 갇혔을 때의 대처

사이에 언어, 행동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놀이는 놀이 규칙에 따라

방법 등을 지도하고, 무엇보다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반복하여 몸에 익히도록

진행되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사회적 놀이 형태이다. 이러한 놀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화재 대피 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놀이의 역할 분담이나 게임 규칙 준수 등에 관한 갈등이 신체적인 싸움으

안전교육 교수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질서 있게 실시함으로써 유아들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

로 번질 수 있다. 때리거나 미는 등 공격적 행동이 때로는 심각한 상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체적 공

고 필요한 행동을 잘 익히도록 하며, 훈련 후에는 평가회를 갖고 훈련 일지 등에 기록으로 남기도

격보다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록 한다.

유아기에는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고 즐기는 정도가 매우 커지는 만큼 이 시기에 스포츠를 즐

마지막으로, 신변안전 관련 교육 및 최근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 안전과 약물

길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우선 배워야 하나 동시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 수칙도 처음부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윤희 등이 제시하고 있는 바를 정

터 배우고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래에 들어오면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등을 많이 즐기

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심윤희 외, 2018: 제11장-제14장). 먼저, 실종이란 납치, 유인,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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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아

유아를 포함한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유도하는

는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찾지 못했을 경우 가정 해체의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행위로, 성기 추행, 음란물 보여주기, 성매매 매개, 성적 행동이나 성폭력에 의한 불안감·공포심 조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지도할 때는 머릿속 생

장 등 모든 행위들이 포함된다. 아동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보다 주로 가족, 친인척, 이웃 등 아는 사

각이 아닌 육체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내재화 할 필요가 있으며, 역할극 등을 통해 실제적 교육을

람들이 친밀감을 이용해서 유인, 위계나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반복적으로

하도록 한다. 예컨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멈춰요-생각해요-도와주세요) 등을

일어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 성폭력의 징후는 생식기나 항문, 구강 등에 나타나는 신체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지속

적 징후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위축, 환상, 외톨이 등의 행동적 징후가 있으며 신체적

적,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상해는 물론 우울증, 자아존중감 저하, 수면 장애, 공포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한다. 유아

유괴란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두어 그 자유

를 포함한 아동들에 대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에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구별하기, 다른 사

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라 하고, 기망·유혹을 수단

람이 내 몸을 만질 경우 “안 돼요, 싫어요!”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고 하며,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한다. 유괴의 유형은 호기심 유발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기, 외출할 때는 보호자에게

형, 동정심 유발형, 지인 사칭형, 물리적 강제동원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괴 예방교육 방법

이야기하기,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 알려주기,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등을

으로는 유괴범들의 접근 방식 상황을 직접 재연하는 역할놀이를 통해 지도하기, 유괴범들이 험상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궂게 생기거나 무섭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절하게 접근한다는 점 강조하기, 낯선 사람이든

오늘날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유아들에 대한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또한 안

아는 사람이든 부모의 허락 없이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기,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분명하고 완강

전교육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에는 유아들도 컴퓨터로 놀이를 하고

하게 저항하도록 평소에 훈련하기(소리치는 것이 생명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를 분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교육용 게임을 하는 등 아주 어린 시절부터 뉴미디어 시대의 사회

하기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의 아동

문화적 영향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컴퓨터를 너

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 이른 시기부터 사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문제 학습의 어려움, 인간성 상실의 위험, 컴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

퓨터·인터넷 중독, 신체 발달에의 악영향, 사회적 고립과 대인 관계의 장애, 또래 상호작용의 감소,

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성인물이나 폭력 사이트 접촉으로 인한 폐해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③항). 이 의미 규정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부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서는 유아들에게 ‘TV, 인터넷, 통신 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행동으로 가하는 행위 뿐 아니라 유기와 방임 같은 소극적 행위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결국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를 내용 요소로 설정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의미와 원인·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

특성·폐해, 인터넷·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

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부모, 교육기관, 사회 등 여러 측면의 요인에

법, 인터넷·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 습관 등에 대해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6. 3.).

의해 발생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①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

이러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가족 공동 공간

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에 두기, 사용 시간 정하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30분에 한 번씩 쉬기, 사용 내역 체크하기, 중독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아동 보호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고가 의무

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기 등의 지도가 요청된다. 그리고 유아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교

로 부여되어 있는데,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에게도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수자들은 컴퓨터를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하고 1대의 컴퓨터에 2~3명의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안전교육 교수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된 필요한 소양을 쌓고

서 사용하고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 등의 활동을 놀이 활동의 하나로서 즐겁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유아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

상호작용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유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선택·제공하며 컴퓨터 등의 놀이학

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중앙아동보호전

습 운영에서 또래 간의 협동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마련, 운영하도록 한다.

문기관, 2016)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스마트폰에 ‘아이지킴이콜112’를 설치해 두고 활

마지막으로 유아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 관련 안전교육 또한 필요하다. 약물 오남용이란 오용과

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부

남용이 합쳐진 말인데, 전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

모의 양육 방법 및 태도에 관한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행위를 말하고, 후자는 의학적 상식·법규·사회적 관습에서 일탈하여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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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약물 오남용의 경우 신

화재 대피 훈련, 뜨거운 물건 주의하기, 성냥과 라이터 등 화재 위험물 알리기)를 연속해서 다루고

체적으로는 일시적 환각과 도취 상태에 빠지고 혼수상태에 이르기도 하며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있는데, 각 주제마다 학습 내용과 활동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 프로

이 떨어지고 생리 작용의 저하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판단력과 도덕심의 상실

그램에서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행하고 있는지 두 번째 주제인 ‘화재경보기에서 소리가 날 때, 밖

로 범죄와 각종 비행에 쉽게 빠지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으로 나가서 안전하게 있어요(When You Hear a Smoke Alarm, Get Outside and Stay Outside).’를 살펴

한다. 유아의 발달 특성상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지만

보기로 한다.

조절 능력이나 인지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를 실행하는 일

먼저, 도입 단계에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가지고 토의(discussion)를 한다. 교수자는 여러 가

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의 세제나 방향제, 스프레이, 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은 유아에게는 치명적

지 발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유아들은 이에 대해 대답하고 토의하면서 위급한 경우에는 큰 소리

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빙초산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 등도 다량 삼키게 되면 위해

가 급하게 울리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어서 강아지, 우는 아기, 자동차, 불자동차, 화재경

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약의 복용량과 복용 시간 등은

보기의 다섯 가지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유아들은 직접 몸을 움직여 그것들이 내는 소리를 분별

반드시 의사, 약사의 지시를 준수하여 실행해야 하며 습기, 고온, 직사광선을 피하고 유아의 손이

하면서 도움이 되려면 소리가 크게 나야 함을 파악하도록 한다.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약품 사용 설명서나 약사가 냉장 보관할 것을 지

이어서 본격적인 안전 수업의 전개 단계로 들어가는데, 유아들에게 화재경보기를 직접 보여주

시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조제한 지 오래된 약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버리도록

고 단추를 누르면 ‘삐삐삐’ 하는 큰 소리가 나게 되니 주의하도록 일러준 후, 직접 단추를 누르면서

한다. 또한 먹다 남은 약을 유아나 다른 이가 먹지 않도록 하고, 사용 도중 다른 용기에 약물을 옮길

소리를 확인하게 한다. 이어서 교수자가 관련 질문들을 던지면서 토의를 한 후 이 기계가 언제, 왜

경우 잘못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바꾸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약품이나 세제류,

작동하고, 왜 큰 소리가 나며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삐삐삐 소리를 들으면

방향제, 스프레이류, 소독제, 구강청결용액 등에 예컨대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 등을 통해 그 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집 밖으로 나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야 한다 등을 설명해 준다.

험성을 알게 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어서 ‘화재경보기 노래‘를 들려주면서 졸고 있는 곰, 개구리, 천정에 부착된 화재경보
기 그림을 제시하고 노래 속에 나오는 소리에 맞는 그림을 들어 올리도록 한다. 그리고 노래를 통

3)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의 적용

한 공부가 다 끝나면 화재경보기의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왜 큰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때 유아

앞서 유아기 발달 특성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적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발달시

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답하면서 토의를 한다. 다음에는 ‘마야이

킬 뿐 아니라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

야기’를 들려준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마야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부모와 함께 집 밖의 미

지적으로도 언어, 그림 등을 통한 기호적, 상징적 사고까지 가능해지는 동시에 인지의 범위가 시·

리 정해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고 있다가 상황 종료 후 부모의 말씀에 따라 다시 집 안으로 들어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유아들은 사

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서 마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특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을 즉

회·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한편 또래들

시 멈추고 대피한 점 등), 우리는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스스로를 통제해 나가는 능력도 발달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전조작기

문답과 토의를 한다.

사고 단계의 제한점 또한 가지고 있다.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는 잠자던 남자 유아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는 모습(옆에

유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바로 이러한 발달 특성들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지도 방법을 적용,

는 곰인형이 있음)이 담긴 색칠하기 카드를 보여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유아가 곰인형을

실행할 때, 이들의 안전 생활 역량을 제대로 길러내고 또 기대하는 소기의 교육적 성과들을 얻을

가지고 대피해야 하는지 등을 묻는다. 유아들과 답하면서 장난감 등에 집착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

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한 후, 카드에 새겨 있는 ‘밖으로 나가서 안전하게 대피해요(Get Out &

고 구체적인 지도 방안들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방화협회

Stay Out)’라는 글자에 색칠을 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경보기와 화재경보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구안, 제공하고 있는 화재안전 교

기 소리 및 취할 행동 등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육프로그램 ‘Learn Not to Burn’을(NFPA, 2014)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NFPA

이 프로그램 교재에는 선택 활동들도 소개되어 있는데 대안적 비디오 자료와 노래 자료, 활동 등

에서 학생 및 교사들의 화재 안전 및 그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40여 년이 넘

이 그것이다. 특히 잠자고 있다가 또는 블록 쌓기 등을 하다가 화재경보기 소리가 날 때 밖으로 나

는 기간 동안 발전시켜 구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5가지 주제(소방관, 화재경보기, 가정에서의

가 안전한 곳에 대피하는 행동을 가상 놀이(pretend play)를 통해 직접 시연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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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소개,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면서 교육
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활동 및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미 오래전에 유아기의 화재안전 교육에서 그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언어, 용어, 이전의 학습 경험,
눈높이, 구체적 활동을 통한 학습, 영상물의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는데(Dalbey,
1994: 24), 바로 그러한 접근이 충실히 도모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단계에서는 문답과 토의,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활동 등의 방법과 사
진 자료가 활용되었고, 전개 단계에서는 교수자의 시연과 유아들의 실물 화재경보기 접촉 및 단추
를 눌러서 소리 확인하기, 문답 및 설명, 토의, 노래 부르기, 이야기해 주기 등의 다양한 방법·활동
과 화재경보기 실물, 노래, 그림, 비디오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역시 문답
과 토의 그리고 색칠하기 활동 및 그림, 색칠카드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선택 활동으로는 대안 자료의 활용 및 가상 놀이, 건물 밖으로의 대피와 안전한 장소에서
의 대기를 직접 해보면서 익히기 등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교재의 마지막에는 학부모들에게 보내
는 안내문(Family Letter)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그대로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안전교육 프로그램에서 화재경보기 관련하여 어떤 지도를 했는지 소개하고 가정에서 학부모
들이 유아들에게 다시 한 번 가르치고 화재 시 대피 계획과 방법 및 대피로를 미리 구상해 놓고 직
접 유아들과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해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른 주제에서는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관을 초청하여 화재안전 교육 관련 도움을 받도록 권장도 하고 있다. 이는 가정 및 지역사회
와도 연계한 화재안전 교육의 방법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주어진 수업 시간에 비해 다소 많은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학습 부담 측면에
서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교실 수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릴 때 밖으로 대피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활동을 본 수업이 아닌 선택 활동으로 한 것
은 상당히 아쉽다.

•
유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의 내용에 따라 각 활동을 수행하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상시 일
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견학이나 다른 어떤 행사가 있는 경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전·사후 안전 역시
고려해야 한다.
◼발달 수준 및 차이의 고려
•유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은 대상 연령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되어야
한다.
•유아들의 경험과 발달 특징에 맞게 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의 범위와 깊이를 결
정하고 각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선정, 적용한다.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인 용어와 예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가르친다.
•유아는 발달에 개인차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안전사고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교
육에서 개인차와 성차를 고려한다.
◼ 안전 생활을 위한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의 증진
•
교수자는 유아들에게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들의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도록 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아들이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
고 이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르며 이를 통해 인지발달을 또한 도모한다.
•유아들이 안전과 관련된 사물과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
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적절히 격려한다.
◼ 구체적·직접적 경험 및 긍정적 접근

이상 국외에서의 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아들의 발

•유아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안전교육에서

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 방법, 활동, 자료 등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활발히 이루어

의 학습 활동이나 자료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들이 실제로

지고 있다. 한 예로, 정정옥과 임미혜 그리고 이기숙 등이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면서 유

만져보고 느껴보고 조작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한다.

의미한 안전교육이 되도록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지도 원리에 의거하여 지도해야 하는지 등
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정옥·임미혜, 2013; 81-83; 이기숙 외,
2014: 249-251).

•이론이나 언어 중심적 교수법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훈련 등 체험교육이나 가능한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 중심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제고한다.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등의 수동적 제재보다 칭찬과 격려 등의 능동적이고 긍정적 지
시를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과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한 지도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활동을 통
해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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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발달 등을 고려하여 이야기 나누기 및 토의, 노래 부르기 및

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즉, 지도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

동작 활동, 그림 그리기, 동화·동시 감상, 동화 짓기, 극놀이, 현장 학습, 요리 활동, 게임 등을

거나 또는 유아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 전자는 유아가 정글짐에 올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라가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목이 부러져 죽는 경우까지는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교육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자료나 교수 매체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고안하여
활용한다.
•유아 안전교육은 유아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자료 및 접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을 인식할 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후자는 유아가 세상은 모든 곳이 극도의 위험으로 가득 찬 무
서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남으로써 위축되고 도전과 창의적 노력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
는 겁쟁이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겁주기/위협 전략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주

•유아 안전교육은 유아들 스스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

의 깊게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험의 지나친 과장을 자제하는 일이 요구된다. 떨어

절한 색, 모양,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교구나 자료를 이용하고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실시

져 목이 부러지고 죽는다가 아니라 정글짐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지도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다. 이는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놀이하면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도전

•또래는 사회적 모델이 되므로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강화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또
래와의 격려와 인정은 긍정적 자아상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 형성에 중요하므로 또
래 집단을 적극 활용한다.
◼통합적 접근 및 반복 지도
•
유아 안전교육은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필
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나아가 이를 습관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 변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유아의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한다.
◼ 연계 지도
•학부모와 협력하여 가정 연계 지도를 꾀하고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교통안전원 등의 전문
가나 전문 단체에 의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등의 수동적 제재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안전교육 과정에서 특히 유아
를 대상으로 할 경우 종종 위험을 강조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른바 ‘겁주기 전략’(scare tactics)의 오
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를 주의 깊게 극복하면서 안전 지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FamilyEducation,
“Teaching Safety to Your Preschooler”).

과 창의적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아이의 자율성에 기초한 안전 수행 능력 또한 키워갈 기
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안전 규칙 준수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토대로 내재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행동 규칙을 가르칠 때 합당한 이유를 함께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생기는지도 분명하게 깨우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어른인 내가 말하는 것이니까 너는 듣고 따라야 해!’라는 식으로 지도
할 경우 유아의 진정한 수용과 규칙의 내재화를 이루어내기 어렵다. 지도자나 어른이 안전 규칙
을 제시할 때 그것이 유아의 호기심과 재미있는 놀이 욕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
이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유아가 깨달으면서 자발적으로 수용할 때 규칙 준수의 합리적 토대가 마
련,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안전 규칙이 유아의 내면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심의 목소리(voice of
conscience)가 되고 자기보호 본능(self-protective instinct)으로까지 구축, 작동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합리적 이해를 근거로 내재화된 안전규칙은 시간과 경험이 더해지면서 더욱 충실하고 튼튼
하게 진전되어 안전한 삶과 행동을 위한 내적 힘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
가 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지고 놀던 공이 도로로 굴러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훈련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행해 감으로써 안전
생활에 관해 내면의 목소리와 자기보호 본능이 구축되고 또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겁주기 내지 위협 전략이란 유아들이 위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위험 가능성을 과도하게 과
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폐해를 낳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유아가 높은 정글짐에 올라
가 위험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네가 저 곳에 올라가 떨어지면 목이 부러지고 죽
는다.”라는 식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두 가지 모두 또는 그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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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학령기

무 많이 해놓는가 하면 어수선하게 어질러 놓은 채 끝나는 경우도 많다(Heinsohn, 2007: 3).
한편, 초등 고학년으로 나아가면서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더 정교한 발달을 이루어간다. 대근육
운동 기능으로서는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등도 익힐 수 있고 이 같은 분야에서 나름 자신감을 가

인간 발달 단계 중 만 6세-11세까지를 ‘아동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 동안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지거나 재능을 보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고학년에 이르게 되면 자기 신체 및 운동 기능에 대한

입학하여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연유로 ‘학령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령기는

인식이 증대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등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고학년의 경우 소근

유아기를 벗어나 점진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장차 커다란 발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중·고등

육 운동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 가위질이나 망치질 같은 것도 곧잘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에

학교 청소년기로의 전이를 준비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잠복기로서의 특성도

따라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 공작물 만들기 등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글씨 쓰는 기능

지닌다. 아울러 이 시기는 부모에 대한 유아기의 거의 절대적 의존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어느 정

도 많이 발달하여 아주 예쁘게 글씨를 쓰는가 하면,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글을 쓰는 기능 같은 것

도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동성의 또래집단과의 활동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 이제 학령기

들을 고수준으로 수행하는 아동들도 나온다.

아동들의 발달 특성과 위험행동 그리고 이에 기초한 안전교육 지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이른바 성장통(growing pains)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성
장 속도가 서로 달라서, 즉, 뼈가 먼저 빠르게 자라는데 비해 근육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를 못해
통증이 발생한다는 설 등이 있다. 이러한 성장통은 관절보다는 근육에 그리고 팔보다는 다리에 나

가. 학령기 아동들의 발달 특성

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밤에 심하고 아침이면 없어지곤 한다. 또한 요즘 시대에는 아동들의 신
체적, 성적 성숙도가 빨라져서 학령기 말에 이르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여아들이 남

1) 신체적 발달

아들보다 먼저 사춘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비해 영양 섭취가 양호해지고 대중매

학령기의 신체 발달은 급속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유아기 및 성장 급등(growth spurt)이 나

체에 의한 성적 자극의 증대 등의 원인으로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도 있다(정옥분, 2013:

타나는 사춘기에 비해 완만하고 점진적인 그러면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뼈와 근육

475).

중심으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며 운동 기능의 발달로 비교적 정교한 신체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이상 살펴본 학령기 아동들의 신체 발달 특성은 안전교육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한다. 초등 고학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기 시작하고, 키가 자라는 속도는 다소 느려지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저학년에서는 아직 소근육 운동 기능의 발달이 완전하지 못하

는데 이는 근육과 뼈가 자라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여아들의 성장 속도가 남아들보다

기 때문에 정교한 안전 행동을 무리하게 습득시키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다소 빠르게 진행되기도 한다. 신체의 균형적 발달도 이루어져 영유아 때와 달리 신체에서 머리가

어떤 동작이나 행동, 활동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익히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성인의 신체 비율에 근접한다. 얼굴 모습도 영유아 때 둥

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전 행동 기능을

그스름한 모습에서 점차 길쭉한 모습으로 변해가며 어깨가 넓어지고 팔다리가 가늘고 길어지면

기르고 습관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이들의 신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쉽고 간단한

서 영유아 때 통통하던 모습에서 점차 날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정옥분, 2015: 471-475).

것들부터 차근차근 지도하는 한편, 반복과 연습을 통해 숙달시켜 가면서 점차 안전 행동의 습관화

유아기를 지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들어오면 소근육과 대근육 모두에서 근육 및 운동 기능이 더

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욱 발달한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과 소근육 통제가 빠르게 발달하여 손의 사용이 점차 정밀해진
다(최경숙, 2001: 98). 유아기에 비해 소근육 운동 기능이 더 발달한다는 점은 점차 크레용을 벗어

2) 인지적 발달

나 연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호루라기 불기, 눈 깜박이기, 손가락 튕

학령기의 아동들은 유아기에 비해 인지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달을 이루게 된다. 유아기 때 언어

겨서 소리내기 등과 같은 소근육 운동 기능들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 저학

나 그림 등과 관련하여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의 발달이 일어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면, 학령기

년의 경우 근육들의 협응력이나 통제력이 고르지는 못하다. 대체로 소근육 운동보다 대근육 운동

에는 상징적 사고가 보다 세련되어지고 논리적 사고 또한 가능해지게 된다는 점이 큰 변화이다.

을 더 쉽게 하는데, 따라서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 타기, 폴짝폴짝 뛰거나 줄넘기, 날아오는 공 잡기

그리고 이렇게 지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며 타

등과 같은 운동에서 더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소근육 운동 기능들이 아직 세련되게 성

인의 관점에서 관계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 또한 발전시킨다.

장, 숙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들기 작업 같은 것을 할 경우 종종 비뚤배뚤하고 풀칠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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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조작(operation)이란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정신능력으로, 가역

외, 2005: 346). 그리하여 고학년에 이르게 되면 발달이 빠른 아동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제

적 정신 활동, 즉, 추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고능력을 말한다(김태련·장휘숙, 1996:

자매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과의 말싸움에서도 지지 않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구사한다. 또

182).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작이란 다양한 사고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

한 고학년으로 가면서 친구 및 다른 사람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빠르게 배우고, 주변의 다양한

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논리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조직화

사물, 현상 등의 변화에도 많은 흥미를 가지며 또한 자연을 좋아하는 성향을 발달시켜 간다.

하고 변형, 통합, 적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탐구와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하는 사고 활동을

인지적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사고 능력은 전반적으로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고 고학

가리킨다. 물론 고학년 말에 가면 형식적 사고 단계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학령기 아동들은 대체로

년으로 성장하면서 보다 논리적,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는 한편 형식적 조작의 초기 수준 등이 나

구체적 조작 단계에 놓여 있게 된다.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는 보존

타나기 시작한다는 점 등은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개념, 분류·유목화, 서열화, 전이적 추론, 탈중심화, 가역성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아기의 직관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일과 관련하여 보다 여러 가지 변수들

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중심화 현상에서 탈중심화로, 그리고 비가역적 사고에서 가역적 사고

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안전교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구체적 사고의 특성을 반영하면, 예컨대 화

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다.

재 안전이나 교통안전 등을 지도할 때 언어적으로만 접근하는 일을 벗어나 아동들이 직접 눈으로

그러나 ‘구체적’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계에서 아동들의 사고는 구체적이고 실제
적·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경험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사고가 활발히 작동되는 특징을 지닌다. 초등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겪어가면서 익히도록 안전교육에서 다양한 활동, 자료, 방법, 과정 등
을 모색·적용하는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느껴보고 맛보고 냄새 맡아보지 않으면 그 사
물에 대해 사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고등 사고 기능인 추상적 개념

3) 사회정서적 발달

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가설적 논리 등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아기에 울다가 웃다가 하는 등 들쑥날쑥 불안정하던 감정과 정서의 변화가 학령기에 들어서

저학년들과 달리 초등 고학년으로 나아가면서 아동들은 점차 논리적, 상징적으로 사고하는 능

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어 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그 감정적 측면

력을 더욱 발달시켜 간다. 물론 여전히 구체적 사물과 연관 지어 사고를 하지만, 관념적인 아이디

을 의식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특히 저학년 때의 경우,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 살고

어들도 보다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자신의 이전 경험과 구체적 증거들에 기초한다는 제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자신들의 감정이 전적으로

은 있지만, 그런 범위에서나마 논리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고 추상적 문제해결도 가능하게 되는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화가 나 있거나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 심

것이다(Lefa, 2014: 5). 다만, 고학년에 이르면서 추상적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기는 하나 이러한

하게 토라지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저학년 때는 자기중심성이 아직 많이

능력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사안에 대해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옳거나 아

남아 있어서 나의 감정과 정서에 타인들도 반응하고 공감해 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

니면 그르거나, 굉장히 멋지거나 아니면 혐오스럽거나, 재미있거나 지루하거나 하는 식으로 흑백

은 자기중심성은 고학년 때도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된다.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며 중간 지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Heinsohn, 2007: 4).

그러나 점차 고학년이 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 조작

이와 같이 초등 고학년으로 성장하면서 아동들은 기억하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등의 지적 능력

적 사고 능력이 가능해지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타인의 입장과 감정,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

들을 급속하게 발달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 내지 입장을 초보적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달된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질책이나 싫은 소리를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실수

다.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한편 시간 개념도 더욱 발달된다. 또한 고학년이 되면서

나 잘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보다

주의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학업적으로도 더욱 도전적으로 되어간다. 지적 활동도 더욱 활발

타인의 시선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삶의 준거가 내부보다 외부에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해지면서 호기심도 커지고 어떤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

수행하는 교사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 또는 비판

시기의 아동들이 물건을 수집하는 데 특히 흥미를 느끼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사물 분

적으로 다루는 것을 자제하고, 푸근하고 온정적인 자세로 감싸고 격려하면서 이끌 필요가 있다.

류하기, 유목화하기, 조직하기 등을 즐기는 것도 이 시기의 한 특징이 된다.

한편,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능력을

아울러, 언어 측면에서도 많은 발달이 이루어진다. 언어 능력의 대부분은 유아기에 획득되지만

발달시키게 된다(정옥분, 2013: 539-540; 송명자, 2012: 242-244).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일

언어의 유능성과 관련된 발달은 대부분 아동기에 이루어진다. 학령기 말 아동이 습득하는 단어의

이 있더라도 친구가 슬픈 일을 겪을 경우 자신의 기쁨을 감추는 등 정서 표현의 규칙을 학습하고

수는 약 4만 개 정도로서 이는 하루 평균 20개 정도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다(조성연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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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이 발달하여 새로 전학 온 아이가 경험할 외로움과 당혹감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얼굴

내는 경험을 통해 향후 어른이 되었을 때 생산적인 성인 생활에 협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표정이 그 사람의 진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 마련되는 것이다(Erikson, 1968: 123-126).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이러한

정서 표출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은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가까운 사람의 정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기를

를 설명해 주는 여러 정보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제에 함께 참여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해 내는 역량을 기름으로써 이 시기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서 이해의 발달은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보존 개념의 발달

의 심리사회적 과제인 근면성을 키워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 사회적 경험의 축적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기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정서를 인식하고, 초보적이나마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나. 초등학교 아동들의 위험행동

들을 발달시켜 간다는 점은 안전교육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즉, 안전한 행동을 하려면 감
정, 정서의 즉흥적 충동성에 휘둘리는 자세, 무모한 만용, 감각추구적 태도 등을 인식하면서 이를

1) 위험행동과 그 유형

적절히 다루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학령기에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는 바로 이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어

한 노력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에 취약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유아기에 비해서는 감정, 정서가 전반

유아기와 달리 학령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독립을 위한 몸짓을 시작한

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적절히 다루기는 어려운

다. 이에 따라 또래집단 관계가 중요해지는데, 점차 또래들과의 동일시를 시작하면서 또래들과 닮

상태이다. 따라서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뛰

아가기를 바라고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로 조직화된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바로

어들거나 자기 통제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위험 상황을 초래하여 사고로 위해를 입는 경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를 ‘도당기(gang 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유아기에 비

우도 적지 않다.

해 타인과의 관계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더 큰 친구 집단을 형성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기를 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이 대체로 어떠한 위험이나 사고를 겪게 되며 이

주 좋아하며 집단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더욱 발달시키게 된다. 팀 대항 게임 등을 즐기기도 하지

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 및 논의와의 관

만,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노는 것을 더 선호한다.

련 속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래 전부터 학자와 전문가들은 사람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

학령기에는, 특히 저학년의 경우, 대체로 순진함을 보이면서 어른들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려고

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걱정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을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애쓴다. 또한 학교생활을 하고 점차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는지 배우게 되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 한 예로, 어윈(Irwin)과 밀스타인(Millstein)은 사람들이 경험이 별로 없는

고 자기만의 아주 친한 소수의 친구들(best friends)을 두기도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남아와 여

상태에서 자기 행동의 즉각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어떤 이득만을 기대하며

아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점차 고학년이 되면서 대부분의 놀이에서 남아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이를 ‘위험행동(risk behavior)’이라고 불렀다(Irwin and

와 여아가 분리되어 놀게 된다(Heinsohn, 2007: 3). 자신을 남자와 여자 중 어느 한 쪽 집단으로 귀

Millstein, 1986: 76). 위험행동에 관한 이들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고 불

속시키면서 같은 성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같은 성끼리 더 어울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확실한 상태에서 경험이나 지식, 정보 등도 없거나 부족한 채 막연히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학령기에 또래집단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친구들과의 어울림 활동이 증대하기 시작한다는 점은

기대하면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위험행동이 일어난다.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즉,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의한 안전 학습 등에
주목하고 또 장려해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김문섭이 위험행동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하여 그 개념 규정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위험행동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불안전한 행동’이며, 직접적 또는

끝으로, 학령기는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론에 따르면 유아기의 주도성 단계

잠재적으로 건강과 정신 그리고 신체적 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제2, 제3의 다른 위험까

(stage of initiative)를 지나 이른바 근면성의 단계(stage of industry)에 놓이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지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

에 학교생활 등에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열등감이 누적될 경우, 정상적인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데

된다(김문섭, 2008: 305).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교사는 아동들 안에 근면성이 잘 발달되도록 주의 깊게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행동들은 대체로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굴론

교육 활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 에릭슨에게 있어 이 단계의 근면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어진 과제

(Gullone) 등은 일찍이 비교적 체계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는데, 모험추구 행동, 반항적 행동, 무

를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feeling of competence)을 키우는 토대가 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모한(부주의한) 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Gullone 외, 20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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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위험행동의 유형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예컨대 차명호 등은 전국

루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위험행동 실태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감 있는 청소년

인지적 및 정의적 요소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

위험행동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굴론 등이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한 청소년 위험행동

서 구체적 조작기 초기 단계에 놓이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사물이나 사태의 다면적 측면들을

검사(ARQ: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안한 한상철의 청소

동시에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설사 한두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실재하는 사

년 위험행동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4차원적 위험행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유기체 수

물과 관련될 때에야 비로소 작동하게 된다. 예컨대 골목길이나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자동차가 있을

준에서의 개인적 위험행동, 미시 체계와 중간 체계에서의 가족적 위험행동, 학교 위험행동, 그리고

경우, 이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Percer, 2009: 17-18).

외체계 및 거시 체계에서의 사회적 위험행동이 그것이다(차명호 외, 2010. 3.: 238-249). 구체적으

또한 위험이나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으면서도 사고로 부상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을

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위험행동으로 친구에게 거짓말, 음주 경험, 인터넷 중독 등 17가지를, 가

것이라고 믿는 아동일수록 위험행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

족적 위험행동으로 부모님의 돈 훔치기, 가출 등 5가지를, 학교 위험행동으로 고의적 수업 결손, 따

고로 인한 부상을 자신 탓이 아닌 나쁜 운 탓으로 여기는 아동일수록 같은 위험행동을 반복할 가능

돌림 등 7가지를, 그리고 사회적 위험행동으로 도박, 음란물 등 10가지를 설정한 바 있다.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rrongiello and Matheis, 2007: 927-928).
아동들의 위험행동에는 감정, 정서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 재미있고 흥분되는 느낌을 가질 경우

2) 학령기 아동들의 위험행동 요인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남아들이 여

위에서 위험행동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대체로 청소년들을 대상으

아들보다 사고나 부상의 경험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짜릿한 즐거움과 모험을 즐기는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론지엘로(Morrongiello)와 래센비-레

정서 성향과 관련된다. 내적 동기 또한 위험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재미있고 편리할 뿐 아니라

사드(Lasenby-Lessard)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행동 유형 분석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적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과하게 믿을 때와 재미가 덜하고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하고

용하기에는 무리인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

자 할 때 결과는 다르다. 전자는 위험행동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반면, 후자는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토하여 학령기 아동들에게 더 적절한 통합적 모형(integrative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Morrongiello

결정 하게 된다.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위험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

and Lasenby-Lessard, 2007: 20-25). 이 모형은 학령기 아동들의 위험행동을 개인적 요인, 가정·부모

다. 이러한 현상들은 안전교육에서 재미있어 보이고 흥분되는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

요인 그리고 사회적·상황적 요인의 3차원에서 총 21가지의 하위 요소들을 준거로 분석하고 있는

히고 놀이 또는 활동에 임하는 훈련의 개발, 남아들과 여아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데, 여기서는 이를 전부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

개발 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고자 한다.

아동의 성격 내지 기질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안전 또는 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

먼저, 개인적 요인 측면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은 아동일수록 위험을 인식하

더라도, 충동적이거나 외향적인 아동, 활동성이 높고 부상 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아동일

는 능력이 높고, 사고 시 그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부상

수록 위험행동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고 사고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les 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린 아동들보다 더 낙관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연령에 따라

2005: 562-570). 과감한 도전, 신기한 것 또는 짜릿한 흥분 등을 즐기는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아동,

위험행동의 다소(많고 적음)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나 어른들의 지시·조언 등을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과신하는

연령보다 뚜렷하게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
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많은 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자주 부상을 입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아동일수록 위험행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부적절한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내지 자기 통
제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위험행동을 시도하는 정도가 낮고 또 부상 경험도 적다.

다. 이는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모험적이라는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다음으로 가정 및 부모 요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영향을 생각해

남아들은 활발하고 씩씩하게, 여아들은 얌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나 사회문화의 영향 등에

볼 수 있다. 남아와 여아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다른 가정이 많다. 남아에게는 위험행동과 관련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아들은 사고로 부상을 당할 가능성(vulnerability)에

하여 보다 허용적인 데 반해 여아에게는 보다 제한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여자보다 좀

무게를 두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데 비해 남아들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severity)에 더 비중

더 씩씩하고 활달해야 한다는 부모의 태도와 가정의 분위기는 남아들이 위험행동을 택하는 경향

을 두고 위험 상황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다(Hillier and Morrongiello, 1998: 235-236).

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 형제자매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Morrongiello and

이는 여아들의 안전교육에서는 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의 위험 정도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

Lasenby-Lessard, 2007: 22). 많은 경우에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역할모델이 된다. 부모가 어

분할 수 있지만, 남아들의 경우는 그것을 넘어 어느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 뒤따를 것인지 등까지 다

떻게 가르쳤는가보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가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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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특히 부모들이 위험행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안

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안전교육 지도 방안

전을 실천하라고 가르칠 경우 자녀들은 “안전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
하게 만드는 셈이 된다.

1) 안전 생활에 필요한 통합적 안전 역량의 함양

형제자매 사이의 영향력 문제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나이 어린 동생들

지금까지 학령기 아동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과 위험행동 및 그 요인 등에

은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형제자매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별이 같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고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위험 또는 안전 행동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래 동생들에

하는지 그 지도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안전한 생활에 관한 지적 능력을 증진하는

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자 형제의 경우, 형이 재미와 즐거움에 초점을

일이 필요하다.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물과 대상, 행동 및 활동, 그리고 장소 및 상황

맞춰 행동할 경우, 이것이 아래 동생의 위험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여자 자매의 경우에는 언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니가 안전에 보다 초점을 맞춰 행동하는 것이 동생의 안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져 있다. 그뿐 아니라 형제자매 간에 안전 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많이 대화하고 이야기할수록 나

렇게 할 수 있는 인지적 토대를 아동들이 가지고 있느냐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

이 어린 동생들이 위험행동 관련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

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피아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을 위해 부모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아동 안전교육에 부모

앞의 발달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아기를 지나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들은 피아제의 인지발

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형제자매들 사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형제

달론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이전 단계에 비해 보다 발전된 사고 능

자매 또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손

력을 구사하게 된다. 비록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해야 사고가 활발히 작동하는 한

위 형제자매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이 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계를 지니기는 하나, 사물과 현상을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동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변

볼 수 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학령기 아동들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유명 인물

화·변형에 대한 감각과 사고의 방향을 되돌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된다. 이러한 탈중심화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대중 가수 등을 통한 안전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와 역동성 및 가역성의 사고 능력들은 상호 연관되어 작동하게 된다(Ginsburg and Opper, 1988:

마지막으로, 사회적·상황적 요인 측면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학령기 아동의 위험

178-181). 따라서 이 시기는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다.

행동에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친구를 가

이를 위해 우선 안전 생활과 관련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안전한 생활과

장 가까운 친구로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구들과 또래집단을 형성했을 때 서로에게

관련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안전 지식이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화재 대피 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상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역으로

몸을 낮춰야 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렇게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위험행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지도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안전을 위한 기능과 실행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개별 아동이 아니라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함으

방법만을 가르쳐서는 온전한 안전교육이 되기 어렵다.

로써 특히 친한 친구의 조언과 설득으로 위험행동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책
임의 공유성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 때 사실, 개념, 일반화라는 분류법에 의해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실이란 실제로 있었거나 있는 일을 가리키며,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사회적 상황 요인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영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들이 위험행

요소를 뽑아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표상을 말한다. 일반화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념들

동과 관련하여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러한 행동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이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보편적인 진술의 형태로 정리된 것을 가리킨다. ‘안전띠를 맨 사람

다. 이는 학령기 아동들이 TV나 컴퓨터 게임 및 여타 영상물 시청 후 영향을 받아 위험행동을 한 사

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적 지식이며,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준수해야

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 역시 그 역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

한다.’라고 할 때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은 개념에 해당된다. 일반화는 ‘선진국일수록 교통안전

다. 즉,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위험 요소를 분별하여 안전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도록 이끄는 영상

수칙을 잘 준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형태로부터 법칙이나 원리, 이론, 사상 등에 이

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위험행동을 줄이고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 유형으로 나타난다.
사실적 지식은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개념과 일반화 지식의 토대가 되므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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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사실이 무작정 쌓이기만 한

다. 또한 아동에게 안전에 관한 지식만 전달하려 하기 보다는 문제해결 기능들을 익힐 수 있는 기

다고 해서 안전 생활에 필요한 사고와 행동의 동력으로 바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서

회를 제공하고집단 활동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 행동의 연습 기회를 늘려야 함을 강조한 바

개념과 일반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개념은 여러 사물이나 사상의 공통된 요소 또는 속성들을 뽑

있다(Bruce and McGrath, 2005: 146). 따라서 방바닥이나 교실 바닥 같은 곳에 화재 위치를 정해놓

아 하나의 관념으로 표상된 것으로, 요약과 유목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형성의 중추 단위

고 이를 담요나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서 실제와 같이 화재 진압을 해보거나, 몸에 불이 붙었을 경

로 구현된 것이다. 그리고 일반화는 증거와 추론, 인과 관계, 논리적 체계성 등을 기반으로 원리와

우라고 상상하며 행동을 멈추고 엎드린 후 구르는 행동을 실제로 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칙 및 보편성 있는 이해의 체계로 구현된 것이다.

또는 횡단보도 앞 또는 간이 도로 장치를 설치해 놓은 장소에 가서 직접 신호등에 맞춰 도로를 횡

따라서 안전 생활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사고의 심화, 그리고 합리적 신념의 구축을 위해서는

단하면서 익히고 바람직한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된 사실과 함께 개념 및 일반화 지식 등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안전 생활에 관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능력의 통합적 접근

념-일반화라는 지식의 틀에서 앞으로 갈수록 단순하고 구체적인 반면 뒤로 갈수록 복잡하고 추상

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고 해

적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실을 넘어 개념이나 일반화까지의 지식을 다

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행동 기술만 익히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행

룰 가능성이 그만큼 더 열리게 된다.

동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마찬가지로 안전에 관한 지식 또는 기능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다음으로는 학령기 아동이 안전에 관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바르게

된다.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려면 안전 지식, 사고·판단 능력, 행위 기

판단하고 의사결정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지식을

술과 실천 능력 그리고 바람직한 안전 생활 관련 가치·태도가 통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식만을 다루는 것 또한 온전한 안전교육은 되지 못한다. 지식을

바람직한 안전 태도를 기르는 일과 관련해서는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

others)의 영향이 크다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다. 예컨대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연소의 3요소에 대한 지식을 배웠을 경우, 이를 현실에 적용하
는 학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은 불이 났을 경우, 초기에 이를 어떻게 진압

2) 학령기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기초한 지도 방법의 적용

할 것인지를 산소, 열원, 가연 물질에 대한 처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하거나 몸에 불이 붙었을

한편,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안전교육에서는(물론 그 이전의 유아기나 그 이후의 청소년기 및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보도록 이끄는 것이다. 물론 형식

성인기 모두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실천, 체험, 그리고 실습 등을 통한 안전학습이 필수적

은 개별 학습으로 할 수도 있고 소집단 학습으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연소의 3요소에 대한

으로 요청된다. 실제로 1990년대 말 톰슨(Thomson) 등은 영국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화재 초기에 주변에 소화기가 있을 경우, 물이나 큰 담요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힘

보고서에서 아동들의 보행 안전에 관한 교육은 지식과 태도를 넘어 문제해결 기능 및 실천 능력의

을 합쳐 같이 대응할 사람들이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합리적인 방책

증진까지 목표가 두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보행 안전교육, 동료

인지를 탐구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보도록 학습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또는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보행자 교육 그리고 긍정적 강화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강구한 끝에 결국에는 멈추고(stop)-엎드린 후(drop)-구른다(roll, 얼굴

제공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의 실행을 권장한 바 있다(Thomson 외, 1996).

을 두 손으로 가리고 cover one’s face)는 행동을 탐구, 발견, 의사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
다(Kidshealth.or, 2013).

이들은 깁슨(Gibson)의 지각심리학에서 지각 판단과 운동 반응은 그것이 일어나는 실제 맥락 내
지 그것에 최대한 가까운 상황에서 배울 때 학습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

마지막으로, 실제로 안전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조화롭게 기르는 교육이 또

론에 근거하여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보다 넓은 맥

한 중요하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나

락·상황에서의 일반적 행동으로 발전해 가는 학습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고츠키(Vygotsky)가

아가야 하는데, 전자가 자연적 발달이나 성숙을 전제로 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후자는 지속적 경

말하는 근접발달영역 이론에서 시사하는 바를 반영하여 학습은 사회적 맥락에서 숙달된 성인의

험과 연습을 통해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선영, 2015: 8-10). 실제로 아동들을 대상으

지원 속에서 보다 잘 일어난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Thomson 외, 1996: 4-5, 35-42). 그리고 이러

로 하는 안전교육을 대상으로 평가적 연구를 수행한 Bruce와 McGrath는 도로 횡단, 독성 물질 안

한 이론적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동들의 보행안전 교육에 관한 일련의 지도 방법들을 보고서에 담

전, 911신고, 낯선 사람·위험한 사람 등에 관한 일련의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후, 이러한

아 제시하였던 것이다.

교육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안전 행동의 실행 능력을 기르는 일이 필수적 요소임을 지적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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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utinovic)와 트위스크(Twisk)가 도로안전연구소(SWOV Institute for Road Safety Research)

제와 근접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이라는 것은 맥락의존적인 것이며, 한 상황에서 배우

의 지원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퍼서(Percer)가 미국 교통부 산하 국가도로교통안전국(the U.S.

고 익힌 것을 다른 상황에 전이시켜 적용하는 학습의 일반화는 어린 아동들일수록 쉽지 않은 일이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지원으로, 아동들

고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실제 상황에서 실제 대상과 접촉

의 보행안전 교육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Dragutinovic and

하면서 안전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교실에서 안전 수업을 할 때

Twisk, 2006; Percer, 2009). 이 보고서에서 이들은 다양한 보행안전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는 영상물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는 전체 안전교육 분야에 효과적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 여겨져 다음과 같은 방법적 원리들에 관해

으로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요하다.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비디오 시청, 모형 제시 등을 통해 모델 행동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먼저, 행동을 통한 개념으로의 발전이다. 안전교육은 행동 습득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개

안전교육을 실행할 경우에는 모델 행동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념 형성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학습은 기초적인 것에서 고차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더 나아가, 상호작용 또한 중요하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발달 및 학습이

(bottom-up process)이기 때문이다. 학습 특히 어린 아동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행동적 지식(보고 행

론을 같이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흔히 피아제의 경우 개념 발달에 더 적합하고 비고츠키의 경

동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에서 시작하여 표현적(또는 상징적)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지

우에는 행동 학습에 더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양자가 모두 학습과 발달에 있어 사회

주의자인 피아제도 분명히 말했듯이 어떤 대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행동해 보아야

적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먼저, 피아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익히

한다(Piaget, 1964: 8). 그의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지적 발달은 학습에 능동적 참여를

알고 있듯이, 인간의 지적 발달이란 인지 구조의 계속적·단계적인 질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 성취

함으로써 촉진되는데, 학습 대상 및 환경 등에 대해 직접적,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만지고 조작하

되는 것인데, 이는 낮은 인지 단계가 분화와 통합을 거치면서 기존의 도식, 사고 구조, 행위 양식

는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Simatwa, 2010: 368, 370). 안전

등의 변화, 개선,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인지발달에는 경험 및 환경과의

교육에서 실천, 실습, 그리고 연습이 성공에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특

상호작용이 결부되고 그 과정에서 동화와 조절, 평형화 등이 근본 요소로 작동하며(Boden, 2001:

정 안전 행동들을 습득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안전 생활 관련 개념 형성의 토대가 된다. 그리

49-52, 150-160), 이것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인적·물적 환경과

고 실습 훈련 시에는 작은 단계들로 구분하여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가는 교육 방법이 행동에 기초

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될 때 그 질적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아제가 인

한 개념 형성에 효과적이다.

간 지적 발달에 있어 또래나 주변 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왜 그렇게 중시하고 강조했는지를 알

다음으로는 활동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학령기에는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기능의

게 된다.

신장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비고츠키에게서도 충분히 확인되는데, 그의 이론적 공헌 중 하나

숙달하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 특히 저학년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로 흔히 일컬어지는 이른바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관점이 이를 말

활동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신체적 기능을 실제로 연습하면서 익

해 준다. 근접발달영역이란 아동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level

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능들은 초보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of actual development)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의 공동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수 있는 정도의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실제적이며 보고 만지는 활

낼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Vygotsky, 1978:

동과 학습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볼 때, 인지발달은 학습자가 자신의 물리적,

86). 따라서 진정한 학습과 발달을 이루려면 이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및 방법, 활동 등

사회적 환경 탐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실험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

이 모색, 추구되어야 하며, 바로 여기서 학습의 진보, 지적 발달의 역동성 그리고 교수·학습의 성

며 발견하는 등의 학습을 수행할 경우 더욱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Lefa. 2014: 6). 따라서 이 시기

공을 위해 성인이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의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의 아동들에게 단순히 언어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동작이나 활동 등을 직접 시연해 보이면서 언

(Vygotsky, 1987: 209).

어적 설명이 제공되는 것이 좋다. 결국 학령기 아동들에게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나 이 시기의 아

뿐만 아니라 학령기는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시기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또래들

동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는 행동으로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 직접 해보게 하는 것 등이

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서 상

중요하다 할 것이다(Heinsohn, 2007: 3).

호작용 학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어른의 안내, 지도에 의한 학습이며, 또 다른 하나는

또한, 실제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여 접근하는 일이다. 안전교육은 실제적인 상황 내지 최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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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이고 표현적인 학습 방법들이 결합되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아이들 또래가 이끄는 훈련보다

육을 할 때 안전 지식 및 행위 기술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을 발달시키

는 성인에 의한 안내 및 지도가 더 성공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또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더 동

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를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든 교실 수업에서든 안전교육을 할

동시에 던바(Dunbar) 등은 아동들에게는 위험이 덜 명확하게 다가오고 또 위험에 대해 알고 있

때는 집단 훈련보다 개인 훈련이 더 효과적이고 성과도 우수하다. 다만, 교육 시간이나 교수자 등

더라도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성인들에 비해 약하므로 아동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여건의 제약 때문에 집단 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때에는 아동들 사이의 상

위험을 인식하는 기술, 위험 쪽으로 주의력을 돌리는 기술, 그리고 주의력 분산을 막으면서 집중

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교육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키는 기술 등을 발달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Dunbar 외, 2001: 227-234). 즉, 아이들이 친
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도로 횡단 지점에 접근하게 되면 도로 교통 상황 쪽으로

3) 학령기 아동들의 안전 취약성 극복 노력

주의를 돌리는 기술을 가져야 하고, 그 후부터는 친구와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금까지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안전 지식, 사고·판단력, 안전 행위 기술·실천 능

횡단과 관련된 일에 주의를 집중하는 기술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력, 안전 태도의 통합적 육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도 방법상의 원리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제 아동기의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안전교육 문제 한두 가지를 더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낮은 취약성 인식과 성향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학령기 아동들이
대체로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종종 충동적인 데다가 위험 및 그 관련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

먼저, 아동기 인지 능력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이다. 아동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하지 못함으로써 사고 및 부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위험 상

안전 또는 위험에 관해 판단할 때 단일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한계를 보인다. 단일 요소

황을 인식하는 데 덜 민감한 반면 더 모험적이며 공격적이어서 부상을 더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란 바로 눈에 보이는 사물의 존재이다. 예컨대, 차량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장소, 그 상황에 위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볼스(Boles) 등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떨어지거나 독성 있는 물질을 먹거나 불

같이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는 그 역도 그대로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장소에 사

이나 뜨거운 물에 데는 등의 부상을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낮은 취약성 인식과 기질

물(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위험도 없고 따라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물

적 성향 문제에 주목하였다.

(차량)이 없으면 그 장소는 안전하다.’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약

취약성(vulnerability) 문제는 이미 모론지엘로와 레니(Rennie)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명된 바가

하게 될 수 있다. 길모퉁이 또는 주차된 차량 뒤편에서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생각

있다. 흔히 사고나 부상에서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 내지 최소화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과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었다거나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모론지엘로와 레니는 사고 및 위

드라구티노비치와 트위스크는 이러한 실례를 지딕(Zeedyk) 등의 연구와 스코틀랜드에서 수행

험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낮은 경우로 보았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 결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자

된 연구를 예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Dragutinovic & Twisk, 2006). 즉, 5-6세 아동들

기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 잘못 등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bad luck) 그렇게 되었

이 도로에서 횡단할 때 상당히 취약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도로에 접근하기 전, 접근 후 그리고

다고 보는 아동일수록 같은 사고와 부상을 당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Morrongiello and Rennie,

도로를 횡단할 때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행동들을 해야 하지만 거의 85%의 아동들이

1998: 33-43).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도로의 교통 상황을 보고 있더라도 시선 방향이

그런데 볼스 등은 바로 이러한 취약성 문제와 함께 기질적 성향(temperament trait) 문제를 경험

대체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하나의 대상만을 바라보는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스코틀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Boles 외, 2005: 562-570). 4-7세에 이르는 아동들 46명을 대상으로

랜드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4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아이들 1만여 명 이상을 관찰한 결과, 거의

가정에서의 행동을 관찰,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결과, 낮은 취약성 인식과 기질적 성향이

50% 정도의 아이들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 위의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사고 및 부상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취약성 인식이 낮을수록 그리

이 확인되었다. 또한 설사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가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도록 학교에서

고 보다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잘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일수록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

배운 바를 거의 요식 행위 비슷하게 시연할 뿐 교통 위험에 대비하는 실질적 행위로는 구현하지

아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취약성 인식이 낮고 보다 활동적이고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통 규칙을 배우기는 하나 그것을 실제

모험적이어서 사고 및 부상을 더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행위 기술들

이러한 볼스 등의 연구에서 시사점은 아동들에 대한 안전교육에서 위험 인식력 증대시키기, 행

을 가지고는 있으나 충동성과 주의 분산 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실패하

동조절법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아동 내면의 힘을 길러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드라구티노비치와 트위스크는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교

(김선영, 2015: 제4-5장)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 074 |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075 |

Ⅲ. 연령별·계층별 발달특성과 안전교육 |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어떤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위 방식 또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 어떤 사물과 장

가 없으나 점차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대근육 운동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비해, 여아들

소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 어떤 놀이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은 대략 15세 이후부터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그 후로는 남녀 사이에 격차가 지속된다.

잠시 위험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펴본 후 행동에 착수하도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절

이러한 성장 급등과 운동 능력의 증대 외에 사춘기의 신체적 모습도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기 시작

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부모와 성

하는데, 남아는 남자답고 여아는 여자다운 골격과 근육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며 얼굴도 이마가 나

인들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스스로를 보다 바람직한 사람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오고 코와 턱이 발달하며 입술이 커지면서 성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최경숙, 2001: 99).

노력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 시기의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바로 본격적인 사춘기(puberty)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사춘기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성적 변
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고 이성에 대한 관

3

중학교 청소년기

심과 춘정(春情)이 증대하는 시기를 말한다(국립국어원 및 네이버 지식 백과, “사춘기”). 보통 사
춘기에 접어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대에 들어와 성장의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신체 발육이 더 빨라지고 사춘기의 도래도 보다 낮은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로, 인간 성장 과정에서 급
속하고 의미심장한 발달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에 많은 학자, 전문가들 역시 이 시기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음식
과 영양 섭취 등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를 인간 성장과 발달의 분명한 한 단계로 구분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말하자면, 인간 생애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으로(정옥분, 2015: 475-476), 남아의 경우, 남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서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가 바로 10대 초·중반의 중학교 때이

로 인해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가슴과 어깨가 벌어지며 턱수염이 나고 성기와 겨

며, 이 시기에 학생들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독특하면서도 뚜렷한 발달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일반

드랑이에 털이 나며 음성이 남성답게 변한다. 여아의 경우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이 발달

적으로 비슷한 발달 특성을 보이면서도 개인적 기질과 유전적 요소, 성별, 문화, 가족, 지역 공동체,

하고 골반이 커지며 엉덩이가 발달한다. 그리고 성기와 겨드랑이에 털이 나고 초경이 시작된다.

환경 등이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학교 시기 청소년들

보통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2-3년 정도 일찍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춘기 때에

의 발달 특성과 위험행동 그리고 이에 기초한 안전교육 지도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이때
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큰 유일한 시기가 된다.

가. 중학교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

그런데 급속한 신체적 변화에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는다. 여기서 신체상(body image)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

1) 신체적 발달

느낌, 태도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표상을 의미하는데(송명자, 2012: 316),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시기의 대표적인 변화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신체 및 성적 발달을 꼽는다. 신

자신의 신체적 발육과 매력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남아들은 자신이 너무 야위었다고 지각

체적 발달이란 신장, 체중, 신체 내적 기관 및 골격의 성장, 대근육 및 소근육 기능 등 근육 체계의

하는 반면 여아는 살이 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긍정적

개선, 생물학적 성숙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육체적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기 신체 발달의 두

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드러진 특징은 바로 성장 급등(growth spurt)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이에 더하여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상의 변화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손과 발이 먼저

것이 바로 키의 성장인데, 이 성장 급등 시기에 신장은 성인이 되었을 때 키의 거의 98%까지 자라

자람으로써 어색하게 보이는 문제로 고민하고, 여드름, 목소리의 변화, 예기치 못한 월경 주기 등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성장 급등은 신체상의 급속한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으로 당황하기도 한다. 동시에 발달이 늦게 나타나는 십대들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

시작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바, 출생 후부터 2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 아주 불안해하기도 한다(Heinsohn, 2007: 5). 실제로 신체적 성숙이 지나치게 빠른 경우와 지나

그 어느 때보다도 중학생 시기의 신체 발달적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치게 늦은 경우 그 심리적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남아의 경우, 조기 성숙은

이러한 성장 급등은 신장과 체중 면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긍정적 신체상을 증대하며 사회적 적응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나, 여아들에게는 조기 성숙이 이

2-3년 정도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능력 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남녀 간 별 차이

성 관계에 빨리 몰입하게 하는 등 문제 행동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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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조기 성숙의 긍·부정적 영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에는 가설 설정의 능력에 기반하여 가능한 사태에 대한 이론을 설정하고 그 가능한 것으로부터 경

(송명자, 2012: 317-318).

험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사고를 진전시킬 수 있다. 청년기에 이상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아무튼 이러한 급속한 신체 성장과 사춘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시기에 여

타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러 가지 문제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체가 급속하게 커지고 성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다음은 명제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는 여러 명제간의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인들과 같은 행동을 해보고 싶은 욕망에 음주, 흡연, 성적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A인 동시에 B’, ‘A이지만 B는 아님’, ‘A도 아니고 B도 아님’과 같은 세 개의 명제가 주어졌

또한 모험이나 무모한 행동에 도전해 보고자 시도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

을 경우, 이 명제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에 인지적, 사회·정서적 변화 및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이 시기 어린 청소년들은 안

다. 이러한 사고 능력으로 인해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력 단계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전과 관련하여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 내지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연령의 아동들과

2) 인지적 발달

청소년에게 ‘네가 눈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그 눈을 신체 어느 부위에든 둘 수 있다면 어디에 두고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 시기의 인지적 발달은 신체적 발달처럼 그렇게 현저하지는 않지만 상당

싶은지 그려보라.’라고 할 경우, 실제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과 형식적

히 강도 높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이 시기에 두뇌에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

조작기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전자는 실제로 있는 두 눈 사이에 그려 넣

는데 뇌의 크기에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으나 그 속에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는 데 비해 후자는 사방을 돌아보거나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도록 머리끝이나 손가락 끝에 그려 넣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초기 중학생 시절에 시냅스 가지치기(synaptic pruning)는 두뇌 신경회로

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실제로 눈이 있는 위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후자는

의 활발한 재구조화를 일으키는데,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 즉 계획하기, 추론하기, 결과

가설적 명제에 대해 보다 추상적이고 융통성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교육

예상하기, 주의집중 유지 및 의사결정하기 등을 다루는 두뇌 영역이 꾸준히 발달하는 한편 두뇌

을 수행할 때 유아나 초등 학령기 때와는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과 탐구, 능동적 문제해

속에서 남녀 각 성에 따른 고유한 차이 또한 분명하게 자리 잡는다(Caskey and Anfara, 2014).

결 등의 방법적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를 이 같은 인지발달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은유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복잡한 수준의 유머에 대한

이러한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추상적으로 그리고 융통

감각을 나타내 보이며 메타인지 능력(사고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사고 및 성찰)과 독립적 사고 능

성 있게 사고할 수 있게 되지만, 이것이 다른 한편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

력을 크게 발달시킨다. 이에 더하여 구체적, 논리적 사고로부터 보다 진보된 사고 능력을 획득하

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의 연장

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가는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하기, 복합적인

선에서 엘킨드(Elkind)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인식하는 것

개념 파악하기, 성찰적으로 사고하기 등의 고등 사고 능력 또한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이러한 발

과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별해 내는 능력이 덜 발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달 특성은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아동기와는 다른, 질적으로 발전된 교육 내용 및 지도 방법의 적

다. 엘킨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두 가지 사고 양식

용을 가능케 해준다고 하겠다.

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Elkind, 1967: 1025–1034).

한편, 중학생 청소년 시기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모습은 피아제의 이른바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

먼저,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란 청소년들이 자기 주위의 많은 타인들로부터 집중적

력(formal operational thinking)이다. 형식적 조작의 사고는 대체로 11-12세경에 시작되는 것으로

으로 주목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 시기에 들어오면 보다 중심적인 사고 능력으로 발달

보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강한 자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면서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자기 밖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특성을 보인다. 자기에게 스스로 비판적으

형식적 조작 사고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변인들의 기능과 상호 관계

로 되면 청중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를 검토하여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가설을 설정하고 그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

작은 실수로 번민하기도 하고, 상상적 청중에게 자신의 명예나 위신이 손상되게 되었다고 판단되

출하는 이른바 가설 연역적 사고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면 아주 강한 분노로 저항하곤 한다. 그런가 하면 자아도취적인 면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송명자, 2012: 321-323). 우선, 가능성에 대해 사고하는 것인데, 구체적 조작 단계에 있는 학령기

이 또한 상상적 청중 현상과 관련된다. 흔히 촌티 나거나 유별난 모습, 소란스러운 행동, 요란스럽

아동들이 현실의 대상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재론적으로 사고하는 데 비해, 형식적 조작기

고 일시적 유행의 옷차림 등을 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상상적 청중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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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아도취적 자기 과시 욕구에 사로잡힐 경우,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부모나 주위 성인들

교적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시기에 사춘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사회·정서적 측면

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기초 대사가

다음으로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란 청소년들이 상상적 청중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요동치다 보니 정서 역시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종종 청소년기 전체의 특징이 되

이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며,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느끼는 감정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

곤 한다(Heinsohn, 2007: 5). 전형적으로 중학생 시기는 감정과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활발하다가

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청소년들이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 등을 다른 사람은 결

도 쉽게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는 등 예측불허일 때가 많다. 이들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들떠

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이 겪는 죽음이나 위험 또는 위기 등이 자신에게는

있는가 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변덕스러우며 비일관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을 느끼고 허세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송명자, 2012:

를 부리는가 하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감정이 북받친 상황에서는 어

324). 청소년들이 흔히 음주 운전, 폭주, 약물, 불건전한 성행위 등의 위험행동들을 하면서도 자기

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며 단순한 일을 과장하여 말하거나 근거가 빈약한 의견 또는 한쪽

는 그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신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일면적 주장을 내세우며 강변하기도 한다. 또한 슬픔, 우울함 등을 더 많이

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일면 이렇게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므로 그러한 행동이 가져다 줄 부

느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낮아지고, 술과 약물, 불건전한 섹스 및 여타 문제들을 일으키기 한

정적 결과는 타인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의 몫은 아니라는 개인적 우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CDC, “Positive Parenting Tips: Young Teens(12-14)”).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기의 안전교육에 더

많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으로 인한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특성은 15-16세 경에 이르러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새로운 자아중심성이 강해지면서 종종 강한 자의식에 사로

형식적 사고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대체로 사그라드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Elkind, 1967:

잡히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판이 가해질 경우 정서적으로 아

1032). 상상적 청중에 사로잡혀 있던 청소년들이 실제적 청중들의 반응을 누적적으로 경험하

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자신들의 경험, 느낌, 문제들이 고유하고 독특하다는 믿음이 인지적

면서 점차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되고, 자기의 선입관, 편견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및 관점 사이

으로 형성되고 여기에 정서적 변화와 불안정이 겹쳐짐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의사결정

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서서히 교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우화의 경우도, 이후까

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 겉모습, 의복 등에 더욱

지 완전히 극복은 어려울지라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제6단계의 이른바 “친밀

관심을 보이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면서 음식과 영양 섭취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감”(intimacy)이 형성되면서 점차 극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다 현실적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

관점에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성 및 신뢰 관계를 공유해 가게 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

기도 한다. 특히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수용과 통제력, 유능감, 그리고 도덕적 덕성 등과 관련하여

람들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고통받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깨달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바람직한 자아상을 지니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중요한데

가면서 개인적 우화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Curry and Johnson, 1990: 3-9, 154-156), 학령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던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청

지금까지 상상적 청중 및 개인적 우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보통 상상적 청중 현상이 높은 청소

소년기인 중학교시기에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변화와 흔들림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사춘기가

년은 부정적 자아개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자아정체성의 확립 정도도 낮고 타인들과 어

본격화되면서 자의식이 높아지는 데다가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변화와 함께 상급 학교로의 진학,

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적 우화 정도가 높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 큰 환경적 변화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중학생들에게

은 청소년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자신에게 몰입하고 감각적으로 행동하는가 하면 위험행동을

자아존중감 저하 내지 손상이 일어나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이상 확신 없어하면서 앞으로

시도하는 예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대개 이러한 특성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된다(최경숙, 2001: 285).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긴장과

교정되고 사라지지지만,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어린 청소들이 한창

스트레스 및 낮은 자아존중감은 이들로 하여금 위험행동, 일탈, 비행 등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

상상적 청중 및 개인적 우화 현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특히 유념해야

이 되기도 한다.

할 시점이 된다.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상호작용하며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인
식을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우리 안전교육 교수자

3) 사회·정서적 발달

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즉, 우리가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

중학생 시기 신체적, 인지적 측면의 많은 변화와 발전에 비하면 사회·정서적 측면의 성숙은 비

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존중과 비존중, 유능감과 실패 경험,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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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통제, 성취 경험과 회피나 포기 또는 자포자기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안전교육이 긍정

년들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걱정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

적이고 생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적절히 운영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왔다. 위험행동의

한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에는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

의미,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앞의 초등학교 부분에서 살펴본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일

회성 발달에 굴곡을 겪는다. 아동기에 비해 더욱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또한 다른 한편 집단에의

반적으로 위험행동이란 문제행동, 비행, 부적응 행동, 일탈 등과 별 차이 없이 사용되곤 하는데, 보

소속과 동조, 일치 등을 강하게 추구한다는 점이다. 전자의 독립성은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

통 학교생활 부적응, 음주, 흡연, 폭력 행동, 성행동, 가출, 자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타나는데, 말하자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자신의 고유성을 찾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추구

그리고 이러한 위험행동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앞서 초등학교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굴론 등의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에 대한 의존을 여전히 필요로 하면서도 이에서 벗어나려 하

4유형론이 비교적 체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Gullone 외, 2000: 240, 244-245). 구체적으로

고, 반대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다시 또래집단에의 귀속으로 기울어간다는 점이 이 시기의

는 모험추구 행동, 반항적 행동, 무모한(부주의한) 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등이 그것인데, 여기

주된 사회적 특성이다.

서 모험추구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수용될 만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행동들로, 눈 위에

중학생 시기에 또래집단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에 소속되고 동료들로부터 지지와 시인을 얻으

서 스키 타기, 태권도 시합,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낙하산 타기 등과 같이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행

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또래집단의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려고 애쓴다. 이 과정에서 부

동들이 해당된다. 반항적 행동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약물 사용,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행동

모의 마땅한 조언과 충고조차도 불필요한 간섭이나 부당한 침해로 간주하고 저항하는가 하면, 부

등을,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은 과식, 속이기, 집단 괴롭힘, 가스·본드 흡입 등을 가리키는데, 이들

모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권위와 사회적 가치, 규범을 비웃으면서 이에 도전하며 새로운 행동들을

반항적 행동들과 반사회적 행동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회적 또는 법적

실험적으로 추구해 보기도 한다. 어떤 또래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거친 언어와

으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 위험행동들이다. 그리고 무모한 행동은 흔히 위험행동이라

욕설, 집단 괴롭힘, 음주, 약물, 불건전한 성행위, 위험한 행동 등으로 빠져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

고 말할 때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들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훔쳐 타고 즐기러 가

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 인기 있는 동료나 사회적으로 환대받

기, 보호되지 않은 섹스, 과속 등과 같이 가장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들을 가리킨다.

고 있는 부모 이외의 성인들을 따라 하고 모방하려는 경향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체로 건강 관련 위협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한편, 초기 청소년기에 놓여있는 중학생들은 자신의 개성과 고유성, 독특성을 추구하면서도 다

청소년의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 예컨대 약물 남용, 조숙한 성관계, 보호 장치 없

른 한편 성인들로부터의 수용을 요구하고 또한 또래 동료들의 시인과 지지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는 성행동, 위험한 자동차 운전, 자살, 섭식장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라 중학생 시기에는 가족에 대한 충성과 또래집단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과 감정적 혼

이러한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 및 논의들이 점차 개인적 의지라는 주관적 요소들을 포함시켜 논의

란을 겪을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또래집단에의 동조와 일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위험행동이 오로지 문제행동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속에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래집단의 규범에 일치하려 애쓰면서도 그와는 구분되는 나름의 특성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러 대안적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헤아려 보고 행동을 취하는

을 가진 독립적인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 말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예로 어윈과 같은 경우 위험행동이란 “그 행동의 결과 나타날

하자면 가족–나–또래집단 사이의 소속과 독립이라는 다중적 갈등 구조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

수 있는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행동”

정을 감내해 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 청소년기인 것이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으로서의 중학

이라고까지 정의하였다(Irwin, 1993).

생들의 성장 과정을 잘 살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안전교육에서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아넷(Arnett)는 위험행동과 문제 행동 및 무모한 행동을 구분 지으면서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의 음주 행동은 문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무모한
행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여 심한 개인적 부상이나 죽

나. 중학교 청소년 시기의 위험행동

음 또는 체포와 유죄 평결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무모한 행
동으로 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위험행동과 무모한 행동 또한 구분하고자 하였는데, 전자가 심각한

1) 위험행동의 긍·부정적 의미와 유형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반사회적인데 비해 무모한 행동은 스릴

우리는 보통 중학교 시기부터 청소년기가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 발달 과정에서

추구와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적이면서 그 잠재적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았

청소년 시기는 분명히 여타 단계와 다른 그 나름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때 특히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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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어(Moore)와 굴론은 위험을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 사이의 일종의 균형을 내포하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으로 보면서, 위험행동이란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loss, 손실)를 내포하지만, 인지된 긍정적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어떤 위험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날 청소년들

결과 또는 이득(gain)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이 유지되는 행동으로 규정하였다(Moore and

의 위험행동이란 의미상 문제 행동, 비행, 부적응 행동, 일탈 등과 별 차이 없이 사용되곤 하는데,

Gullone, 1996: 347). 말하자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능가하면 위험행동으로 보기

보통 학교생활 부적응, 음주, 흡연, 폭력 행동, 성행동, 가출, 자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어려운 반면,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을 능가하게 되면 자기 파괴적이거나 대단히 무모한 위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2001년에 수행된 연구에서 한상철은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행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굴론 등이 위험행동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한 ARQ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

이렇게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그 개념 및 특

안, 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한상철, 2001: 24-33). 앞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위험행동에

징, 범주, 관련 요인들 등에 대한 수정보완과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위험행동

서 소개한 굴론 등의 모험추구 행동, 반항적 행동, 무모한(부주의한) 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이

의 의미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외

라는 4유형을 기초로 삼았다.

에서 유사한 경향으로 발전해왔다. 한 예로 김현례·김선아는 위험행동 개입은 청소년기 발달 특성

박현숙과 조금이 같은 경우는 위험행동을 잠재적 문제 행동, 자살 행동, 가출 행동, 인터넷의 부

인 도전, 모험, 호기심과 대담함의 의미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위험행동이 발현되었을 때 무조

정적 사용으로 분류, 제시한 바 있다(박현숙ㆍ조금이, 2010: 229-239). 여기서 잠재적 문제 행

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행동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고

동이란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성행동, 폭력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

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현례ㆍ김선아, 2011: 100).

충동, 계획, 실행, 자살 관련 죄의식 등을, 가출과 관련해서는 강한 가출 충동, 가출의 불가피성 및

그런가 하면, 청소년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연구, 개발을

다른 대안 고려 여부, 가출 계획 여부 등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과 관련해서

시도한 한상철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다(한상철, 2001: 6-7, 44). 그

는 그와 관련된 금전 과다 사용, 부모에게 거짓말, 부모와의 갈등, 과도한 인터넷 사용 시의 죄의식

는 위험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이며, 또한 사회

여부, 인터넷 과다 사용 및 중독 성향, 음란물 접촉 등을 문제 행동으로 보고 접근하였다.

적 규범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위험행동은 문제 행동, 무모한
행동, 일탈, 비행 등의 개념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모한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뿐만 아니

2) 중학교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요인

라 모험적이고 개척적인 행동까지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들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며 교육적 처치

중학생 시기에 위험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

가능성 또한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인을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또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관

내포하면서 개인의 지각 또는 신념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위험행동이 극단적

련하여 연구 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즉, 국내의 경우 청소년 전체의 위험행동을 다루는 연

인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것이 대체로 모험적이고 반항적이며 무모하고 반

구들은 다소 있으나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여기서는 중학생들

사회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의 위험행동 영향 요인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김현례·김선아의 연구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중학교 청소년 시기가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국내외 기존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학생들의 위험행동 요인을 일반적 특성

한 예로, 중학생을 위한 한국형 위험행동 도구 개발을 수행한 박현숙과 조금이는 중학생 시기의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편부모 가정, 학업성취도 등)과 개인 내적 특성(자아존중감, 스트레

위험행동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우려를 표한 바 있다(박현숙ㆍ조금이, 2010: 229). 즉, 중학생 시

스 대처 능력), 그리고 사회환경적 특성(가족 요인, 또래 요인, 유해환경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는 아동기의 부모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사

정밀하게 조사,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들을 중심으로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

회·정서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례·김선아, 2011: 91-101).

또한 이 시기는 환경적, 개인적 요인 등과 관련된 심리 자극으로 흡연, 음주, 가출, 학교폭력 등의

먼저, 중학생들의 위험행동 전체 경향을 보면 굴론 등이 분류한 모험추구 위험행동, 반항성, 반

위험행동이 시작되며, 이러한 위험행동은 그 행위의 특성상 청소년 자신의 건강 및 사회성 또는

사회성 위험행동 중에서 모험추구 위험행동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게 나온 위험행동은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행동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

음란동영상 시청이었다.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 역시 남학생 군이 여학생 군보다 높게 나왔으며 부

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현숙과 조금이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의 정상 발

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
| 084 |

일반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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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남학생들의 위험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위험행

을수록 위험행동이 증가되고, 유해환경에 접촉할수록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동의 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가족 형태에 있어 가정불화(별거, 이혼 등), 직장,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어떤 안전교육적 대처가 요구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김현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분리 가족이 늘어나고 있

례·김선아, 2011: 99-101), 위험행동을 증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영향 요인 분석에서 가족 기능과

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가정의 사회

또래 위험행동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규명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학생들의 위험행동

경제적 상태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위험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김현례·김선아의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그러한 행동을 강화 또는 억제하는 요인으로 가족과 또래 변인

연구에서는 이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오히려 위험

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과 자율성, 적절한 감독 등이 중요하고, 바람직한 또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

래 문화의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판

개인 내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

단력 및 강한 의지를 기르는 등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지고 높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

또한 분리 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가족 위험 요인 및 가족 기능 파악, 취약한

결과들도 있다. 그런데 김현례·김선아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족 요인을 갖는 가족과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의 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가능성은 크지만 그 행동을 계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례·김선아는 청

능력 개선에 초점을 둔 위험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청소년 자녀에

소년 위험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움이나 또래와의 어울림, 스트레스 해소 등의 지각된

대한 사례 관리,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중학생 시기

이득을 취하고 조절해 가는 행동으로, 보다 대담하고 거침없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에 반항성이나 반사회성보다 모험추구 위험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으로 수

나타날 수 있고, 또래 행동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쾌락 추구 및 스트레스 해소의 방안으로 발현

용되는 모험성 행동이 반항성 또는 반사회성 위험행동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현례ㆍ김선아, 2011: 100).

하지 않도록 교육적 대처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 또한 위험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그리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위험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고 그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위험행동의 발

점을 고려하여 남녀 성별에 따라 그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처 능력이 위험행동의 인과적인 영향 요인, 즉, 예측 요인은 아닌 것으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흡연, 음주에 관한 예방적 중재도 요구된다. 나아가 가

로 연구 보고된 경우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례·김선아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장 빈번하게 나타난 음란 동영상을 접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학생 시기에 올바른 성지식 및 성태

더 많이 사용하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클수록 위험행동 발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도를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가족 기능(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은 중학생들의 위험행
동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

다. 중학교 청소년들의 안전교육 지도 방안

도가 낮아 이들이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환경적 특성으로서 가족 위험 요인 중 위험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갈등

1) 중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안전교육적 관점의 정립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형태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위험행동

앞서 중학교 시기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에는 사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 위험 요인과 또래 위험행동 그리고 유해환경 요인은 중학생들의 위

춘기가 본격화되면서 감정,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짜증과 반항 등의 문제 행동이 본격

험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세 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아 이

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학령기에 비교적 잠잠하게 크던 아이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

들이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다. 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그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려 하는가 하면 또래집단에의 소속을

위험 요인이 높고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 요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

중시하고 또래집단의 가치와 규범에 자신을 일치시키려 하면서 종종 부모 및 가족 그리고 사회 및

가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클수록 위험행동

세상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령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발현 정도가 낮았다. 특히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 요인은 위험행동,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다. 더욱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에 비해 나이도 더 많고 머리도 더 커져서 뭔가 더 잘할 수 있어

위험행동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또래의 위험행동에의 노출 정도가 높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걱정되는 위험행동을 일으키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인 연구로 밝혀낸 사례가 있다. 엘리엇(Elliot)과 본(Baughan)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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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11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 2,433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관련 태도 및 행

전 기술 및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이를 부추기는 대중매체 등이 이

동들에 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전한 도로 횡단 정도, 도로 위에서의 위험한 놀

러한 성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게

이를 한 정도, 그리고 도로에서 신중하게 보호적 행동을 한 정도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여기서 밝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는 등 가정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

혀진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의 경우 아동들과 달리 도로 횡단과 도로 위에서의 놀이 및 보호적 행

이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등과 관련하여 (도로 이용자로서의) 자신들의 행동의 안전성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철없이 뛰는 중학교 청소년들을 놓고 우리는 안전교육

더라는 것이다(Elliott and Baughan, 2003: 3-15).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2세의 어린 청

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의 기본 관점

소년들보다 13-16세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보다 남자 청소년들이 더 위험행동을

부터 바로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중학교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바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특히 남자의 경우 안전한 행동에 관해 나

게 세워놓고 접근해 가는 일이 우선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선도적 교육학자 중

름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사람인 암스트롱(Armstrong)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문제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비

나 걱정거리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를 정상적인 인간 발달의 한 국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걸

해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하고 안전 인식 또한 더 높으며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고려하는 능력 등이 더

맞은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한다(Armstrong, 2007: Ch. 5). 그는 사춘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를 겪는 중학교 시기를 한 인간의 전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서, 이

는 Arnett의 분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Arnett, 2002: 17–23). 그는 위험한 운전과 관련하여

시기를 문제 기간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며 온갖 중요한 진화적 과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발달론적으로 볼 때 십대 청소년들과 성인 초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 요인

신체와 정서 및 마음을 준비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으로 우선 또래집단의 힘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또래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행동하며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들을 단순히 어리석은 아이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들로 여기지 말고, 그들의 공격성과 파토스를 창조적 아이디어와 적극적 과제 해결 및 개인과 사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면서 부모와 성인들이 금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

회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최선의 교육 방안을 창출, 적용해 가야 함

적으로 시도해 보는데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도 중학교 시기를 단순히 다루기 힘들고 위험한 아이들로 보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이른바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으로, 이는 어떤 일의 부
정적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지만 자신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를 규율하고 통제하려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의 특성과 에너지를 잘 반영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적 성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

시각을 말한다. 앞에서 본 이른바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우화 현상
이 이러한 낙관적 편견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편견은 종종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동

2) 중학교 청소년들의 필요를 고려한 안전교육 내용의 선정과 지도

차 충돌과 같은 사고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 믿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 다시

앞에서 우리는 중학교 청소년 시기의 역설적 아이러니와 이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관점의 정립

자신의 운전 기술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위험행동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며, 이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들의 필요에 맞는 안전교육 실행 문제를 생

게 되는 것이다.

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안전 감수성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앎이나 지

동시에 청소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정서의 변화와 동요가 심하다는 점이다. 아주 좋은 기분과 아

식을 갖도록 하는 일부터 떠올리게 된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교통안전 중 보행자 안전을 지도

주 나쁜 기분 사이의 양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충동적이며 감각추구 경향이 높다. 이

하고자 할 경우, 우측통행이나 큰길 및 골목길에서의 보행 방법, 에스컬레이터에서의 행동 등에

는 특히 남자 청소년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며, 여기에 청소년 또래들이 집단을 이룰 경우 매우

관해 ‘알게’ 하는 일부터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을 실행할

의기양양해지면서 난폭 운전과 같이 모험적이고 무모한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거침없이 시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안전 감수성(safety sensitivity/safety awareness)을 기르는 일

도해 보게 된다.

이다. 특히 중학교 청소년기와 같이 아직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고 기분

특히 Arnett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공격성을 높여주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싸움, 신체적 폭력, 자동차 충돌, 그리고 여타 사고들
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근육질 신체와 빠르고 능숙한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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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대할 때 또는 어떤 장소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안전 행위 기능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안전과 관련한 판단과 의사결정, 문제해결 기능, 그리고 바

사물과 대상, 장소 및 상황과 관련된 안전문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민감한 의식 상태를 갖

람직한 안전 관련 가치·태도 등을 기르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학생 시기의

고 안전하게 행동하려는 심적 성향을 가질 때 안전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전 감

인지발달 수준에서는 단순히 안전 행동 기능을 익히는 정도의 안전교육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BCHS,

흥미와 관심도 빠르게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2017).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3년부터 직업 건강 및 안전법(OHSA: The Occupational Health &

다음으로 화재와 같은 재난안전 분야와 응급처치 등은 학령기와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불문

Safety Act)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시행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 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모든 근로

하고 항상 강조되어야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있다. 예

자들이 직업에서의 건강과 안전 감수성 증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를 들어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안전 분야에서기초적인 내용의 비중이 커지지만, 중·고등학교로 올

말하자면 이 법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및 관리감독인 모두가 직업과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라가면서는 사이버, 약물 안전, 성문제 및 신변·폭력 안전, 직업 안전 등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

관해 민감성을 갖고 상호 협력하여 사고와 부상 및 질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동 및 조치들을 취

다. 특히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학교

해가도록 의무로 규정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건강 및 안전 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급이 올라갈수록 인터넷과 사이버,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한 안전 문제가 더욱 증대하므로 초등학

하고 있는 것이다.

교 학령기에 비해 중학교 시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사실, 안전 행동과 안전한 삶의 영위는 이와 같은 안전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그 첫

그런가 하면 안전교육의 대상과 영역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잘 살펴서 그에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건물의 비상탈출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서 화재 등의 긴급 상황 시 대

가장 적절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기술공학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

피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경우, 보일러 배기관을 부실 시공하면서 그로 인해

은 이점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가 특히

일산화탄소 유출로 인명 참사가 있을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 건물 주변의 땅파기를

중학생 청소년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하거나 건물 철거 작업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붕괴 등의 위

방법들을 적극 발굴, 지도하는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리하여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기회 있을

험이 올 수 있음을 예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빗물 펌프장 수리

때마다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작업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우리 사회에서 근래 발생했던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이나 수련 캠프, 학부모와의 동반 교육, 게임을 이용한 접근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보면, 모두가 처음부터 안전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비롯된 것임을 잘 알

방법들을 활용 또는 개발, 적용함으로써 적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극복하면서 진정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한편, 중학교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발달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는 경향이

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안전에 관해 깨어있는 의식과 민감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챙기는 안전 감수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에 나타나는 급속한 신체상 변화나 신체적 불균형 등

성부터 제대로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 아주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들의 지나친 걱정을 누그러뜨리

안전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경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 안정성을 유지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안전교육 기회를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현실 세계에서든 사이버상에서든 욕설과 야유, 멸시와 차별, 그리고 집단 괴

이용하여 신체 변화와 관련된 중학생시기의 발달 특성에 적절한 대처를 해갈 필요가 있다(Caskey

롭힘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를 단순히 중학교 시기에는 그런 법이려니 하거나

and Anfara, 2014). 건강과 과학에 관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여 신체적 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기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서로 간에 비인격적 대우와 저급하고 불량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된다. 또한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지원

한 언어의 사용, 그리고 타인 괴롭힘과 폭력 사용 등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까지 어떤 피해

하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생활 중 충분한 물과 영양의 제공, 음주, 약물, 십대 임신, 성 매개 질병 등

와 손상을 입히는지를 체험 스토리텔링이나 역할극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등의

에 관한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신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외에도 안전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중학생들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화재 사고에 관한 영화 등을 보면서 재난안전에 관한 감

갖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기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

수성을 기르는 학습 활동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행할 때 적절히 신체 운동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처럼 중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실행할 때 실천체험, 실습에 의한 안전 실천,
그리고 행동 능력의 함양은 여전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실천과 실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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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지도 방법의 적용

학습, 집단탐구 등과 같이 또래집단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안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체험하는 학

중학교 시기의 안전교육에서는 이들의 지적 발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도 중요하다. 초등학

습 경험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은 물론 동료들과의 바람직한 우정 또한 건전하게 발달

교 학령기 말경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시기에 한참 더 여물어가는 형식적 조작 능력을 고려하되 아

시켜 가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직 구체적 조작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감수성이 매우 민감하므로 안전교육 시 동료들 간의 경쟁이나 신체 성장

구체적 사고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잘 조직된 체계적 학습 활동이 적절한데 비해 형식적

이 빠르게 나타나는 학생들과 늦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사고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보다 도전적인 활동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깊은 이해를

타격이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특히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일과 함께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볼 수 있도

타인의 시각과 평가 등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다소 잘못이나

록 안전생활 관련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지적 흥미를 자극하면서 안전교육의 질을 제고시

실수가 있더라도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차별, 무시, 모욕, 빈정거림 등과 같은 태

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도를 보이거나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 시기는 인지발달 특성상 퇴행적이거나 비관, 염세적인 태도보다는 진보와

마지막으로, 중학생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안전 생활 관련 태도를 형성하는

발달, 긍정과 낙관적 태도에 더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 동시에 실제적 삶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

일도 중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위험성을 잘 인식

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실제적 학습을 선호하며, 실험과 데이터의 분석·종

하면서도 또래집단 규범의 일방적 추구나 일시적 충동 또는 감각추구 성향 등으로 인해 도로에서

합 등과 같은 정통성 있고 구조화된 학습 활동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학

의 위험행동과 같은 걱정스러운 일들을 행하곤 하는 면을 보았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발달 특성

생 시기에는 호기심이 많고 광범위한 관심사를 보이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유용하다고

에 주목하여 드라구티노비치와 트위스크는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일차적으로 위험의 회피, 또

생각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열심히 학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

래집단의 압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과 행위 기능에 대한 과신의 방지 등과 같은 태

여 우리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방지, 극복, 개선하기 위한 과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를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Dragutinovic & Twisk, 2006: 29). 말하자면

의 실질적인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와 자료를 모아 분

안전한 생활에 관한 지식과 사고, 판단력, 합리적 의사결정력 및 안전 행동의 기술 등은 물론, 자신

석하고 논의하며 해결점을 도출해 내는 등의 활동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잘 다스리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하고 존중하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사유하는 활동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
가 익히 알고 있듯이, 중학생 시기에는 수동적 학습보다는 능동적 참여 학습을 더 좋아하므로 적

는 사회적 책임과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적 접근 또한 안전교육에서 중시할 필요
가 있다.

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탐구, 발견,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학습을 선호한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수행
할 때 일방적인 주입과 같은 방법보다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가도록
이끄는 일, 직접 손발을 움직여 작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격려하는 일, 안전교육 과정에서 참여와 활동 및 능동적 탐구를 보다 강화해 나가

4

고등학교 청소년기

는 일 등의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 주변에서 구체적인 안전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
선해 가는 안전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중학교의 요동치는 기간을 지나 고등학교

아울러 중학교 시기에는 활발한 활동과 함께 또래집단에 애착을 갖고 소속되려는 경향을 강하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다. 즉, 중학

게 발달시켜 가면서 이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친

교 때보다 더욱 진전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성숙을 지향해 나

구와 교사, 성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의 학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동료 상

가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 역시 나름의 도전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바, 이러한

호작용을 높이는 것과 같이 이 시기의 발달 특성에 맞는 방법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발달 과제들을 잘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결국 중학교

프로젝트 학습, 문제중심학습(PBL), 역할놀이, 모의상황 학습, 견학 및 현장학습 등 다양한 활동 및

시기의 격랑을 헤쳐 온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이제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탐구 중심의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바람직한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스스로를 정립하고 다가오는 성인기를 대비해 새로운 인생 과제를 놓고 분투노력하게 된다.

발달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안전교육 접근도 중요하다.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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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

신체 발달에서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는 대신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더 절실하게 등장하는 것
이 건강과 안전 문제이다. 물론 질병과 같은 것은 어린 시절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오면서

1) 신체적 발달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술과 담배, 약물, 폭력, 성행동, 우울증, 자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반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면 중학생 때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하던 것에서 점차 안

문제 등이 증대하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주 특성으로 여겨지는 위험행동들이 본격화

정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 말하자면 어린 청소년 때의 급변의 시기를 지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 적극 대처해 가야 하는 과제를

면서 키나 체중, 신체 모습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몸은 중학생

맞이하게 된다.

때에 비해 더욱 잘 갖춰지고 발달해 있어서 훨씬 덜 어색해 보인다. 그리고 고등학생 자신도 스스
로 어른스러워진 외모에 보다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외양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시기로

2) 인지적 발달

접어든다. 다만, 중학교 때 발달 속도가 늦었던 아이들은 이 시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중학교 때 발전된 사고 능력을 더욱 충실하게 그

나가기도 한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에 남아들과 여아들의 신체적 모습이 완연하게 구분되고, 신장에 있어서의
차이 또한 확고하게 나타나며 고정된다. 또한 여아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성숙에 이르고 사춘

리고 심화시켜 발달시킨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가장 상위 단계인 형식적 사고 능력은 이
미 초등학교 말기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시기에 부쩍 증진되고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와서는 더더
욱 질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기를 완료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인 수준의 신체 발달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남녀

샌더스(Sanders)는 이러한 형식적 사고 능력이 세 가지 부문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

의 성에 따라 신체 발육에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여아들의 경우 고등학교 말쯤에 키 성장

명하고 있다(Sanders, 2013: 354-355). 우선, 보다 진보된 추론 기능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이

이 대략 종료되나, 남아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 거의 21세에 이르기까지 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어떤 상황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전체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 가설적으로 생각하는 능

고 또 근육의 힘도 더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시기에 신체 크기와 물리적 힘 등의 측면

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과정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타난 차이는 거의 변화 없이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자

다음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더욱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구

신의 신체적 능력과 재능 등에 대해서도 인식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훈련과 경쟁을 통해 직업적

체적 사고자(concrete thinker)에서 추상적 사고자(abstract thinker)로 변화하며 이를 보다 높은 수준

운동선수 등의 길로 나서는 청소년들도 나오게 된다.

에서 구사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물 또는 그 사물에 관한 지식을 생각하는 사람에서 직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모습, 키, 체중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다이어

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물 및 그 지식에 대해 상상하는 사고를 펼쳐가는 사람으로의 진보가

트, 영양 섭취, 식단 구성 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특히 거의 모든 여학생들

이루어짐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영적

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그

인 것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수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

신체적 전체 모습이나 어떤 특징 등을 가지고 잘못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언급 등을 하는 일은 피

달시켜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신체 외양은 그들의 내면세계와 긴밀히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의 사고에서 중요한 이른바 메타 인지(meta-cognition) 능력을 발전시키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행복과 성공에까지도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

는 것이다. 이는 사고하는 것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자기

기 때문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고 능력을 발현

고등학생 청소년 시기에는 거의 청년기와 비슷하게 식욕이 대단히 많아지고 항상 배고픔을 느
낀다. 우리 옛 어른들이 지나간 시절을 회고하면서 “한창 시절에는 무쇠라도 씹어 먹을 듯했다”라

해 감으로써 자신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
해서도 사고할 수 있게 된다.

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하겠다. 또한 소근육 운동 기능과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게 된다는 점

대근육 운동 기능들도 거의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여 세밀한 동작은 물론 과격한 운동까지 소화해

은 안전교육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안전 문제, 해결해야 할 과

낼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손과 눈의 근육 협응력 같은 것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서 자동차 운전

제 등이 이들의 사고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어렵고 교

같은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몸을 움직이면서 특정 동작과 기능을 훈련해야 하는 안

육적 성과 또한 저조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의 내용도 초·중학교보다는

전교육의 경우, 거의 성인 수준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이고 이론적 기반 위에서 탐구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좀 더 도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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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성 간의 애정 문제도 중학교 때와는 상당히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중학교 시기에는 이성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이렇듯 형식적 조작의 사고를 보다 질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가는 특

에 대한 관심이 막연하거나 강한 호기심 또는 두려움을 수반하고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 측면

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고등학생들은 물론 성인 모두에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에 치우쳐서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중학교 때의 속성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김태련ㆍ장휘숙, 1996: 228-229). 즉, 연령이 높다고 해서 모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차 이성을 개별적 인격체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하

든 과제에서 형식적 조작 추론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같은 연령대에서도 형식적 조작 능력이 온전

며 미래의 반려자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이성 문제를 대하려는 태도를 발달시킨다.

하게 다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는 형식적 조

한편, 중·후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정서적 과제로 독립성과 정체성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

작으로 해결하면서도 다른 문제에서는 구체적 조작 사고를 적용하는 등 형식적 조작의 수행 수준

데, 이와 관련하여 샌더스는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율성(autonomy) 정체성(identity), 그리고 미래

에서 변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정향(future orientation)의 세 가지 발달에 관해 말하고 있다(Sanders, 2013: 355-356). 먼저, 자율성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발달된 추상적 사고 능력을 토대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더욱

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노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의 과정에서 장차 가지게 될 직업적 목

력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강하게 나타나 같은 성의 또래집단 쪽으로 기울어 가다가 고등학교 청소

표들과의 연관 속에서 현재의 활동들을 택하는 등 자신의 미래 직업 및 경력을 탐색하고 준비를

년기에 이르게 되면 다른 성이 섞인 또래집단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후 점차 부모는 물론 또래집

해나가게 된다(Heinshon, 2007: 6). 또한 이들은 논리적, 메타 인지적 사고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

단으로부터도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자아와 개성을 발달시킨다.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청소년

게 규정된 일을 수행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며, 옳고 그름의 관점에 기초하여 그리고 보다 분명한

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영속적인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하는 한편 보다 책임 있

이유 내지 근거에 기반을 두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수행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간다.

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 체계를 성숙시킨다.
다음으로 정체성은 자신의 자아관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 등이 관련된다. 이

3) 사회·정서적 발달

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능력과 재능 및 특성, 가치관 등을 지니고 있으며 장차 무엇을 하는 어떤

중학교 시기의 초기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측면에서 부모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내포한다. 우리가 익히

부터 멀어지면서 또래집단에 강하게 귀속되어 가는 특징을 지녔다면,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와

알고 있듯이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위기를 정체성 대 역할 혼미로 설명한 바 있다

서는 점차 이것이 바로 잡혀가기 시작한다. 정서적으로는 한층 더 안정을 찾아가는 한편, 자신

(Erikson, 1950: 261-263; Elkind, 1970: 11-15). 이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

만의 고유한 개성과 의견들을 발달시킨다. 물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혼미한 가운데 탐색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자아정체성을 형

로 작용한다. 그러나 거의 무조건적으로 또래집단에 의존하던 것에서 점차 자아정체성에 관해

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청소년기는 바로 이러한 발달적 과제를 수행하는 그리고 잘 수행

보다 분명한 감각을 발달시키면서 다른 관심거리들도 가지게 된다(CDC, “Positive Parenting Tips:

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가 있다.

Teenagers(15-17)”). 보다 독립성을 갖고 책임 있는 삶을 위해 준비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또 그
래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정향은 보통 18세 정도 이후 청소년 후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이른
젊은이들이 미래 직업, 자신의 직장, 그리고 경력 등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들을 발달시

이 시기에 형식적 조작의 가역적 사고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장차 성인이

키는 것을 말한다.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말경에 이르면 이에 필요한 인지적 성숙을 이루게 되며,

되어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사회적 역량들을 발달시

자아정체성을 수립하고, 자신들의 도덕적, 종교적, 성적 가치들에 대해 보다 정교한 입장을 지니

킨다. 여기서 정서적 역량이란 감정, 정서를 다루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역량은 다른 사람들

게 된다.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취급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더 커지며 사회인으로의 위상에 더욱 접

과 적절히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청소년들

근하면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은 자기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더욱 잘 감지하고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꽤 많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사회·정서적으로 발달하는 이러한 자율성과 정체성 및 미래 정향성은 안

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

전교육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고등학생들에게 실행되는 안전교육을 통해

하는 기능들도 비교적 원만하게 발달시키는데, 이 시기에 형성되는 우정 또한 종종 진지하고 친밀

생활과 교통, 신변, 약물과 사이버, 재난, 응급처치 등과 관련한 안전 지식과 행위 실천기능을 제대

하며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청소년기 말쯤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

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존재를 위해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자신의 안전 문

고 협력하는 법을 거의 어른 수준으로 배워가게 된다.

제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의 문제 또는 미래 직업과 관련해서 안전 분야를 고려해 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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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 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위험행동 유형은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기의 자율성, 정체성, 그리고 미래정향성 추구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

앞의 중학교 시기에 관한 논의에서 굴론 등의 위험행동에 관한 4유형론에 관해 살펴본 바 있다. 이

고나 재난 방지 차원을 넘어 자기 삶과 인생 전체 차원에서 한 인간의 자기 존재 구현과 연관되는

들의 분류는 나름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20여 년 전에 제시된 것이다 보니

의미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오늘날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국질병예방통

나.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위험행동

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청소년 위험행동 감시체계(YRBS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YRBSS에서는 청

1)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특징 및 유형

소년과 성인의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위험행동들을 6가지 범주로 설정하고 관리 및 감시체계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때와 비교하여 신체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성인의 모습

를 가동해 가고 있다(YRBSS,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여기서 말하는 6가지 범주란 비의도

에 근접한다.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기능들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격렬한

적 상해와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HIV infection)을 포

신체 활동을 추구한다. 또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적으로도 보다 성숙해짐으로써 이성 관계에도

함하는 성 매개 질병과 관련된 성적 행동들, 음주와 여타 약물 사용, 흡연, 건강을 저해하는 다이어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신체적으로 성인들이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가능한 것

트 행위들, 그리고 부적절한 신체 활동 등이 그것이다.

으로 여기게 된다. 청소년 후기의 이러한 신체적 발달은 이들로 하여금 초·중학교 시기와는 다른

YRBSS에서 설정하고 있는 6가지 위험행동 범주에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위험행동

보다 어른들에 가까운 위험행동들 예컨대 성적 문제, 약물 오남용, 매우 무모한 신체 활동이나 폭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전통적으로 중

력 등을 시도해 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되어 오던 위험행동에 더하여 사이버 폭력, 전자 담배, 무리한 다이어트, 과체중 내지 비만, 건강

인지적으로는 형식적 조작 단계가 보다 충실해지면서 가역적 사고와 메타 인지적 능력이 발전

을 위한 아침 식사, 과일 및 채소 섭취 정도, 신체 단련과 스포츠를 통한 운동 정도, TV 시청과 컴퓨

되고 무르익어 가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비판 및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중심적 사

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수면 시간,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문제를 겪은 정도 등 다양한 현대

고에서 벗어나 자신에 빗대어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보다 넓고 깊게 고려하는 능력 또한 발달시켜

적 위험행동 요소들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다. 동시에 추상적 사고도 더욱 발달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편, 국내의 사례를 보면, 일찍이 서울시 고등학생들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한 김민

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더 많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 이에 대비

아·이명선의 연구에서는 8개 사고 영역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해 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 능력의 발달은 더 넓어진 세상을 앞에 두고 혼란과

사고, 가정사고, 학교 사고, 스포츠 사고, 수상 사고, 중독 사고, 가스·전기·화재 사고, 그리고 자연

자신감의 약화를 가져오고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위축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재해가 그것이며, 이와 관련 총 30가지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김민아·이

것이 일상의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무엇에 대한 동경, 무모한 행동을 시도하게 하는 동인이 되기도

명선, 2001: 137-14). 그런가 하면, 2011년에 전학열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한다.

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 위험행동의 특징들로 불안, 우울증, 분노, 열등감, 정체성 혼돈, 자살, 폭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중학교 시기보다 한층 안정된 감정과 정서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나, 성인

력, 불건전한 성문제, 약물 오남용, 학교 중도 탈락 등을 설정한 바 있다(전학열, 2011: 8-12). 그 후

들 수준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통제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종종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감

2014년에 지영주·김영혜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행동 구조 모형을 개발하기

각추구 성향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내부에서 불러일으키거나 외부로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총 11가지의 청소년 건강위험행동을 설정한 바 있다. 즉, 흡연, 음주, 신체

부터 받쳐줄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주어진 삶의 과제가 버거울 때, 일상의 따분함, 지루함, 짜증스러

활동 부족, 비만, 부적절 수면, 아침 식사 결식, 자아존중감 정도, 자기효능감 정도, 우울감, 불안감,

움 등이 심하게 압박을 가해올 때 이들은 현실을 벗어나 무언가 모험적이고 스릴 있는 일, 신기하

사회생태학적 요인 등이 그것이다(지영주·김영혜, 2014: 181-187).

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게 된다. 감각과 충동에 의해 눈앞의 재미를 탐닉하고 흥분과 즐거움에 빠

가장 최근의 연구로, 청소년 문제 행동의 보호·위험 요인 측정도구를 개발한 김석준은 청소년들

져든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정상

에게 발생 빈도가 높고 주변 영향력이 큰 문제 행동으로 음주, 흡연, 스마트폰 과다 사용, 도박 행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종종 사고를 일으키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동을 설정하고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김석준, 2018: 10-15). 최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연령대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점차 낮아지고 과거와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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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네 가지 문제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17

먼저, 개인적 특성이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험행동을 할

년 조사에서 40.2%가 음주를, 그리고 13.7%가 흡연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다 사용 또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는 유전적으로 특정 장애를 가졌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인터넷을 평균 15.4시간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

경우,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기질을 지녔을 경우, 신체적 발육 부진이나 질병, 지적 손상, 우울감과

폰 과다 사용 위험군의 비율이 전체 청소년 가운데 30.6%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

불행감, 개인적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스트레스 등을 가진 경우 위험행동

의 도박 행동 역시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인데, 증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1%인

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위험 특성 중에서 보다 주목을

약 3만 명 정도가 도박 행동 문제군으로 추정되고, 이는 성인 도박 경험률이 1.5%임을 감안할 때

받고 있는 것이 충동성과 감각추구성이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충동성(impulsivity)이란 주의 깊은 생각이나 목적 없이 발생하는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상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위험행동 유형 및 실태 등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는데 나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반응을 야기하는

름 의미가 있으나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다. 즉, 위와 같은 위험행동 유형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

행동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전학열, 2011: 26). 이러한 충동성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나, 보다 온전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놓치고 있는

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파머(Farmer)와 골든(Golden)은 성격 특성에 관한

부분들 또한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생활안전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 문제라든가, 특히 재난안전 분

이론 및 그 외의 많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동성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속성을 지

야에서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의 예방 및 대처, 직업안전 분야 그리고 응급처치 분야 등과 관련

닌 것으로 밝힌 바 있다(Farmer and Golden, 2005: 15-24). 즉, 과욕적인 행동, 비효율적으로 통제된

해서도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위험행동 유형 및

행동, 경험적 회피, 규율 준수의 미흡, 억제 기술의 빈약, 자극 분별력의 미흡 내지 부적절한 자극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때 가장 최근에 국가적으로 개발, 제시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

통제, 만족 지연 능력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안에 근거하여 강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

여기서 과욕적인 행동이란 과도하게 얻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부적응이나 해로움을 가져오는

르기까지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위험행동들은 물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험행동

경우를 말하며, 비효율적으로 통제된 행동이란 곧 성급함(rash impulsivity)을 말한다. 즉, 그것이 가

들을 상정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위험행동으로 주시해 오던

져올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험적 회피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

음주, 흡연, 약물, 성행동, 폭력 등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의 집단 괴롭힘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건

나는 정서나 사고에 대해 마주하여 경험하지 않고 쉽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면서 안도를 찾

전한 행동들, 미세 먼지, 화재, 각종 자연 재난과 직업 안전 관련 위험행동들, 그리고 응급 상황과

으려는 경향을 말하며, 규율 준수의 미흡은 규칙이나 목표, 가치, 행위 기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행동들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온전하고 짜임새 있는 위

으면서 즉각적 반응 행동을 하는 경향을 뜻한다. 그리고 억제 기술의 빈약은 행동을 규제해야 하

험행동 내용체계를 설정하고 안전교육을 수행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는 경우에 적절한 반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을 뜻하며, 자극 분별력의 미흡 내지 부적절한 자극
통제란 상황 또는 여건이 요구하는 바를 잘 분별하여 행동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함을 가리

2)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킨다. 만족 지연 능력의 부족은 만족 추구를 늦추면서 보다 나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그렇다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위험행동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못하고 덜 바람직한 결과를 급하게 택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위한 방안은 어떻게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이른바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충동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
년기에 이 측면에 주의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가) 위험 요인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사소한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비행을 유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 이름하여 위험 요인(risk factors)이란 부정적인 행동 및

발하는 분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전학열, 2011: 27).

결과를 증대시키거나 그런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들을 저해하는 변인들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감각추구성(sensation seeking)이란, 이를 일찍부터 연구해 온 주커맨(Zuckerman)에 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2). 이러한 위험 요인에 관해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하면, 가변적이고 신기하며 복합적이고 강력한 경험과 감정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경험, 감정

왔는데, 대체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을 하게 되는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특성,

등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족 특성, 그리고 사회·환경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Zuckerman, 1994: 27). 이러한 감각추구성은 크게 스릴과 모험 추구성, 경험 추구성, 반제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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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권태민감성이라는 4가지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Zuckerman 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 또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질 수 없다는 무력감,

1978: 139-140).

수치감, 자존감의 상실 등을 가져와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져들기 쉽게 만든다. 또한 부모의 스

여기서 스릴과 모험 추구성(TAS: thrill and adventure seeking)이란 낙하산 타기, 스쿠버 다이빙, 스

트레스나 우울은 가족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키 하강 등과 같이 종종 속도가 높고 위험하지만 비통상적인 감각을 제공해 주는 신체 활동 또는

자녀 학대 및 부부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스포츠를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며, 경험 추구성(ES: experience seeking)은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것

부정적인 심리 상태와 갈등적 가족 관계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기 통제

으로서 자극적인 음악, 미술, 여행 및 사회적 기준에 일치되기 어렵고 비인습적인 감정과 경험을

력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우울증을 증폭시키고 낮은 학업 성취 또는 공격성의 증가, 약물 사용

추구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반제지성(Dis: disinhibition)이란 쾌락적 만족을 쫓는 사람들과

등과 같은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킨다.

어울리면서 감각적 사회 활동, 음주, 불건전한 약물 사용, 섹스 등과 같은 감흥을 추구하는 성향을

그리고 학대 경험 역시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학대는 정서 학대와 신체 학대로

말하며, 권태 민감성(BS: boredom susceptibility)이란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변화가 없는 활동이나

구분된다. 전자는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욕을 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을,

상태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변화 없음에 불안해하며 비예측적이고 흥분되는 일을 추구

그리고 후자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입도록 한 모든 행위 등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

말한다. 이러한 학대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상태나 적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감각추구성은 생물학적으로 유발전위(AEP: Average Evoked Potential) 및 모노아민 산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소(MAO: Monoamine oxidas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학열, 2011: 28-29). 유발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적 특성인데, 이는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내 물리적·심리적 유해환경

전위, 즉 AEP는 감각 기관의 자극에 의해 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많

등으로 인해 청소년 위험행동에 큰 영향이 가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학교가 억압적이거나 지나치

은 연구들에서 감각추구성은 AEP의 증가와 정적으로 관련되며 특히 반제지성 하위 척도와 관련

게 방임적일 경우 학생들의 위험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분위기가 적절한 규율에 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AEP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비행이

거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

나 범죄, 반사회적 이상성격자, 비행자, 약물 사용자들에게서는 AEP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의 학생들에 대한 지지도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배

고되고 있다. 따라서 감각추구성이 높을수록 비행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려하고 존중하며 보살피는 지지적인 학교 환경이 제공될 때 학생들의 학교 적응이 한결 높아지고

MAO는 신경 자극 전달부의 민감도와 관련이 있는 효소로, MAO 수준이 높을수록 신경이 덜 민

위험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현선, 1999: 200, 210, 212). 특히 빈곤 청소년들의

감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높은 감각추구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MAO 수준이 낮은 것

경우, 경제적 소외를 겪을 뿐 아니라 이러저러한 결손을 배경으로 교사에 의해 낙인찍히는 경험을

으로 보고되고 있다. MAO 수준이 낮은 남성들이 범죄나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구체

하는 경우, 부적응과 위험행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적으로 성인 병적 도박자들, 무모한 운전자, 위험한 성행위자, 약물 남용과 반사회적 행위자, 알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인으로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또래집단의 문제이

중독자, 장기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 등에게서 감각추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다(전학열, 2011: 24).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는 부적응을 유발하고, 소외받던 청소년이 비행

렇게 보면 결국 청소년들도 감각추구성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될 경우 이러한 또래집단은 심각한 문제 행동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다. 반

하겠다.

면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학교생활에 있어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

다음은 부모 및 가족 특성이다. 이는 부모와 가족 내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변인들로 인해 위험행

이다.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편부모와 같은 가정 구조적 결손, 부모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만

사회·환경적 특성과 관련하여 빈곤한 환경 역시 그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성 질병,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병리적인 문제, 부부 불화와 갈등 및 이혼 등 가족 해체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선, 1998: 150; 김순규, 2006: 110-11). 빈곤 지

적 요소, 빈곤 가정,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실직, 체벌 등을 포함한 지나치게 엄한 훈육, 부모와 자

역의 경우, 과밀집의 주거 환경, 재래식 화장실, 열악한 급수 시설, 좁은 거주 환경 등이 청소년들의

녀 간의 부정적 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역기능적 가족 특성, 가정 폭력, 학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성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빈곤 가족의 경우, 범죄율이 높고 주거

이러한 특성들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건이 열악한 데다 십대 미혼모의 발생 비율도 높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 학대 등이 높은

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빈곤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전학열, 2011: 23-24). 경제적 빈곤은 부모에게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우, 불량한 건강 상태, 낮은 지적 발달, 낮은 자존감,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위축된 행동,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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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학업 성적 등으로 학교 부적응과 위험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상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156-160). 우리가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보호 요인의 하나로 적절히 기능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

그러면 어떤 보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가? 김석준은 보호 요인에 관한 초기 연구들이 대체로

적,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더 많은 요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공통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지적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수록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김석준, 2018: 28). 말하자면, 빈곤 상황에서 적응이 뛰어난 전형적인 개인들을 찾아내
고, 그들의 성격적, 환경적 특성들을 다양하게 추적함으로써 보호적 특성을 발견해 내는 것에 초

나) 보호 요인

점을 두어 연구들이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성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격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일관적이며 보다 긍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교사나 가족으

은 청소년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청소년들로

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일수록 빈곤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 나간다는 것

하여금 무모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그러

이다.

한 행동들을 차단하거나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이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데, 가메지

이를 가리켜 흔히 ‘보호 요인’이라고 한다.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s)이란 긍정적인 행동 또는 결

(Garmezy)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보호 요인들을 탐구한 바 있다. 즉, 높은 자기효능

과를 증대시키거나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들을 완화 내지 저지시킬 가능성

감과 같은 개인 성향적 요소, 부모의 지지·애정과 같은 가정적 요소, 그리고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이 높은 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2-3). 이러한

지지 또는 강력한 공동체 통합성과 같은 가정 밖 지역사회 요소가 그것이다(Garmezy, 1985: 213-

보효 요인들은 위험행동을 완충, 중단,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33). 그런가 하면 제서(Jessor) 등은 3가지 측면의 7가지 보호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관해 위험 요인-보호 요인의 상호작용 패러다임(a

체계로서 학교와 건강에 대한 긍정적 정향, 일탈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 환경적 체계로서 성인들

risk and protective framework)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말

과의 긍정적 관계, 강력한 사회적 통제 또는 위반 제재에 관한 인식, 사회 인습적 행동의 모델이 되

하는 바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CDC,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Protective Factors”). 이 센터는

는 친구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행동적 체계로서 자원봉사, 가족 활동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의 실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개선, 증진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어린 나이의 성행위, 흡연, 폭력 등

적 참여가 그것이다(Jessor 외, 1995: 923-933).

과 같은 전형적인 특정 건강위험행동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국내에서는 박현선이 1990년대 말 적응유연성(resilience, 회복탄력성이라고도 함)에 주목하여

지적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접근으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동안 수행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발달 메커니즘을 탐구한 바 있다. 여기서 적응유연성이란 동일한

된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험행동들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 요인을 강화하

고위험 상황에서도 보다 잘 적응하는 속성 즉,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

는 것 또한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기르고 바람직한 교육적 성과를 올리는 데 효과적임을 지적

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적응유연성은 크게 개인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센터는 보호 요인이란 생활 사건들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 효과를 감

내적 보호 요소, 가족 관련 보호 요소, 그리고 사회 환경 관련 보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

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특징과 조건 및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요인들

었다(박현선, 1998: 147-148, 150-153). 여기서 개인 내적 보호 요소로는 적극적인 목적 지향, 계

이 위험 또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국

획성, 책임감, 통제감, 자기 유능감, 대인관계기술이, 가족 관련 보호 요소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

면에서 분투노력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태도와 가족 내 지지가, 그리고 사회 환경 관련 보호 요소로는 교과 외 활동 참여, 학교의 민주적 분

결국,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문제에 대처해 가야 올바

위기, 학교 내 인력의 지지(교사), 종교 활동 참여, 지역사회 내 역할 모델, 그리고 지역 내 전문가의
지지 등이 설정되었다.

른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박현선이 수행한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이후, 한상철은 보호 요인이 위험행동으로부터 잠정적인 부정적 결과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거

발달 메커니즘 연구에서도 위험 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 요인이

나 위험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

매개하여 완충하고, 매개적 완충 과정을 통해 증가된 학교 적응유연성은 다시 역으로 위험 요인의

하면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인적 자원과 심리사회적 자원의 6가지의 보호 요인을 들

영향을 경감시키고 보호 요인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1998:

어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인적 자원으로는 부모의 감시와 통제, 좋은 또래, 보호 성인들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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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리고 심리사회적 자원으로는 부모-청소년의 의사소통, 긍정적인 학교 환경, 그리고 단체 활
동에의 참여 등이 강조되었다(한상철, 2001: 19-22, 42-46).

여기서 목적·목표 지향성과 희망이 우선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자신의 삶에 목적과 목표가 분
명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어려움에 부딪혀도 쉽

이후 김순규는 빈곤 청소년들이 불우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게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구해 간다. 따라서 목적·목표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위험행동을 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탐구하기 위해 적응유연성을 보호 요인으로 주목한 바 있다. 이때 적응유

게 될 가능성 또한 적어진다. 이러한 목적·목표 지향성에 힘을 더해주는 한 요인으로 희망(hope)이

연성이란 고위험 상황이나 심각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주목되는데, 전학열은 우울과 통제력 상실, 낮은 자존감 등을 갖는 청소년의 부적응적 특성에 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순

해 희망이 핵심적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를 입증

규, 2009: 109). 그는 이러한 보호 요인을 개인 관련 요인, 가족 관련 요인,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해 보인 바 있다(전학열, 2011: 17-17, 55-57). 희망의 하위 요인인 주도 사고와 경로 사고의 기능

요인으로 설정한 후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개인 관련 요인으로는 자존감,

및 관련성 등을 연구한 최동옥은 희망의 틀에서 목표는 정신적인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이며 희망

자기효능감, 자율성, 책임감, 계획성, 문제해결기술, 좋은 대인관계 기술, 내적 통제 등이, 가족 관

을 안착시키는 인지적 요소인데, 여기서 희망은 목표지향적 에너지인 주도 사고와 목표 도달을 위

련 요인으로는 민주적 양육 태도(부모-자녀의 원만한 의사소통,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애정), 경제

한 계획인 경로 사고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동기부여의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최동

적 자원, 정서적 지지,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열망 및 기대 수준 등이,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

옥, 2005: 2-4). 따라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게

으로는 민주적 학교분위기, 교과 수업 외 활동 참여, 지지적인 교사 등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지

되고 목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스트레스에도 더 잘

적되었다.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 김석준은 음주, 흡연, 스마트폰 과다사용 그리고 도박 행동을 중심으로 청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과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루어진

소년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보호·위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

다. 자아존중이란 사람이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

구를 수행한 바 있다(김석준, 2018: 27, 41-55). 여기서 보호 요인이란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에 노

로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는 품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신을 큰

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 행동이 야기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부심을 갖는 긍지(pride)와도 통한다. 이러한 자아존중은 또한

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보호 요인을 크

오늘날 심리학 분야에서 말하는 긍정적 자아개념과도 서로 연결된다. 자아개념은 인간의 생활에

게 개인 영역, 가족 영역, 또래 및 학교 영역, 그리고 지역사회 영역의 4가지로 구분하고, 총 12가지

있어 역동적·순환적 힘을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 보호 요인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영역에서는 대처 기술, 자아존중감, 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이겨내면서 자

기효능감, 탄력성, 진로 정체성이, 가족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 부모 감독, 부모 애착이 설정되었다.

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과 높은 기대 수준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

그리고 또래 및 학교 영역에서는 친사회적 규범을 지닌 또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가, 그리고 지

인 자세를 갖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극복

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지지, 지역사회 인식이 설정되었다.

해 나간다. 반면에 사람이 자신 및 자기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되면, 매사에 소극적으

이상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호 요인에 관한 이론적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로 행동하게 되고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쉽게 좌절하여 부적응적 행동을 하게 된다.

제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위험 요인의 분류법과 맥을 같이 하는 관점에서, 보호 요인을 개인적

책임감 또한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 책임감은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개

요인, 가족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

인으로서의 자신을 완성하고 공동체의 공동선 실현을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 과제, 의무 등

로 한다.

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실천과 그
결과에 대한 자기 귀속성의 관념을 표상하는 것이며, 상호 의존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1) 개인적 요인

응답의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책임은 원천적으로 하나의 관계개념으로부터 출

먼저 개인적 보호 요인으로는 적극적인 목적지향성, 자아존중감, 책임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

발하므로, 행위 주체와 그의 행위 및 그것에 영향받는 대상을 전제로 주체와 객체의 상호 응답이

력, 대처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응유연적인 청소년들이 성취지향적이고 뚜렷

라는 관계 속에서 정립된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처음에는 행위자의 사회적 의무와 관련하여 무엇

한 생애 목적을 지니며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화하고 적절한 대처 기술을 지니며 책임감 있고 내적

이 그에게 허락되고 어떤 것이 금지되는가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충실히 이행

통제력과 자기 유능감을 지닌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박현선, 1998: 150).

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전학열은 이러한 책임감이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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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즉,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학

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행동의 표준과 한계, 지침 등을 세워두고 이 범위 내에서 그들의 자율성

교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마침내 해당 지

과 자기 의존성을 행사하도록 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감시(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

역에서 상위권 3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 평가를 받은 예가 있다.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때 학

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와 통제(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칙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가 가능하

교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전학열, 2011: 15).

며 극단적인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교

내적 자기 통제력이란 외부로부터의 강화나 벌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유발한 내적 자극에 의

육적 열망과 기대 수준이 적절하게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특정 행동이 발생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94: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가 있으면서도 민주적인 양육 방식과 온정적 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561), 또는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갈등 속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응 및 학교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적 또래 압력으로 인한 문제 행동의 영향을 중재

것을 말한다(Wenar, 1985: 4509). 이를 좀 더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화, 분

또는 완충해 주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친구 및 그 부모를 알고 있을 때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노 등을 조절하는 것, 감각적·육체적 욕구를 규율하는 것, 합당한 쾌락일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연구 결과들도 있다. 한상철은 이러한 근거 위에서 부모의 감시와 통제 및 권위 있는 양육 행동이

추구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자기 통제력은 극기와 연결된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감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래 규범이나 또래 압력으로 인한 위험행동의 부정

정이나 욕구의 유혹에 저항하여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적 결과를 완충해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상철, 2001: 21).

고통, 좌절 등에 부딪혀 나약해지거나 굴복하는 것을 이겨내는 성향도 포함된다. 동시에 극기는

건강한 가족 관계로서 부모-청소년 간의 의사소통 역시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 이는 박현숙

욕구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통제력과 관련하여 감정, 정서를

과 정선영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가정생활과 교육을 가

다룰 때 소극적으로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발하는 일도 중요시 될 필요가 있다.

장 중요하게 여겨왔고 가족 간의 응집력과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의

예컨대, 순화되고 건전하며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를 갖도록 하는 일 등이 그 예가 된다.

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수성 측면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박현숙ㆍ정

대처 기술이란 셀먼(Selman) 등에 의하면 음주, 흡연, 싸움 등과 같은 위험행동을 하도록 사회적

선영, 2011: 212).

압력이 주어질 때 이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역량 또는 삶의 기술을

이러한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대화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국외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휘터커

뜻하는 것으로, 의사소통하기, 의사결정하기, 문제해결 하기, 대안적 전략을 이끌어 내기, 장애를

(Whitaker)와 밀러(Miller)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행동과 콘돔 사용에 있어 또래 규범뿐 아

예측하기, 결과를 평가하기 및 여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삶의 기술들을 포함한다(Selman 외,

니라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영향을 미친다(Whitaker and Miller, 2000: 266-269). 그리고 부모와의

1992: 536). 이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배우고 발달시킬 때 사람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사소통이 성행동과 콘돔 사용에 관한 또래 규범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점도 같이 발견되었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료 및 부모, 교사, 성인들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들과 어떻

성행동 및 콘돔 사용과 관련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 규범이 더 크게

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능력들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게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훨씬 약

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처 기술들은 특히 위험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행동 및 콘돔 사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들의

문제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지,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에서

경우, 부모를 성에 관한 최선의 지식 근원으로 믿는 정도가 여타 또래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도 어떻게 바람직한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하자면 충동적이고 비성

바로 이런 점에 근거하여 휘터커와 밀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성적 위험행동 및 또래 규범에

찰적이며 자기중심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되고 협동적이며 성찰적인 상호작용 양식으로

동조를 덜하게 해줄 뿐 아니라 부모가 성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더 크게 갖게 해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부모-청소년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
모는 또래들이 제공해 주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부모의 가치

(2) 가족적 요인

를 강화시킬 수 있어 부모-청소년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즉, 부모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적 인적 자원인 가족 측면에서는 부모의 감시와 통제, 바람직한 양

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또래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서 행동할 가능성을

육 방식 및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한상철, 2001: 19-21). 우선 부모의 감시와 통제는

줄일 수 있으며, 또래의 가치보다 부모의 가치에 더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가장 강력한 보호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청소년을 위험행동으로 나

높아지는 것이다(한상철, 2001: 22).

아가게도 하지만 반대로 위험 요인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해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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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환경적 요인

계를 촉진시키고 건전한 학업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며 부정적인 또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짚어볼 것이 바로 또래의 영향이다. 청소년 시기의 또래의 영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단체 활동 참여 또한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

향은 긍·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와의 친밀도 및 비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 스포츠 활동,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스카우트나 4-H

또래와의 애착 정도에 따라 심각한 비행 및 위험행동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활동, 예능 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부정적 또래 압력이나 또래 규범의 영향을 덜 받으며,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또

성인의 관리 감독이 없는 경우 시간 낭비 속에 부정적인 행동들을 할 가능성 또한 차단 내지 약화

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완충효과를 주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박현숙·정

시킬 수 있다. 안전교육을 실행하면서 바로 이러한 건전한 단체 활동의 보호 요인으로 작동되도록

선영, 2011: 209, 212).

하는 측면도 숙고해 볼 필요가 높다.

결국, 보통 또래들의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회적
으로 인정되는 인습적 행동을 잘 수용, 실천하고 있는 또래들과의 관계는 반대로 긍정적 영향을

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안전교육 지도 방안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한상철, 2001: 20). 즉,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친구를 갖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공해 주고 또래 평가 및 친화의 긍정적 원천을 제공하는 한편,

지금까지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과 위험행동의 양상 그리

성인이 없는 시간에 친구들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래의 사

고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이

회적 지지는 특히 소녀들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또래에 의한 수용성(acceptance by

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점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peers)은 외적 문제 행동(폭력, 절도, 약물, 성행동 등)에 대해 보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적 문제 행
동(불안, 우울, 자살 충동, 섭식장애 등)에 대해서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

1)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주요 위험행동에 대처하는 안전교육의 실행

주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보호 성인들의 존재 여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청소년 주위에 그들을 보호해 주는 성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의 청소년 통계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통계청ㆍ여성가족부,

인들이 있을 경우 위험행동을 감소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

2019: 5-47; 『뉴시스』 , 2019. 5. 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고의적 자해로서의

및 성인들과의 관계, 관심 정도,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해 의논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청소

자살이며, 그 뒤를 운수 사고가 뒤따르고 있는데, 각각 인구 10만 명당 7.7명과 3.4명으로 높게 나

년과 지지적인 성인들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한 제서 등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주변 성인들과 긍

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

정적인 관계를 가질 때 문제 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고한 바 있다(Jessor 외, 1995: 925,

구의 45% 정도가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929-932). 부모나 가족, 친척, 이웃, 학교 교사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이 청소

이 외에도 음주와 흡연, 음란물 등의 유해 매체 이용, 스마트폰 과의존, 도박 등의 행동들도 높게 보

년들에게 잠정적인 감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 요인이 된다.

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청소년의 안전교육에서 이러한 위험행동들에 대한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

대처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으며, 타인과의 긍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폭력 위험에 대한 보호적 요인이 된다. 그리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여 이러한 근거에서 한상철은 자신을 돌봐주는 성인들의 존재 여부는 인습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예로,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청소년 위험행동

들을 사귀는 것과 더불어 부정적 또래 행동이나 지각된 또래 규범 등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

감시체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위험행동들 6가지 범주와 같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질병통

며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또한 감소 또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상철, 2001:

제예방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 및 의사

21).

에게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CDC, “Positive Parenting Tips: Teenagers(15-17)),

또한 긍정적인 학교 환경과 건전한 단체 활동 등도 중요하다(한상철, 2001: 22). 청소년들의 학
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 방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 몇 가지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즉,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성향, 학교와의 좋은 관계,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업 성취와

먼저,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관해 보다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정신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교사 및 부모들과의 관

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슬픔을 느끼거나 우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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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극단적인 생각 같은 것이 드는지 묻고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독립성의 문제는 두 측면과 관련된다. 하나는 부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또래집단이다. 고등학교

렇게 하는 것이 극단적 상황을 완전히 방지해 주지는 않지만 주변의 중요한 어른들이 청소년의 감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고 걱정하며 힘이 되어주려 한다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청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일탈의 요인이 된다. 여기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이에 대

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나 음악, 연극, 미술 등과 같은 활동에

한 동조성과 그 집단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원만하게 확립되지 못하면 무모하고 반항적이며

참여해 보도록, 그리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민 활동 등

반사회적인 행동들로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구체적인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물론 상

결과 추상적 사고를 하는 능력의 증대가 위험행동에의 도전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은 무적불패

태가 심상치 않거나 할 경우 등에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그리고 도로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정체성 문제 또한 중요한 사안이 된다. 아동기와 중학교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자신 및 주위와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하면서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 8가

의 관계, 규범과 가치관 등에 대한 일종의 발전적 재구성이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며, 자

지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 경험 부족 상태에서의 운전, 청소년들끼리 동승한 운전, 늦은 밤 심야

신이 누구이며 장차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심

운전, 안전띠 미착용, 주의 산만한 운전, 졸음운전, 무모한 운전, 음주 등으로 인한 비정상 위험 상

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정체성(ego identity) 정립 과정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

태 운전 등이 그것이다(CDC, “Eight Danger Zones”).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운전 행동으로 인한 사고

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혼돈과 좌절을 겪게 되며 여기에 삶에 관한 경험 부족과 일시

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성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야간 운전을 통제하며, 부모·성인과 청소

적인 충동, 감각추구적인 특성들이 더해지면서 일탈과 위험행동으로 기울어갈 가능성이 높아지

년 사이에 운전 약속(Parent-Teen Driving Agreement)을 정해놓고 실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안전교

게 된다.

육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산악사륜구동차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헬멧
을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발달 과제에 대해 적절한 교육적 지
원이 주어지도록 유의하고 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거의 성인이라

또한 청소년들과 약물, 음주, 담배, 불건전 성적 활동의 위험성에 관해 토론하면서 가르칠 것을

고 생각하고 또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역시 아직은 생활의 상당 부분을 부모 및 성인에 의존

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하며 성인의 안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는 이들이 독

먼저 청소년 시기를 경험해 온 성인이면서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로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

립성 또는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지체 없이

하고 있는지를 청소년들과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대화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챙기고

게임, 채팅, 메시지 주고받기 등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얼마

보호하고 안내하고 지지하고 돕는 등의 지원이 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면서 점차 더욱 독립적인 존

나 시간을 쓸지 등과 관련해서 좋은 결정을 하도록 격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재로 성장해 가는 데 결정적이라는 청소년 안전교육상의 일반적 원리에서 비롯되는 필수적인 일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컨대 어떤 또래집단 내에서

이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약물을 권하거나 불건전한 섹스를 강요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자고 하는 등의 경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적절히 길러가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생활의 내면적 기반

우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하면서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

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위험행동의 보

제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물음에 정직하

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특성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역시

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답해주는 등의 태도와 대화 방식이 중요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는 학교에서의 성취나 성공이 자존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을 증가시킨다
는 박현선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말하자면 학교 적응이나 성취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2) 고등학교 청소년 보호요인 강화에 필요한 안전교육 노력

지속적인 보호 요인의 활성화 과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박현선, 1998: 159-160). 따라서 안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서 비롯되는 측면들에 대한 안전교육 도 중요하다. 우리

전교육과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공 경험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안전학습 경험

가 익히 알고 있듯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는 성인기를 대비하여 점차 독립성을 확보하면

을 누적적으로 쌓아가도록 위험 발생 시 비상 탈출 훈련을 하면서, 완강기를 이용하여 위험 순간

서 건전한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청소년 안전교육의 전체 과

에 위기를 벗어나는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능력

정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을 발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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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지 발달과 심리사회적 및 정서사회적 발달에 관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샌더스의

귀 기울여 들어주기와 함께 활동하기를 들 수 있다. 앞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발달 특징 중 하

제안은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Sanders, 2013: 357). 먼저, 부모

나로, 자신을 성인으로 여기는 경향을 짚은 바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의 양육 태도 및 방식에 관한 것인데, 샌더스는 억압적이거나 방임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

경우 자신을 인격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대우해 주는지 여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를 가진 스타일의 부모,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함께 분명한 한계 및 일관된 훈육의 균형적

고등학교 청소년의 안전교육에서는 이들의 말과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심사숙고

인 접근을 취하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접근을 취하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에 비해

하여 답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거의 성인이

덜 우울증을 앓고 위험행동에 보다 늦게 발을 들여놓으며 학업 면에서도 더 성공적임을 많은 연구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여전히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경험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안전교육 교수자

또한 샌더스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및 발달적 양상들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발달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과 비

들이 이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수행하면서 탐구와 문제해결 과정을 같이 해가게 되면 그만큼 교육
의 성과를 제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적으로 진행됨을 설명해 줌으로써 비현실적 기대와 그 과정을 완화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지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는 거의 성인 수준으로 형식적 조작의 사고가 발달하는 때이다. 경험과 내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의 부모로부터의 분리 및 정체성 형성을 받아

적인 충실성이 모자랄 뿐 거의 성인과 같은 형식적 조작을 해낼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들이는 것이 건강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 개념 형성에 필수적이고 또 이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훗

따라서 중학교 시기가 구체적인 안전 문제, 실생활 속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 교육 방법, 구조화된

날 가정으로의 복귀 및 바람직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학습 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는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적 학습, 탐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간관계가 발달해 가면서 그들은 데이트, 애정, 성적 행동들에 관심을

와 발견, 문제해결과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창의적이며 비구조화된 학습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건강전문가들은 성적 정체성 발달과 성적 정향성 등을 포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중학교 시기의 경우 학내 위험 요소를 조사하여 개선점

함하는 개인적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평

을 찾아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과 같은 데 중점을 두었다면, 고등학교 시기에는

안함을 느끼면서 성적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학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청소년들은 적절한 건강 정보들을 필요로 하므로 약물 사용 및 건전치 못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운영 및 학생들 안전 생활의 정책 차원으로 구현해 보는 집단 탐구형 과정으로 이끌어 볼 수도 있

위험행동들을 피하는 동시에 동료들과의 어려운 상황을 적절히 다루면서 헤쳐 나가는 기술과 능

는 것이다.

력들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는 나이 들고 경험 많다는 점에 기대어 우월감을 보이려는 사람들

이상과 같은 샌더스의 조언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수행할 때 우리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존중

을 구시대 사람, 꼰대로 치부하면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앞세워 고

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면서, 안

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일장 연설 식으로 학습을 이끌거나 훈계식 또는 고

전 생활 규칙과 행동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또 몸소 모범

압적 충고 등의 자세로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청소년기

을 보이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더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

에는 가식, 체면치레, 위선 등을 아주 싫어하며, 교육적 상호작용에서도 유달리 정직성을 높게 기

리사회적 제 발달의 특징과 그 의미 및 이에 따른 중요한 안전 지식과 기능들을 적절히 교육함으

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인들이 굴곡 많고 파란만장한 삶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때로는 불가

로써 합리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 적시성 있는 안전교육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신변

피하게 진실을 다 내보이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들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는 아직 이해하기

안전 및 약물·사이버 안전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건강 지식과

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순수성을 우선하는 청소년들의 경향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행동 지침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관련 실천 기능과 능력들을 기르도록 적절히 이끌어 갈 필요가

수행하는 교수자는 항상 진지하고 솔직하며 진실 되게 임하면서 능력과 역량을 믿고 기댈 수 있는

있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전교육 교수자도 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으
므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더 노력하고자 한다거나 불쾌한 경우에는 억지로 감정을 감추지 않

3)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지도방법의 적용

되 품격 있게 표현하고 양식 있게 처신하는 등 스스로 솔직하고 자기다움에 충실한 모습도 필요하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할 때, 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지

다.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교육에 임할 때 청소년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

도 방법상의 중요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상의 대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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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수자는 현대적 테크놀로지에

라서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출입문을 통과할 때도 휠체어를

대한 박식과 능숙함 및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와 역량을 갖추는 일 또한 필요하다. 청소

밀어주기보다는 문을 활짝 열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좋으며, 엘리베이

년들은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눈높이를 같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좋아하며

터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따르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현대적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안전교육 교수자는 컴퓨터 등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다양하면서도 능숙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한편 안전교육의 성과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 시각장애인
【길을 안내하거나 함께 걸을 때】
시각장애인과 인사할 때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목소리로 알려주고, 함께 걸을 때는 팔꿈치
를 내어주어 길을 안내하도록 한다. 팔짱을 끼거나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

5 장애인

례가 되는 행동이며, 만일 혼자 걷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도와줄 필요는 없다.
【함께 식사할 때】

장애인은 선천적·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에 결함이 발생,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
을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는 장애에 대해 올바로 이

식당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혼잡한 경우에는 대신 배식을 받아 가져다주는 것이 좋으며, 음
식의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위치를 하나하나 알려 주는 것이 좋다.

해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대응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신체적인 제약들로 인해 스스
로 또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위험 요인들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야기할 때】

막상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전지식 부족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망설일 수 있다. 따라

말을 시작할 때는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해야 하며 물건을 전

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전달하도록 한다.

가. 장애인과의 소통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보행 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이나 안내견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동, 안내견을 부

1)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화할 때】

르는 행위는 사전에 꼭 시각장애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안내견을 만져보거
나 함께 놀아주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꼭 시각장애인에게 허락을 받도록 한다.

휠체어장애인: 눈높이를 맞춰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하
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에 어려움이 없는 자세로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청각·언어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활동보조인이 없다면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

【대화할 때】

용하여 정확하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듣기 어렵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얼굴을 계속 마주

다고 해서 대충 듣고 답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되고 정확한 업

보며 이야기한다.

무 처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
【도움을 줄 때】
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으켜 세워 도와주려고 하지만, 괜찮은지 여부
를 살핀 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편한지 물어보고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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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이나 몸짓 적극 이용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한다? NO!
의사 소통 방법부터 확인
알아
두기

대화의 시작은 시선을 끄는 것부터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반복

대화
하기

수화 통역사가 있는 경우,
청각 장애인을 보며 직접 대화
여러 명 대화 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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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유형별 재난취약 특성

【주의를 끌 경우】
청각장애인과는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앞쪽에서 손짓, 불을 껐다 켜는 등의 방법, 손을 흔들
거나 발로 바닥을 굴러서 진동을 통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보이는 대처 취약성의 특성을 장애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시각장애
인은 시력 저하나 시각 상실에 따른 공간이용의 어려움으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
지고 비장애인에 비해 느린 보행 속도로 재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각장애인은 모든 정

4) 지적장애인

보를 시각에 의존하는 특성상, 재난과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재난 발생 시

【함께 일할 때】

경보시스템에 대한 대응력도 취약하다. 지체장애인은 수직이동의 어려움, 이동거리의 제한, 느린
보행속도로 재난 대처능력이 낮으며, 뇌병변장애인도 지체장애인과 유사한 보행 능력 및 속도 등
의 제한으로 재난피해자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장애유형별 재난 취약의 특성표>
장애유형

재난 취약 특성

시각장애인

•시각이라는 감각기능의 상실로 인해 인지상에 많은 착오를 겪고 공간이용에 있어서 어
려움을 겪음
•일상생활 어떤 상황에서든 사건, 사고에 항상 노출됨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ㆍ눈으로 재해 및 재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음
ㆍ재난 상황 발생 시 많은 소음 발생, 어수선한 주위환경으로 인해 다른 감각을 활용한
이동이 어려움
ㆍ재난 발생으로 대피 시 수평 보행속도는 비장애인의 40∼66%, 계단 보행속도는 비
장애인의 39∼57%

청각장애인

•기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므로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쓸모없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음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재난에 대한 초기 인지가 쉽지 않아 비장애
인에 비해 재난 대처시간이 오래 걸림
•화재경보가 울릴 때 대응 취약

나. 장애와 재난
1) 장애와 재난
재난과 장애
재난이란?

장애인의
재난취약성

이론적 정의 : 재난(Disaster)의

'Dis'는 분리, 파괴, 불일치를 뜻하고, 'Aster'는 라틴
어로 star라는 의미로 별의 분리 혹은 파괴, 행성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불행이라는 의미로 해석
현상적 정의 :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규모가 큰 피해상황
법률적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을 포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장애인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대상으로서 재
난약자로 분류될 수 있음
•재난약자로서 장애인은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주변의 도움 없이 대피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 밖에 되지 않음
장애인의 71% 는 재난에 대비한 어떤 계획도 없음

지체
장애인

•수직이동이 어렵고 이동거리의 제한
휠체어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데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약간의 요철이나 단차에도 통행 어려움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는 동작이 어려움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고 넘어지기 쉬움
목발 •보행능력이 약하고 보행속도가 느림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동하기 어렵고 위험함

뇌병변 장애인

•재난 발생 시 경증인 경우 비장애인 대피 속도의 85% 수준이며, 중증일 경우 65%수
준이며, 휠체어 사용자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경우 이동속도는 비장애인의
92% 수준

장애인의 50% 는 재난대피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
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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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특성

수평이동의 어려움은 주로 지체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모든 이동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의 유형에는 공통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은 있지만, 화재 시 자신의 의

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화재 사고 등에서 주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와상(누워있는) 장애인

지로 이동이 가능한 유형,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지만 화재 등

이 주요대상이 된다.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지진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서 대피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유형, 수동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자유로운 장애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난 지역에 장애인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우선해서 제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해야 한다.

자력대피가능

자력대피가능

휠체어 대피가능

나) 계단이동 어려움
주요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클러치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필요사항: 건물의 대피공간 확보, 계단이동 보조장치, 소방공무원의 우선구조, 건물 또는 인
근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평상시 운동거부
자력이동

지팡이, 스테퍼
자력이동

보조기구
자력이동

보조기구
자력이동

수동휠체어
자력이동

전동휠체어
자력이동

수직 이동의 어려움은 휠체어를 타거나, 클러치를 짚고 이동하는 등의 수평 이동은 가능하나 계
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유형으로는 평상시 침대나 고정의자 등에서 생활하며 위기상황
인식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를 대부분 사용하여 자

다)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력 대피 불가능한 장애인, 화재 등 비상시에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구분할

주요대상: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구어장애가 있는 노인

수 있다.

필요사항: 재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재난 상황 전달, 진동 재난 상황 전달, 응급수어,
조력자 의사소통 지원
도우미+휠체어 대피가능

특정 대피계획 수립필요

음성을 통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장애인 등
이 주요 대상이다. 뇌병변 장애인 중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조력자를 지정하여 빠른
수동휠체어 장애인
도우미

수동휠체어
손동작 장애

전동휠체어
손동작 장애

목제 고정식 의자
전신마비

휠체어
자력탑승 불가

와상침대, 위기상황
인지불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의미 의사소통 어려움

4) 재난취약 특성별 재난대응
장애 유형의 재난 특성을 재분류 해보면 이동 어려움, 계단이동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도우미의 필요 여부가 추가로
요구된다.

주요대상: 발달장애인, 인지적 뇌손상이 있는 노인
필요사항: 재난상황 대피 지시, 재난 상황 인식교육, 관련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화시 대
화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난 발생상황에서는 ‘불났으니까 대피해’라는

가) 이동의 어려움
주요대상: 전신마비 장애인 및 노인, 스스로 휠체어 등을 타지 못하는 장애인

지시보다는 ‘불났으니까 운동장으로 나가’와 같이 명확한 장소와 지시사항이 포함된 언어를 사용
하여 지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사항: 소방공무원의 우선 구조, 재난 상황 조력자 지정 및 조력자 대피교육, 건물 또는 인
근 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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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

동생은 누나의 발밑에 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전자레

주요대상: 시각장애인, 저시력 노인

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OO소방서 관계

필요사항: 대피 시 조력자와 함께 대피, 건물의 대피로 안내

자는 “누나가 동생의 다리를 끝까지 품고 있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손을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뒤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진 박양 남매는 상태가 호전되

대피 과정에서 화재, 비상상황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워 정해진 대피경로를 벗

지 않아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박 양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심폐

어나 대피해야 할 경우 대피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피 시 조력자를 지정하거나, 건물의

소생술을 받고 밤늦게 OO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남동생과

대피경로를 평소에 익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란히 누워 9일 동안 힘겨운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유독가스로 인한 뇌 손상이 커 아끼
던 남동생을 남겨두고 먼저 가족 곁을 떠났다. 이어 13일 오전 9시 34분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뇌병변 1급 장애아 동생 박모(11세) 군도 숨을 거뒀다. 박 군은 집 안에서 발

5) 장애인 사고사례

생한 화재로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와 장기 손상에 따른 합병증
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가 어려워 맞벌이를 해야만 했던 남매의 부모는 박

가) 국내사례

군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할 경우 장애 등급 재판정을

• 화재: ○○○씨 화재사고

받아야 하고, 등급 재판정 결과 오히려 등급이 하락될 경우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통지

00년 10월 26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 00동 2층 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이 연립에서

를 받고 서비스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무한돌봄

거주하던 중증 지체장애인 000씨는 자신의 집에 혼자 누워 있다가 질식 사망하였고, 자

서비스’와 ‘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지만, 이들 남매는 소득자

신의 죽음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렸다.

의 사망·가출·행불·구금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한돌봄서비스를 제

000씨가 숨지기 직전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기 위해 입에 터치펜을

공받지 못했으며, 파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를 누리지 못

물어 펜 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 “살려주세요!”라고 신고를 하였다. 뇌병변 장애 중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경향신문 발췌).

에서도 최중증인 000씨는 양팔과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다. 소방관들이 신고를 받
은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000씨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나) 국외사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둬야 했다.

• 일본: 지진발생 시 장애인관리

000씨가 잠자던 방에서 현관문까지는 비장애인이라면 다섯 발짝도 채 안 되는 거리였고

1995년 1월 17일 5시 46분 고베지역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 이후 가설 주

방문과 현관문 모두 문턱이 없어 전동휠체어를 타면 2~3초면 탈출할 수 있는 거리였으

택에서 고립사한 사람을 포함해 6,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대다수의 가옥이 붕괴·소실되

나, 평소 000씨의 발 노릇을 하는 전동휠체어가 부엌에 놓여있었고 활동보조인의 도움

는 등 일순간에 몇 개의 거리가 사라져 버렸다. 대지진은 장애인들이 겨우 손에 넣은 집과

없이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올라탈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은 불이 나기 3시간 전인 전날

작업소를 붕괴시켰고, 지진이 끝난 후 부서진 거리는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들

밤 11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발췌).

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 주었으며 피난소로 정해진 학교와 시민회관에는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었다. 피난용으로 세운 가설주택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과

• 화재: 남매 화재사고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긴급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00년 10월 29일 오후 6시5분경 경기 ○○동 아파트 14층 한 가정 창문으로 불길과 검은

은 ‘피난·보호’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병원과 시설, 먼 친척집

연기가 올라왔다. 당시 집에는 박모(13세)양과 뇌병변장애(1급)가 있는 남동생(11세)이

으로 보내졌다.

있었다. 부모는 모두 일을 나가 집에 없었던 상태로 화재 8분 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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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911테러 이후 장애인 재난관리

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한 상태로, 박양은 문을 향해 엎드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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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부 장애인들은 피난과정과 구조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1976년 설립된
NTFLSH(장애인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특별행동대)의 사무국장인 에드워너 주이렛은
911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재난관리 문제를 강조하였다. 주이렛은 뉴욕시 소방
국을 재촉하여 세계무역센터에서 실제로 피난을 경험한 2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고
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전원부, 전원, 그리고 디젤 비상발전기 3종 전원장치를 건물 밖에 설치하여 건물이 붕
괴되어도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EVAC-Chair(계단이용 의자) 배치
-응급센터 확충, 배연 팬을 위한 비상전원 확보
-계단과 난간에 형광테이프를 붙이거나 형광도료를 칠함
-계단 입구 쌍방향 통신 시스템 설치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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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의 필요성

나. 교육적 근거
문제는 그러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 여기서 우리는 안전교육이 필요한 교육적 근거

가. 현실적 근거

를 보게 된다. 우리가 무수히 겪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
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밑바닥과 생활 속에서 잠재되어 원천적으로 배태되어 나오고 있기 때

세월호 참사라는 뼈아픈 경험 이후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문이다. 우리는 흔히 사고의 3요인으로 기계적 요인(mechanical factor),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경주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factor), 그리고 인적 요인(human factor)을 들곤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인

왜 이렇게 안전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우선 현실적 필요성을 그 근거로

적 요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1930년대 초 사고 방지를 위한 과학적 접근의 문

들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경험하고

을 열었던 하인리히가 지적했듯이 기계나 물리적 조건들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략 10%인 반면,

있다. 2017년 말과 2018년 초 인천과 제천, 밀양에서 낚싯배 사고 및 대형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일

사고의 약 88%는 사람들의 불안전한 행동들(unsafe acts)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Heinrich,

어나고 관광버스와 유류를 실은 트럭의 대형 교통사고에 이어 유치원 붕괴 사고, 펜션 일산화탄소

1950: 18).

누출 고등학생 참사 등이 일어났으며, 2019년에 들어와서도,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대규모 산불,

결국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은 충분히 회피 내지 방지될 수 있는 것들인

철거 건물 붕괴사고,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 나이트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

데, 바로 ‘사람’이 문제가 되어 죽거나 다치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손실 내지 파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탄을 맞이하면서 불행을 겪고 있으니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 또 하나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

그런가 하면, 통계청이 근래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통계청, 2018. 9.: 7, 9,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을 제대로 길러서 무지와 무책임, 태만과 소홀, 만용과 비과학성 등으로

17, 33-40), 전반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

빚어지는 불행한 사고들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

으로, 전체 국민의 사망 원인 1-10위까지를 보면, 1위는 악성신생물(암)인데 고의적 자해(자살)

운영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볼스 등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비의도적 부상들은 이해 가

가 5위 그리고 운수 사고가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능한 것들이고 방지 가능하며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Boles 외,

성 질환 등 모두 질병들이다. 결국 질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고에 의해 사망을 하고 있음을 알

2005: 563).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10-19세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 외인에 의한 경우가 1위를 차지

다. 심리학적 근거

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고의적 자해(자살)이고 그 뒤를 운수 사고, 추락, 익사, 화
재, 중독 등의 사고사가 잇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 사망의
경우 그 대부분의 원인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심리학으로부터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일
찍이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의 문을 열었던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을 이해하

또한,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국제 손상 분류기준에 따라 통계·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려면 그 동기에 대해, 그 행동과 삶의 동력에 대해, 그 욕구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됨을 전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 100명당 사고율

출발하였다(Maslow, 1970: xii-xiii). 그는 인간이란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열망, 성장과 자기실현, 건

또한 우리나라 산업 재해율 0.6-0.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원진직업병관

강을 위한 노력, 자기 정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추구, 탁월함에 대한 갈구 등을 가지고 있음을 직시

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5: 8).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안전사고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였으며, 그러한 통찰에 기초하여 이른바 인간 욕구체계설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욕구는 가

일이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교육에 힘써야 할 이유 중의 하나를 바로 여기서 찾

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차례로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아볼 수 있다.

욕구가 있으며, 그리고 최상위에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후에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가 추가됨). 여기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기본적 욕구이며 결핍 욕구인 데 비해 그 이상
의 욕구들은 성장 욕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 체계에서는 앞의 욕구가 충족되
어야 그다음의 욕구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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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체계설을 통해 우리는 안전이 인간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여

육과에서 안전교육 전공 교수로 있던 플로리오(Florio)는 당시 사회에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

실히 보게 된다. 그가 말하는 안전은 보안(security), 안정, 의지함(dependency), 보호, 공포·불안·무

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세태를 한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

질서로부터의 자유, 구조·질서·법·한계에 대한 필요, 보호하는 사람의 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교육이란 자신 또는 타인

런데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바로 이러한 안전의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며, 이

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을 때 소녀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험

것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그다음의 소속 및 애정의 욕구 그리고 그다음의 존경과 자기실현의 욕구

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미국교원양성대학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진정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Education)과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견해를 들면서,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이란

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타고난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스스로를 완성하는 참으로 의미 있고

사망과 상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습관 그리고 태도의 발달을 기하는 데 주력해야 함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이 해결되지

을 강조한 바 있다(Florio, 1960: 166-167).

않고는 그 어떤 무엇도 가능하지 않게 됨을 알게 된다.

이후 플로리오와 스태퍼드(Stafford)는 위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켜 안전교육도 하나의 학습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매슬로우는 안전 욕구는 인간 행동을 일으켜 규율하는 거의 배타적 조직

므로 안전에 관한 지식과 동기 및 행동을 발전적으로 조직화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안전

자들(exclusive organizers)이요, 유기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 행사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 삶을 위한 학습의 과정은 사람이 매일 활동하는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많은 위험들에 대한 이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생리적 욕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안전 욕구에 의해 전면적

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놓인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태도의 발달, 그리고 위험한 상황

으로 지배되며, 우리는 유기체 전체를 안전 추구 기제(safety-seeking mechanism)라고 말할 수 있는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들의 숙달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Florio

바, 이때 인체의 감각수용기, 반응실행기, 지적 능력 및 여타 여러 가지 역량들은 기본적·우선적으

& Stafford 1962: 24).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견해로 워릭은 안전교육이란 안전한 행동에 기

로 안전을 추구하는 도구들이 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굶주린 인간의 (허기를 면하고 살아

여하는 습관, 기능, 태도 및 지식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지배적인 목표는 인간의 현재 세

(Worick, 1975: 2-3).

상에 대한 세계관 및 철학은 물론 그의 미래에 대한 철학 및 가치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결정 인자
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Maslow, 1970: 39).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인지적 측면),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기능 및 능력(행동적 측면) 그리고 안전한 삶을 잘 영위하려

그런데 매슬로우의 이러한 통찰,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의 물음이 던져지게 된다. 즉, 이

는 가치관과 태도 및 실천 의지(정의적 측면)의 세 가지를 유기적·통합적으로 길러가도록 돕는 것

렇듯 안전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안전

이다. 즉, 안전한 생활과 관련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갖추어 안전 생활

역량 역시 생래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즉, 인

역량과 성향을 체득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가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유병열, 2016:

간의 안전 욕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역량은 그렇지 못하

462).

고 후천적으로 길러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교육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그런데 안전교육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의미 외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된다. 안전교육은 인간 본질상 근원적으로 요청되는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안전에 관한 교육’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싹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관한 교육’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박효정 외, 2015: 8-9). 전자는 학교 내에서 학생

역량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단하고 지난한 안전교육 노력의 과정을 통해 길러

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며, 후자는 학교 내에서의

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안전은 물론 가정과 사회 및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 생활을 위해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지
식, 기능, 태도 및 대처 방법 등을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란 대체로 후자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바

2 안전교육의 의미

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는 안전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
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기르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전교육이 인간에게 있어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안전교
육(safety education)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반세기도 전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건강과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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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여러 교육 활동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특히 안전교육과

극적인 목적은 화재를 관리(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도덕·인성교육이 중요하게 관련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안전 및 안전교육의 선진국들 중에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서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찍이 키케로(Cicero)가 말한 바처럼, ‘국가의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녕은 시민들의 인격에 달려 있다’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미국 사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민생 지원 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업무 영역이 확

강하며 현명한 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의 징표로서 존중, 정의, 시민적 덕과 자질, 자신 및 타인에 대

대되어 가고 있다(「소방기본법」 제1조의 내용을 재구성).

한 책임 등을 핵심적 윤리적 가치들로 설정하고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에 매진해 오고 있다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소방안전의 범위와 활동 영역은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일 평균 116건의 화재 출동과 2,295건의 구조 출동, 8,013건의 구급 출동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생존력을 길러주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生きる力」をがぐくむ

및 활동이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소방청, 2019, 2018 소방백서).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 보

学校での安全教育)』이라는 학교 안전교육 교육과정에 아예 안전 학습과 안전 지도 사이에 도덕

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오늘날 소방안전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국민 생

교육을 위치시켜 놓고, 그것이 두 가지 안전교육을 연계하면서 그 중핵이 되는 것으로 운영해 가

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핵적인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민들의 생존의 힘을 기르는 것을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은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안전사고 발생 현실에

는데 이를 위해 자립·협동·창조라는 도덕적 가치 지표들을 설정해 놓고 매진해 가는 모습을 보이

가장 근접할 수 있으며, 이때 얻어진 안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고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학교 안전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접근하고 있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 구현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방안전은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소

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안전 확보 및 이를 넘어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

방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진압·구조·구급 대원 등), 물적 자원(소방 차량 및 장비), 그리

태도를 바탕으로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에의 참여와 협력 및 공헌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고 있

고 현장에서 얻어진 경험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

다(日本 文部科学省, 2012a; 2012b; 2014; 유병열·손은혜, 2018: 182, 185-186, 190).

해 가고 있는 것이다(소방청, 2016: 19-20).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안전교육과 도덕·인성교육이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안전교육이 도모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아무리 안전에 관한 행동과 실천 기능
이 길러지고 과학기술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 및
품성 등이 길러지지 않으면 모두 기반을 잃고 허물어지게 된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

4 용어 정의 및 관련 법령

및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동하며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진정한
배려의 삶을 실천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고 안정과 질서 및 평화 속에 모두

가. 용어의 정의

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를 영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참으
로 뼈아픈 우리의 경험, 세월호 참사가 웅변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 소방안전교육기관

도덕·인성교육을 곁들인 안전교육을 해가면서 동시에 안전교육을 곁들인 도덕·인성교육을 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 중앙119구조

는, 늘 그러한 자세로 안전교육에 임하고 또 적극 수행해 가야 한다.

본부를 말한다.
■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기관에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이론교육, 체험학습, 견학 등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3

소방안전교육의 특성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예방 홍보와 홍보, 공보의 개념

위에서 안전교육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소방안전교육 분야에서는 더더욱
일찍부터 국민 안전교육에 매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방의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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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달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 등 호칭

• 예방교육(豫防敎育): 개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습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법률이나 사전에서 용어가 혼용되고 정해지지 않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행동학습 이론에 근거한

정의하였다. 유치원 등 취학 전 연령의 어린이를 ‘유아’로, 초등학생을 ‘어린이’로, 중·고등학생을

‘지식’, ‘기능’, ‘태도’를 이해시키고, 반복학습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청소년’, 대학생 이상 성인을 ‘성인’으로 정의하였다.

수 있도록 습관을 육성하는 것으로, 다른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생존과 연관된 것이다.
• 예방홍보(豫防弘報): 국민을 대상으로 공보·선전·광고·PR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책이나 절차

• 유아: 어린아이(흔히 학령 이전의 아이를 이름)
• 어린이: 어린아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또는 방침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대부분 불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특정 다수를 향한 일방적인 전달(정신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청소년기본법 제3조)

• 홍보(弘報):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보도, 소식

• 성인: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 공보(公報): 관청에서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일

•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 교수요원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강사 등 모든 강사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강의
를 수행하는 교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배치된 안전요원 및 보조요원 등을 포함한다.
■방법【方法】과 요령【要領】
방법과 요령에 있어서 내용과 의미는 유사하나 ‘요령’이라는 말속에 ‘뺀질거리다’, ‘적당히 꾀를
부리다’ 등 안 좋은 의미의 말도 사용하고 있어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통일한다.
• 방법: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
• 요령: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 또는 그 줄거리,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경
험으로부터 얻은 묘한 이치), 적당히 꾀를 부려 하는 짓
■대피, 피난, 탈출 【待避, 避難, 脫出】

• 장애인: 세계보건기구(WHO),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
한 장애인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
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나. 관련 법령

‘피난’이라는 말은 「소방기본법」에서, ‘탈출’은 각종 지침이나 훈련 시 사용하는 용어로, 그 의
미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화재 또는 각종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대피’로 통일하였다.
• 대피: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함
~훈련/갑작스런 화재로 한밤중에 ~하는 소동을 빚었다.

■소방기본법
•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
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

• 피난: 재난을 피함, 재난을 피하여 있는 곳을 옮김

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

• 탈출: 어떠한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옴

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규칙, 수칙 【規則, 守則】
• 규칙: 어떤 일을 할 때 여럿이 다 같이 따라 지키기로 약정한 질서나 표준
• 수칙: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규칙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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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 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
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
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보건법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
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
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
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
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 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
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
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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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의 목적 및 목표

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험에 대비하는 내적 자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연유로 해서 안전교육에는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곤 한다(한국교육개발원·한국산업안전공단, 1996b: 6-7; Bever, 1984: 7; 이기숙 외, 2014: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왔다. 공학기

55).

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그리고 실행(Enforcement)을 말하는데, ‘3E’이다(Yost, 1962: 6-8).

말하자면 안전에 관한 지식과 안전 행동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능력 및 안전을 적극 추구하고

여기서 공학 기술이란 안전을 위해 설비와 장치 및 물적·환경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가리키며,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안전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교육이란 사람을 가르쳐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실행이란 삶의 현실에

고 보는 것이다. 이때 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은 안전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의 지

서 안전규칙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 및 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안전한 삶을 실

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 ‘기능’에 대한

천해 가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3E 중에서 교육이야말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

교육은 체험, 실습, 경험을 통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

다. 왜냐하면 3E의 모두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력을 함양하고 필요 기술을 체득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것들을 제대로 기르고 갖추어야 나머지 것들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 안전 ‘태도’의 교육이란 바람직한 가치관과 마음의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에서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의 고도화로 안전을 등한

자세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판단,

시한 나머지 각종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주변에서 항상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정의적 동력

니고 있음에 유의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교육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일

체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유병열, 2016. 12.:

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고 및 행위 기능, 그리고 바

463).

람직한 가치·태도 등을 기르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보고 이에 매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각각의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여, 안전

안전행동

종합적 능력

안전
태도
안전
‘지식’

안전
‘기능’

<그림 Ⅴ-1> 안전교육의 목표

특히, 안전의 습관화 또는 내면화가 중요한데, 이는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 기능의 습관화, 태도의 변화’

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안전교육

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종합

에서는 안전교육의 구체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실천해 가고 있다(중앙소방본부, 2016:

적 능력’이라고 하는데(행정안전부, 2012: 11), 이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능력이 바탕이 되어 안

18).

전 행동 및 안전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종합적 능력의 함양을 안전교육의 목표로 보
는 관점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 안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능력 배양과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소방안전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전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왔다. 즉, 안전교육이란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한다.

제거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상태 등 나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교

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으로서 생존

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과 연관되어 차별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행해 온 것이다.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은 행동주의, 인
지주의, 구성주의 학습 이론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제

한편, 위에서 본 안전교육의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여 안전교육

시해 보면 <그림 Ⅴ-2>와 같다.

을 실행해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전교육의 목표에 관한 논의
가 된다. 인간에게 있어 안전 문제는 본능에 가까운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
전을 유지해 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지에 상반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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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류
지식·사고

내

사고 발생원인 및 위험 이해, 사고·판단 및
합리적 의사결정, 창의적 문제해결 등

실험ㆍ실습 및 체험을 통한 안전 행동
기능·실천
기능과 실천 능력 학습 등

지식

반복
습관화
기능

가치·태도 안전 수칙 준수, 타인 배려 등
반복

2 안전교육의 내용 체계

교육

용

가. 안전교육 내용 설정의 배경

태도

지식ㆍ기능ㆍ태도의 반복을 통한 습관화
<그림 Ⅴ-2> 통합적 소방안전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교육의 필요성, 의미, 그리고 목적 및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제 그러한 목적·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제
기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도 내용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안전생활을 위해 어떤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또는 특정 법령이나 수행 과

한편, 안전생활과 관련한 지식, 기능, 태도의 종합적 함양과 함께 생명존중 자세와 학교·가정·사
회생활에서의 안전까지도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으로서 추구하려는 관점이 있다. 즉, 자신과 타인
의 생명을 존중하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기치 못
한 위험 사태에 직면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일까지도 중시하고자 하
는 것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12). 그런가 하면, 안전생활의 지식, 기능, 태도와 생명존중을
포함하여 건강은 물론 예방적 차원의 안전교육까지 더 포괄하는 차원에서 안전교육에 접근해 가
야 함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 말하자면,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는 등 인간 개개인의 존엄을 배우는 가치관과 태도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더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교육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까지
도 포함하여야 하며,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여 그 피해를 줄이는 예방 안전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박은혜 외, 2016: 37-38;
Morotz, 2009: 10).
이렇게 보면 결국 안전교육은 좁게는 안전생활 관련 지식의 이해와 정보의 획득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안전생활과 관련한 올바른 사고·판단력 및 합리적 의사 결정력과 창
의적 문제해결력,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능 및 태도를 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해 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동시에 보다 넓
은 관점에서의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가정·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건강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예방 생활 자세의 태도까지도 적극 추구하여 안전한 삶
의 전반적인 역량과 자세를 체득케 하는 그러한 목표를 지향해 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박효정·유
선영, 2015: 3; 유병열, 2016. 12.:464).

제, 교육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분적, 지엽적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전교육이 특정 영역이나 지역
또는 일부 기관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안전교육은 선조들의 뿌리 깊은 생활 습관과 경험 속에서 자연
스럽게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속담이나 제사, 미풍양속, 전통문화, 음양오행설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격적인 안전교육은 근대에 이르러 소방관서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계몽 활동의 일
환으로 1963년에 어린이소방대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소방이 갖고 있는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등
의 자원을 바탕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
나 개념 정립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후 ‘99년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 ’99년 10월 인
천 라이프 호프Ⅱ 화재 등 연이은 대형 사고로 어린이 사망 사고를 겪으면서 사회분위기 전반에 걸
쳐 우리나라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어린
이 안전개선 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방기본
사고발생 사례집 정례화

건립 등 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면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소방안전교실 표준화
안전체험장비 program 운영
불조심 포스터·화재사진 공모지원
소방안전교육사 연수(소방관·지도교사)추진

소방방재청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
‘재난안전교육 사업 5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안전교육의 역사와 의의, 목표, 지도방법, 교
수·학습 내용 전반을 담은 국민안전교육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유아부터 장애
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안전교육 표준과
동영상 개발에 착수하여 이론적이고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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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포상
119대축제 확대

법」에 안전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관·이동안전체험차량 확대 운영
한국119소년단 활성화 및 확대, 한국소방방송 활성화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119제도 시행 70주년 기념행사추진
On·Off-Line 교육·홍보확대(언론, 인터넷, 인쇄물,영상물,교재)
<예방교육>
-이론적기반조성
-인적자원 양성
-안전교육 활동
•소방관서 견학
•안전체험관방문
•체험차량운영
•학교방문교육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

<예방홍보>
-이론적 토대
-홍보(재난경향)
-공보(정책홍보)
-행동(소방안전)
•인식
•대비
•대책

<그림 Ⅴ-3> 소방안전교육·홍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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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유아대상 소방안전교육 표준(안)

인 토대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중앙119구조단과 서울소방학교 등 지방소방학교에서 시·도교육청
직무 연수과정을 통해 안전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는 권역별 소방안전체

대분류

활동명

주제

앗! 뜨거워!

화상원인

흐르는 물로 식혀요

화상 응급처치

- 화상 경험이야기 나누기
- 병원놀이하기

불이야! 불이야!

화재 시 주변에
알리기

- 화재를 알려주는 신호 찾아보기
- 화재경보음 소리 들어보기
- 화재감지기, 경보설비 관찰하기

험관 건립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시·도별 소방안전체험관건립 계획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부
터 제2차 재난안전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1,200여 명의 소방안전강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였다.
또한 전 소방관서에 연령대별로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안전취약 계층별로는 노인, 여성,
장애인,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소방안전교육 표준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였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2015년 2월 발표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의 학교 안전교육이 일상적 수준에서 부분적, 단편
적, 비체계적, 소극적으로 실행되어 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이면서 종합적,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국가의 주요 정책적 노력들에서
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11월 11일 교육부에서 계획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
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대책은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그 이용 및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어릴 때

뜨거운 연기를 피해요

화재 시 연기를
피하는 방법

119로 신고하지요

화재신고

멈춰요, 엎드려요,
뒹굴어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이야기 나누기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행동 훈련하기

어른과 함께 있어요

재난 대처방법

- 호우와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기
- 천둥, 번개가 칠 때의 대처행동 훈련하기

땅이 흔들려요

지진 대처방법

-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 찾기
- 지진대피 행동 연습하기

모래바람이 불어요

황사대처 방법

- 황사의 위험성 이야기 나누기
- 황사 발생 시 대처방법 이야기 나누고 실천하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과 기관

-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고 감사편지 쓰기
-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초대하기
- 소방관, 경찰관 역할놀이 하기

화재

하였다(교육부, 2015. 2.) 이 표준안은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

및

이었는데, 안전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최초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지대하였다. 사실

재난

그 이전의 학교 안전교육은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유아 및 초ㆍ중ㆍ고교)에 맞게 체험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
다(박효정 외, 2015).

안전

나. 안전교육 내용 체계
2005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최근 3년 동안 출동사례와 해외 안
전교육 자료를 분석하여 유아 교육과정을 화재 및 재난안전, 생활 및 교통안전의 2개영역으로 대분
류하고, 다시 활동주제에 따라 24개영역으로 분류하여 활동들을 정리하였다. 초등학생 과정은 학

-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와 화재 시
위험한 행동과 안전한 행동이야기 나누기
- 안전한 대피경로 조사하기
- 비상대피로, 비상구 표시를 확인하고 관찰하기

화재 시 위험행동

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활동 제공 및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이후, 2015년 2월 26일 교육부는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발표

- 뜨거운/차가운 물건 찾아보기
- 화상 위험 물건이야기 나누기
- 화상 예방방법이야기 나누기

숨지 마세요

부터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관련활동

- 연기의 위험성과 대피방법 이야기 나누기
- 연기대피 게임하기
- 화재대피훈련하기
- 화재신고 역할극 해 보기
- 집 주소와 전화번호 알기
- 응급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조사하기

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자연재해의 5개 영역을 대분류하여 중분류 14개, 학년에 따
른 소분류 32개로 나누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체계를 완성하는 등 연차별로 성인에 이
르기까지 체계를 갖추었다.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체계를 첨부하면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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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활동명

주제

<표 Ⅴ-2> 초등 대상 소방안전교육 표준(안)

관련활동
사고유형/ 안전교육내용

안전하게 놀이해요
살피면서 다녀요

실내안전

끈 달린 옷은 위험해요

안전한 옷차림

약속을 잊지 않아요

물놀이를 위해
준비해요

부모님이 주시는
약만 먹어요
생활
및
교통
안전

놀잇감 안전

함부로 만지면
안되요

어른과 손을 잡아요

놀이터 안전

물놀이 안전

- 놀잇감 안전한 놀이방법 이야기 나누기
- 놀잇감 안전한 사용규칙 정하기
휴식시간 중
사고

- 계단, 복도에서의 사고경험 이야기 나누기
- 실내에서의 안전한 약속 정하기
- 안전한 옷차림 이야기 나누기
- 안전한 옷차림 패션쇼 하기

학교
안전

- 놀이기구 안전한 사용방법 알기
- 놀이터 놀이 평가하기
- 유아들과

놀이터 안전한 규칙판 만들어 놀이
기구에 붙이기

수업시간 중
사고

약물 오남용 예방

- 약물오용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약의 뇽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약물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가정용 화학제품
사고 예방

- 가정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에 대해 이야
기 나누기
- 먹거나 만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진
찾아 분류하기

가정

생활
안전

신변

통학

- 부모님과

보행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보행안전 기본수칙 - 안전한 보행습관과 위험한 보행습관 이야기
나누기

자동차가 멈춘 후에
건너요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갑자기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기의 위험

밝은 색 옷을 입어요

날씨와 보행안전

- 자동차의 속도/위험이야기 나누기
- 자동차 움직임 관찰하기
- 도로횡단 모의활동 하기

보행
교통
안전
교통

바퀴달린 것

- 유아들의 옷 중 밝은 색의 옷 찾아보기
- 어두울 때 눈에 잘 띄는 색 실험하기
- 카시트 및 보호장구 관찰하기
- 카시트 및 보호장구의 필요성과 착용방법
이야기 나누기

놀이

안전교육내용
질식
화재

조심조심 타고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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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 장구
교통수단
이용 안전

- 안전띠처럼

물건을 고정시켜 주는 끈이 부착
되어 있는 물건 찾기
- 통학차량 이용 안전수칙 이야기 나누기
- 자동차 타기 놀이하기

3학년

책상이나 비품에 의한 부상 계단에서의 추락

학습시간 중
사고

안전하게 복도를 걷는 방법

실내에서 위험한 행동하지
계단에서 장난치지 않기
않기

운동장 사고

운동장 기구(미끄럼틀 및 오르기 기구)에서의 추락

안전교육내용

안전하게 놀이하기

실내수업 중
사고

학습용구에 의한 부상

실험기구에 의한 부상

안전교육내용

연필, 가위 바르게 사용하기

비이커 등 유리제품의 안전
한 사용

체육시간 중
사고

시설 이용 중 부상

안전교육내용

충분한 준비운동 및 질서 지키기
뜨거운 음식에 의한 화상

청소활동 중 추락 및 부상

질서 있게 급식하기

안전한 청소활동방법 알기

가정 내 사고

베란다 등에서의 추락

안전교육내용

집 안에서 위험한 장소 분별하기

놀이관련사고

놀이터에서의 추락사고

익수

안전교육내용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법
알기

안전한 물놀이 장소 및 방법

신변안전

유괴 및 미아

안전교육내용

유인 행동에 대해 알기/의심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인터넷을 통한
유인에 대처하기/미아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통학 중 사고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안전교육내용

안전한 통학로 정하기 통학
안전한 옷차림 하기
로의 위험한 것 인식하기

안전하게 소지품 및
가방 들기

보행 중사고

갑자기 뛰어들거나 도로를 횡단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날씨나 시간과 관련된 사고

안전교육내용

갑자기 뛰어들지 않기 안전 자동차의 사각지대 알기 무 비나 눈 오는 날 주의하기
한 도로 횡단방법 알기
단횡단하지 않기
어두운 시간에 밝은 옷 입기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차대차사고

안전교육내용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앉기 손잡이 잡고 천천히 타고 내리기 대중교통수단에서
안전벨트의 중요성 알기
안전하게 행동하기

바퀴달린
탈것 이용 중

자전거, 힐리스, 롤러블레이드 이용 중 부상

옷이나 소지품으로 인한 위험

버스 승하차 시,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부상

바르게 타는 법 안전보호장구 착용 안전한
안전보호장구 착용 안전점검하기 안전한 장소에서 타기
장소에서 타기
질식

화재로 인한 질식

안전교육내용 화재 경보음(연기감지기) 알기/화재의 원인과 불이 번지는 모습 알기/대피방법알기
화상

카시트와 헬멧

2학년

실내 사고

기타 시간 중 기타 사고
사고
안전교육내용

- 물놀이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준비운동하기
- 구조대 역할 놀이하기

1학년
뛰거나 장난치다가
발생하는 부상

태풍 홍수
자연
재해
지진

화상

화재로 인한 화상

안전교육내용

몸에 불이 붙었을 대의 대처방법 알기/화상 시 대처방법 알기

태풍 및 홍수

낙하물이나 붕괴에 의한 부상 / 바람이나 물에 휩쓸림

안전교육내용

피난 방법 알기

지진

지진에 의한 부상

안전교육내용

지진발생 시 대처방법과 피난방법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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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안전교육내용

휴식시간
중 사고

학교
안전
수업 시간
중 사고

기타 시간
중 사고
가정

생활
안전

놀이

신변

통학

교통

화재
화상

태풍 홍수
자연
재해
지진

| 148 |

6학년

또한 2015년 2월 교육부에서 개발한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

계단에서의 추락

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7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5개의 중분류, 52개

학습시간 중
사고

계단에서 장난치지 않기

의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유·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표준안 내용 체계도 및 교사의 안전 수

운동장 사고

다른 어린이들과 연관된 사고

안전교육내용

각종 놀이시설 주위나 다른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부근 주의하기 질서지키기

터를 설치하고 교사 및 학생들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www.schoolsafe.

실내수업 중
사고

실험기구에 의한 부상

kr). 그리고 교육부는 2015년 2월 초 이미 시·도교육청 강사 요원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안전교육내용

각종 약품, 알코올램프 안전하게 사용하기

체육시간 중
사고

스포츠 활동 중 부상

안전교육내용

규칙지키기

기타 사고

청소활동 중 추락 및 부상

안전교육내용

안전한 청소활동방법 알기

가정 내 사고

전기감전

안전교육내용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 사용하지 않기

놀이관련사고

비비탄 및 위험한 놀잇감 및 놀이에 의한 사고

안전교육내용

안전한 장소와 놀잇감 선택방법 알기

신변안전

유괴 및 미아

안전교육내용

유인 행동에 대해 알기/의심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
/인터넷을 통한 유인에 대처하기/미아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통학 중 사고

하교 후에 낯설거나 위험한 길로 가다가 당하는 사고

안전교육내용

정해진 통학로로 등하교하기

보행 중 사고

날씨나 시간과 관련된 사고

보행 중 일어나는 사고

안전교육내용

비나 눈 오는 날 주의하기
어두운 시간에 밝은 옷 입기

보행과 관련된 자동차의 특성 알기

교통수단 이용
중사고

버스 승하차 시,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부상

안전교육내용

손잡이 잡고 천천히 타고 내리기 대중교통수단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기

바퀴달린 탈것
바퀴 달린 것 이용 중

질식

5학년

실내 사고

보행
교통
안전

4학년

업 활용을 돕기 위한 수업지도안이 함께 제공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체험형 안전교육 사례 발굴
을 위해 전국에 걸쳐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도 운영되었다. 동시에 교육부는 학교안전정보센

안전교육 표준안의 세부 내용 및 교사용 지도안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하여 안전교육이 학교교육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갔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 체계(소분류까지)를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교육부, 2018. 7.).
<표 Ⅴ-3>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체계
영역

자전거, 힐리스, 롤러블레이드 이용 중 부상

안전교육내용

안전보호장구 착용 / 안전점검하기 / 안전한 장소에서 타기

질식

화재로 인한 질식

안전교육내용

화재원인과 위험 알기/대피방법 알기

화상

화재로 인한 화상

안전교육내용

몸에 불이 붙었을 대의 대처방법 알기/화상 시 대처방법 알기

태풍 및 홍수

낙하물이나 붕괴에 의한 부상 / 바람이나 물에 휩쓸림

안전교육내용

피난 방법 알기

지진

지진에 의한 부상

안전교육내용

지진발생 시 대처방법과 피난방법 알기

중분류

소분류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생활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ㆍ미아 사고 안전 유괴·미아 사고 예방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보행자 안전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관리
교통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 사고의 원인·피해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예방법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학교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 따돌림
폭력예방 및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신변보호
성폭력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 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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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중분류

약물 중독

사이버 중독
화재
재난안전

사회 재난
자연 재난
직업 안전의식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직업안전

직업병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소분류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화재발생
화재발생 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 방법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 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 방법
지진·대설·한파·낙뢰·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 방법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 방법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및 골절처치
화상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질적인 안전교육으로 호응받고 있으며, 안전교육 시간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표준안으로 이해되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유·초·중·고에서
의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준거 내지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
도록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시에 명시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Ⅴ-4>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과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13

10

8

10

6

2

2

교육 초등학교
시간 중학교

12

11

8

10

6

2

2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구분
유치원

횟수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함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음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
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함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고시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안전교육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한편, 교직원은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7대 표준안에 의거하여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이론 및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
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당 51차시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
며,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재난
안전교육의 경우, 반드시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각종 재난에의 대비, 대처 훈련을

3 안전교육 지도 내용의 개선 및 발전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소방에서는 소방이 갖는 사고사례와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안전교육 표준
안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사고경험을 토대로 하다 보니 한편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
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최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연관되어 가장 부합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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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이나 소분류는 52개에서 56개로 늘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 항목이 추가된 것보다는 대체로 함께 묶여 있던 내용 요소들을 별도의 소분

4 외국의 안전교육 내용

류로 체계화한 것이 더 많다. 즉, 성매매 예방, 염좌 및 골절처치, 화상 응급처치 등을 소분류 항목
으로 하는 한편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를 새로이 소분류 항목으로 만들면서 증대된 것이

가. 미국

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7대 표준안의 교수·학습 지도안에 더하여 동영상, 카드 뉴스, PPT, 웹툰
등 140종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고유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수행

이상 살펴본 소방청과 교육부의 안전교육의 내용 체계 및 구체적인 지도 내용들과 관련하여 우

하고 있으며 현직교사 또는 소방공무원을 선별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다. 현직교

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가기 위해 노력하

사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이수 후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사

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학교 안전교육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그리고 재난안전의 3대 영

자격취득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교육 교재의 경우 가족 및 보호자들과 네트워크

역으로 되어 있고, 폭력, 사이버 안전 등을 이 3대 영역 속에 적당히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는 데 비

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자 편지를 활용하고, 지역의 안전전문가, 학부모, 다른 공동체 일원의 참여

하면, 우리의 안전교육 표준안은 일본 등 선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발달되고 체계적인 형

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장 견본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아울러 프

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안전 분야로서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을 기본으로 하

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상황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하거나 학습자가 프로그

면서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안전, 직업안전과 응급처치 등을 명확하게 영역으로 설

램에 대한 의견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및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안전 요소들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

Sparky the Fire Dog, Risk Watch, Learn Not to Burn 등의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4세 이

습을 보이고 있다.

하까지는 Risk Watch를 공통과목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보다 심도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이 요구되는 부분은 쓰나미, 화산, 방사능 안전 등과 관
계된다. 현재 쓰나미에 대한 안전교육은 지진과 함께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시 대체로

있는 화재 및 안전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및 Juvenile Fire Setter Program의 일부를 병행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5).

미흡한 상태이며, 백두산 화산 조짐 및 내부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
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산에 대비한 안전교육에도 좀 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 LNTB 프로그램의 제작 발전 과정

한 방사능 관련 안전교육 역시 같은 맥락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 시행해 가는 한편, 미세먼지의 재

소방안전교육은 긍정적이고 비위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방재협회의 오랜 신

난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등 안전교육 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과 개선 및 발전 노력

뢰를 근거로 하여 Learn Not to Burn을 제작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계속해 가야 한다.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Learn Not to Burn은 1979년 5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도시 및

특히, 과학기술이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위험 또는 안전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
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이전

시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소방에 대한 안전지식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에는 없던 사이버 폭력 등과 관련한 안전이 어려운 과제로 새로 등장하였듯이, 앞으로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AI 등이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에의 대처와 안전 도모가 또 다른

교재는 1979년 최초 제작된 커리큘럼으로 현재 개정 3판이 나와 있다.

중요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시대와 사회 변화,

• LNTB Curriculum level 1(대상자: 유치원생, 초등1, 2년생)

발전에 따라 그에 적절한 안전교육 내용을 설정, 지도함으로써 그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여가는 노

• LNTB Curriculum level 2(대상자: 초등 3, 4, 5년생)

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 LNTB Curriculum level 3(대상자: 초등 6년생, 중등 1, 2년생)
리소스북(resource book)은 1991년 초등학생을 위해 커리큘럼
의 대체 교재로 발간되었다.
• LNTB Resource Books step 1(대상자: 유치원생)
• LNTB Resource Books step 2(대상자: 초등 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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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TB Resource Books step 3(대상자: 초등 2년생)

월 30일 1991년 北九消予予第４２６号）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더욱 발전시

• LNTB Resource Books step 4(대상자: 초등 3년생)

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직원이 교단에 서서 아동들과 직접 마주 대하여
아동참여형의 체험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화재안전 행동 2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벨별로 반복교육으로 진행된다. 현

사용교재는 『소방에서 하는 일』(편집·감수 소방국·교육위원회)과 비디오 『소방차가 올 때까지

재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프로그램 교재가 보급되어 있으며, 불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계

의 8분간-우리가 할 수 있는 것』(편집·감수 소방국), 소방기자재 등(방수모, 방화복, 방화장화, 방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실시 후 미국의 주택화재에 뚜렷한 감소추세가 나타났으며,

화장갑, 소방호스·관창,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용기, 훈련용물소화기, 피난훈련용 연기발생기,

원인분석 결과, 1979년부터 시행된 LNTB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홍보 및 교육이 소방의식 향상에

１１９신고 연습기 세트)을 활용하고 있다.

기여하고 1970년부터 보급한 연기감지기가 조기에 화재발생을 경보하여 초기진화 및 인명피해
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화재: 1980년(2,998,000건) 대비 2002년(1,687,500건)에 43% 감소
- 주택화재: 1980년(731,000건)에 대비 1998년(370,900건)에 49% 감소

2) 도쿄도 유소년 안전교육
소학교에서는 사회과에서 소방관련 내용을 채택하여 소방시설이나 훈련 상황의 견학을 실시하
고 학교의 요청 등에 따라 소방차량을 출동시켜 「일하는 소
방의 사생회」 등을 통해 화재예방사고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

나. 일본

다. 화재나 지진에 대비해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소방
기관의 지도하에 유아원, 보육원, 소·중·고등학교에 피난시설

소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보건법」에 의거 안전교육이 정규과정으로 시행되고

등의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방화·

있으며, 일본의 안전교육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소방방재청, 2005). 일본의 경우, 안전에

방재사고의 보급지도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타 하절기에는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태도나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전반에 걸

불꽃놀이에 의한 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꾀하기 위해 취급방

쳐 이루어진다. 기타큐슈(北九州)시의 경우 현직교사가 입안한 ‘소방관선생님과 함께’라는 시범

법이나 과거의 사고사례를 열거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계절에 따른 수난 사고나 가정 내의

사업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직과 소방직, 소방직과 교사들 간의 교류근무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각 소방서를 통해 학교 및 일반가정에 호소하고 있다.

활성화하도록 관할 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정규 교과목에 소방안전교육을 편입하고 소방
공무원 중 지원자에게 강사훈련을 실시하여 이후 임기 3년의 강사로 선임, 담당학교 수업을 담당

① 추진내용
- 아이들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재교육의 추진

한다. 대상학교의 선정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학교장의 신청 후 결정하도록

아이들 스스로 소방서 등에서 조사한 재해의 내용을 신문으로 만들어 지역에 나누어주거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된 150여 개의 방재관을 통해 지진, 태풍, 소화체험 등

나 화재예방운동이나 방재주간 등에서 실시하는 소·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화·방재 포스

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유물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수집 보관한 소방박물관을

터 콩쿠르 등에 참가한다. 이는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방재에 관한 흥미·관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배우고 있다. 또한 어른을 흉내 내고 싶은 어린이를 위하여 미니소방차를

심을 환기시키는 방재교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작, 탑승하게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

- 부모가 실시하는 가정 방재교육의 추진
부모는 아이들과 접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므로 방재교육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다. 또한

1) ‘소방관선생님과 함께’ 사업실시 개요

유아원이나 학교 등에 있어서 재해대처 방법과 가정에 있어서 방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기타큐슈 시민의 방화·방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열거한 시민에 대한 방화·방재교육훈련의

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적극적인 방재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 가르치는 입

충실 및 제17조에 열거된 소방직원의 방재지도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생님(teacher)’으

장이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방재의식이 높아지는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기 때

로서 초등학교에 나가 사회과교육의 일환으로서 아동참여형 체험교육을 행하게 된다. 이는 자라

문에 각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방재교육 기회를 만들거나 기획할 수 있도록 부모

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에 대한 방화·방재교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방화교육에 대하여는 소방교육 ‘움직이는 소방서’ 실시방법(평성 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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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에게는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것 전부가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불의 뜨거움, 연기의

여를 하고 있다. 체험코너로는 열·연기체험, 응급처치실습실, 소화체험실, 지진체험실, 폭풍우체

매캐함 등 방재에 관한 것이 일상 중에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생활 중에서 채택하여 아

험실 등이 있다.

이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방화·방재교육을 추진한다.

다. 캐나다

- 조직 안에서의 방재교육의 추진
유아원, 학교, 소방소년단, 유년소방그룹과 같은 조직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도움,
봉사정신과 책임감 등을 키움과 동시에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지역 사람과의 교류를 통
해서 가정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방화·방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마다 다른 프로
그램으로 교육을 시킨다. 총 ‘Risk Watch’에 의한 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

② 지도내용과 방법수단

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Elmer the Safety Elephant’를 사용한다. 이는 코끼리를 상징

유소년에 대한 방화·방재교육 지도의 내용 및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미끄럼방지, 낙상방지, 그
리고 자전거 및 보행안전을 위해 코끼리를 이용하여 만화형식으로 제작된 안전에 대한 교육교재

<표 Ⅴ-5> 유소년에 대한 방화·방재교육 지도 내용 및 방법
교육
지도
패턴

재해
종별

화재
지식
교육

지진

화재
체험
교육
지진

방법
내용

피난
훈련

그림
연극

방재
도서

영상
소프트

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HEROES: Peer to Peer라는 프로그램은 자동차사고, 음
강연
·
실연

팜플렛

주, 스포츠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Buckle Up, Drive Sober, Look First, Wear
the Gear, Get Trained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실내공간을 어둡게 하고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게 하는
등 청소년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사고경험자가 실제 사고가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

•불의 공포
•연기의 공표
•화재가 일어나면 곤란한 점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
•화재로부터 피난방법
•화재를 알리는 방법
•불장난의 위험성

○

•지진의 공포
•지진이 일어나면 곤란한 점
•지진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
•지진으로부터 피난방법
•지진화재의 위험성

○

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하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사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절한 대비책
○

○

○

○

(Smart Risk)을 강구함으로써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 프로그램
은 PASSPORT 프로그램과 같이 사전에 인지시킴으로써 손상을 방지하는 인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

○

○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안전프로그램은 IPRC(Injury Prevention Research Centre)라는 손상예방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어린이 안전주간을 운영하는데,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의 공포
•연기의 매케함
•화재로부터 피난방법
•화재를 알리는 방법

○

•기진차(起震車)
•지진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
•지진 시의 피난방법

○

○

연 1회 일주일을 지정하여 다양한 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연수와 안전문화 정착의 실천주간으로
전개되고 있다(유치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보호자 공감대 형성에 주력). 0~14세 어
린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가정에서의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 사고와 손상

○

기록 우수학교 보조, 운동장 안전계획, 어린이 안전주간계획 및 평가,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 어
린이 안전벨트, 안전지대 사용에 대한 훈련 이벤트 사업, 학생안전의 발전 감독, 운동장 감독 및 정

3) 방재관 활용교육

신건강학교 운영 등이 이에 속한다.

일본의 방재관은 도쿄의 이케부쿠로·혼조·다치가와 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에 150
여 개소가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각종 재해에 관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지진·태풍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특성상 방재대책에 중요한 역할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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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외국의 안전교재 내용비교
제
목

미국 메사추세츠주
“안전가이드 북”

미국 NFPA
“LNTB”

일본 카스가이시
소방본부

미국 NFPA
“Risk Watch”

대
상

초등학교 5~6학년
(1999년 발행)

연령대별
(1997년 발행)

초등생
(1999년 발표)

유아~청소년
(1998년 발행)

1. 안전전문용어의 이해

1. 학교에서의 소방대피 훈련

1. 소방의 직제 및 업무

1. 교통안전

2. 불이란 무엇인가?

2. 집(가정)에서의 대피 계획하기

2. 119번을 걸면

2. 화재예방 및 화재 시 행

3. 성냥과 라이터의 안전사용(법)

3. 공공건물에서 비상구 찾기

3. 소방관의 하루일과 소개

4. 옷에 불이 붙었을 때

4. 연기 속에서 낮게 기어가기

4. 화재예방에

관한 소방서 3.음식 및 물질에 대한 질

5. 집 안의 위험물 점검

5.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신고

6. 요리할 때의 안전수칙

6. 옷에 불이 붙었을 때

5. 소방차와 구급차의 장비 4. 약물중독

7. 전기제품 안전사용하기

7.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하기

6. 소방설비의 여러 가지

5. 추락 및 낙상사고 예방

8. 인화성 유류에 대한 소방안전

8. 성냥과 라이터 안전 하게 사용하기

7. 학교 내 소방설비

6. 총기사고

9. 열기지역 내 소방안전

9. 부엌에서 화재안전

8. 종류별 소화용수 설명

7. 안전한 자전거 타기

10. 화상시 응급처치

10. 열기지역 내 소방안전

9.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명 8. 물놀이 안전

11. 연기감지기와 경보기

11.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안전

10. 화재통계

12. 일산화탄소에 대하여

12. 야외에서 화재안전

11. 구급출동 및 통계설명

13. 대피계획

13. 전기 기구에 대한 화재안전

12. 화재 시 행동방법 설명

14. 연기 속에서 낮게 기어가기

14. 가정 내의 위험물 조사 참여

15. 공공건물에서 비상구 찾기

15. 축제날의 화재안전

16. 소방긴급훈련

16. 아기를 돌볼 때 화재안전

17. 화재 또는 응급 시 신고방법

17. 간접 및 직접 화상 방지하기

업무

동방법
식사고 예방

18. 감지기 오작동과 방화의 위험성 18. 안전한 흡연습관 장려
내
용

19. 약물중독과 알콜중독

19. 연기탐지기 설치와 관리

20. 질식에 따른 응급처치

20. 전기·번개에 대한 안전

21. 안전한 아기보기

21. 소방서의 지역사회 봉사

22. 교통안전

22. 허위(전화)신고의 위험 숙지

23. 독극물 예방
24. 일반적인 안전생활사항
25. 생일파티에서의 화재예방
26. 할로윈축제에서의 화재예방
27. 겨울철 축제에서의 화재예방
28. 추수감사절에서의 화재예방
29. 스키장에서의 안전 사고예방
30. 성탄절축제에서의 화재예방
31. 불꽃놀이에서의 화재예방
3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33. 캠핑, 하이킹 안전사고
34. 폭풍우에 따른 안전
35. 생활속에서의 안전
36. 장애인과 안전
37. 빙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38. 안전한 흡연 절차
39. 촛불 사용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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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전교육의 목표 및 지도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가

•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요구(learning needs)를 반영한다.

르치고 배울 때 어떤 방법이 타당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른바 안전교육의

• 사회 및 건강 교육(PS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의 포괄적 접근으로써 안전을 지도한다.

지도 방법론이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의 지도 원리와 일반적 수업 절차·과정, 구체적인 교

• 실제적이고 적절한 환경과 자료들을 활용한다.

수·학습모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가정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안전교육을 실행한다.
• 위험 요인과 그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s)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 안전교육의 지도 원리

• 안전에 관한 심리사회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자신감, 회복탄력성, 자부심, 자기효능감 등을 고려
한다.
•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한 행위를 보상하고 모델링하는 긍정적인 접근을 도모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이치에 맞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교육 역시 여기서 예외
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안전교육이 그 본질에 맞게 수행되면서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이상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내지 지도 원리들에 대해 국내외 주요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안전교육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해 보고자

로 안전교육 지도의 방향 내지 기본 원리가 된다. 그렇다면 안전교육은 어떤 방향을 추구하며 어떠한

한다(유병열, 2016. 12.: 468-469).

원리에 의거하여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바른 습관을 기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면, 우선 일찍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안

규칙 준수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 등을 증진하며,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함양하여 참된 인간으로서의

전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네 가지 원리를 강조하여 왔다. 일회성의 원리, 자기 통제의 원리, 이해의 원

인격 위에서 안전을 도모해 가도록 인격·인성교육으로서의 안전교육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생활

리, 그리고 지역성의 원리가 그것이다(이상우 외, 1994: 14-15; 김창현, 2014: 30). 그런가 하면 행정안

주변 곳곳에 잠재해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들 스스로가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전부에서도 안전교육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일회성의 원리, 지역 특수성의 원리, 인성교육의 원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안전 지도를 통해 어릴 때부터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리, 그리고 실천의 원리를 중시하였다(이명선 외, 2012: 13). 이 외에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에서

책임 있고 성실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의 두 가지 근본이 되는 교육 원리를 강조하였다. 타인을 배려하는 윤

둘째, 단 한 번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망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막

리교육으로 안전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체험 중심의 실천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단 일회의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전

그 내용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3: 36, 42).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의 내용체계를 개발하기 위

교육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에서는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해 수행된 한 연구에서도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정영식·박원, 2015: 148-149). 즉, 안전교육

만, 사고를 경험하도록 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안전을 배우도록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 일회의 교육

을 실시할 때에는 이해 교육, 기능 교육, 태도 및 습관 교육 등 단계별 이론과 실습의 병행과 정기적 재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과 사망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잘 준비되고 완전한 안전교육이 실행될 수 있

교육,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주기에 맞는 안전교육, 학교 내·외에서의 안전교육, 가정과 연계한 안

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 요청된다.

전교육,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교육 등이 그것이다.

셋째,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안전 능력을 개발하

한편, 국외에서의 동향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재해방지협회(RoSPA: Royal Society for the

는 것을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적 능력, 실천적 능력 배양, 의지 함양 지도

Prevention of Accident)에서는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10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가정, 사회,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

(RoSPA, 2012).

력을 배양하는 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안전에 관한 이해와 실천을 조화롭게 추구하되, 체험, 실습, 실기, 훈련 등을 통한 교육이 강조

• 안전교육은 보다 넓은 공동체 속에서 전학교적 접근(the whole school approach)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또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 교수·학습에 있어 상호작용(interactive)과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같은 활동적 접근법들
(active approaches)을 활용한다.
•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 의사결정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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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집중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 행동 및 안전 생활에 관한 지식, 이해, 사고·판단력, 합
리적 의사결정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통해 지적 기반을 잘 갖추도록 하되, 반드시 올바
른 안전 행동 기능 및 실천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OECD 주요국의 안전교육 분
석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듯이(이덕난, 2015: 34) 안전교육에서는 궁극적으로 체험과 훈련
을 통한 안전한 삶의 역량 증진에 역점이 두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계획적이고 산만한 교육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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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회성 및 단기간의 행사 위주가 아닌 집중적이고 응집된 교육, 그리고 나선형의 심화 반복과 지

(Golaszewski)가 고안해 낸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전략 내지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적절한

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에 근거하여 현장 적용을 수행한 연구들, 질 높은 연구·방법론적 기준들을 적용·수행한 연구들,

다섯째, 연령대별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내용, 방법, 교재, 자료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도 내용 및 방법, 자료 등을 결정할 때, 교육 대상의 발달 수준 및 경험 범위 등
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내용과 방법 및 교재 등을 적절히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잘 선정,
조직,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보건 교육의 개선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 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이 모델을 강구
해 내었다.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안전교육을 수행해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경험적 단계(the
experiential phase)’, ‘인지 단계(the awareness phase)’, 그리고 ‘책임감 획득 단계(the responsibility phase)’가

여섯째, 장소별 사고 및 대처 방법을 채택하여, 각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중심으로

그것이다(Dennison and Golaszewski, 2002: 23-24). 말하자면 건강하고 안전한 행위로의 변화를 위해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안전사고도 있겠지만, 지역 및 주위 환경

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평가, 안전 행위에 대한 지식 및 그 이로움의 인지, 그리고 책임 있는 자기 관

에 따라 나타나는 안전사고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그리고 실제

리와 안전 행위 개발 및 습관화의 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험적 단계는 자신의 안전 생활을 되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과정에 아동과

일곱째,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경찰, 소방·구조 기관 및 여타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피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전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게 되고, 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넓은 공동체 속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할

대해서도 스스로 알게 된다. 스스로의 행위가 어떠한지 성찰하는 과정은 현재의 안전 정보에 대한 수

필요가 있다.

용성을 증가시키며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험적 단계는 현재 수

마지막으로, 사고와 안전은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가능하게 하며, 앞으로 목표하는 바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행위들을 분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와 농어촌, 산업이 발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산간

하게 해주는 동시에 안전교육 학습 활동에 개인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으로, AHE 모델의 기초 개념이

지역과 해안 지역 등 인간의 생활 환경과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에 적절한 차별화

며 필수적인 단계가 된다.

되고 특화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안전

인지 단계는 앞의 경험적 단계에서 수행한 활동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정보를 더하면서 어떤 것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어 각각의 실정에 잘 맞으면서 그 특성 및 요구에 합당한 안전교육을 실

이 안전한 행동인지에 관해 기본적 사실들과 일반적 지식들을 제공하는 단계의 의미를 지닌다. 안전

시하여 그 실효성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상우 외, 1994: 15).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 행동에 관한 인지적 기초를 지원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정보가 필
요하다. 안전한 행위를 위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본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안전 생활의 가치와
행위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위

2 안전교육의 일반적 과정·절차

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앎을 통해 고쳐야 할 잘못된 행위와 앞으로 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획득 단계는 변화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직접 포함시켜 개인의 안전에

위에서 살펴본 안전교육 지도의 방향 내지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수행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관리(self

할 때 그 학습 지도를 실제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management) 전략이 도입되며, 학습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행위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자기

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기본 틀이 되는 일반적 과

관리라는 원리는 자신에 대한 통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 중·장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정·절차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이언주ㆍ유병열, 2017: 211-213).

서의 자극과 강화의 조절, 사회적 지원 체제의 활용, 그리고 목표 성취를 위한 시각적 심상의 적용
등을 포함한다. 인지 단계에서 획득된 지식만으로는 행위 변화를 담보할 수 없지만, 지식은 목표 행

가. 이론적 배경
먼저, 안전교육의 일반적 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서 AHE 모델(Activated
Health Education Model)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AHE 모델은 데니슨(Dennison)과 골라츠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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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인들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강화하게 된다. 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일반적 과정·절차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인지적·행동적·정의

전 도구의 직접적인 착용이나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 관찰하기, 의식적 행동과 그 반복

적 측면의 성향과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말하자면, 안전한 생

의 유도, 포상 및 처벌과 같은 강화 방안 등을 수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AHE 전략은 안

활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안전 행동 기능과 능력을 기르면

전교육 교수·학습에서 교수자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실

서 궁극적으로는 안전 생활과 관련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해 가는

질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은주·박남수, 2003: 41-43, 49).

것이다. 이는 안전교육의 본질과 목표가 안전에 관한 종합적 능력을 기르는 것, 안전한 생활과 관
련한 지식·기능·태도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 가는 데 있다는 관점과 맥
을 같이하는 것이다(유병열, 2016. 12.: 464).

나.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일반적 과정·절차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일반적 과정·절차는 안전 생활에 관한 통합적 능력의 함양을 지향하는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서 우리의 안전교육 교수·학습을 위한 일반적 수업 과
정·절차를 구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일반적 과정·절차는 안전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능력과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안전교육 학습 지도가 그 본질과 특성
에 걸맞게 잘 이루어지려면 대체로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 및 활동들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안전교육 학습 지도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안전 역량과 기능의 육성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학습자들의 생활
경험에 기초하면서 체험과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을 근간으로 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학습자들의 안전에 관한 경험을 중시하여 이를 발판
으로 출발하면서 안전 민감성·감수성을 기르고 적절한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어서
안전한 행동과 안전 생활에 관해 지적으로 탐구하는 인지적 접근과 실천 및 체험, 활동을 통해 행
위 기능과 능력을 기르는 행동적 접근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
근은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선후의 순서가 얼마든지 조정,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
습자들의 안전 생활 관련 건전한 가치·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정의적 접근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3. 학습자의 생활 경험ㆍ체험ㆍ참여 중심의 교수ㆍ학습
안전 생활 지식ㆍ기능ㆍ태도 세 측면의 통합적 함양
〔안전 기능〕 식별하기ㆍ예방하기ㆍ대처하기ㆍ벗어나기ㆍ알리기 등
〔안전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ㆍ합리적 사고/판단/의사결정 역량ㆍ창의적
문제해결 역량ㆍ자기관리 역량ㆍ공동체 역량 등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과정·절차는 한 차시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개의 차시 또는 주제, 단원에 걸
쳐 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차시 또는 주제의 특성과 의도하는 바에 따라 어떤 단계가 생략될 수도 있
고, 단계들이 융·복합적으로 추구될 수도 있으며, 각 단계의 비중을 달리하여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단위로서의 안전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체로 위와 같은
일반적 과정·절차의 여러 단계가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한다.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안전 행동
탐구

안전 행동
기능 실습

안전 실천의지
및 가치·태도
강화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

정의적 접근

직접 교수 중심
수업모형

실천체험 중심
수업모형

탐구 중심 수업모형

강의ㆍ설명, 모델링,
내러티브 방법 등

역할놀이,
현장견학ㆍ체험, 연습,
모의훈련 등

토의ㆍ토론,
조사ㆍ발표,
집단탐구 등

다. 안전 수업 일반적 과정·절차의 운영 방안
다음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일반적 과정·절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언주ㆍ유병열, 2017: 213-

<그림 Ⅵ-1> 안전교육 교수ㆍ학습의 일반적 과정ㆍ절차

215).

1)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과 동기 유발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일반적 과정·절차의 첫 단계에서는 생활 속 위험 요소 내지 위험 상황, 사고
사례 등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어 봄으로써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학
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면서 학습 과제 또는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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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민감성이란 어떤 상황을 안전 또는 위험 상황으로 감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관해 획득한 지식·정보를 적절히 적용하면서, 안전 행동 설명서 및 주의 사항 등 교재나 기자재, 도구 및

해야 하는지 등을 관심과 감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말한다.

장비들을 활용하여 위험한 상황의 식별과 예방, 대처, 대피, 적절히 알림 등 안전하게 행동하는 구체적

학습자들의 안전 민감성 및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자신들의 이

인 실천 방식과 기능을 실습을 통해 몸에 익히도록 한다.

야기와 경험을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학습 문제의식과 동기 유발을 위해 동영상

또한 이 단계에서는 안전 행동 및 생활과 관련된 실천 기능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등의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생활 경험에서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성찰적 탐색 등을 수

추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예로, 다양한 실천 활동이나 가상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안전한 행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

동을 위한 기능들을 직접 해보면서 익히도록 하는 실습실연형이나,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는 한편 스스로 학습 과제 또는 목표를 탐색하고 안전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역량들을 기르도록 수업

를 가상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대피해 보는 역동적인 기능 훈련 활동으로서의 모의훈련과 같은 방

을 운영한다.

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식별하기, 예방하기 등의 안전 행동
기능을 익혀 보는 가운데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고, 실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서

2) 안전 행동 탐구

로 협력하여 실습과 훈련에 임하는 가운데 위험에 대처하고 벗어나며, 이를 알리는 기능을 익히고, 실

안전 생활과 관련한 학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 민감성을 기르며 동기를 유발한 다음, 안전 행동

천적·체험적으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도 있다. 수업의 형태는 개별 활동은 물론 소집단 활동

및 생활에 관한 지식을 얻고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의사

이나 대집단 활동, 자원 인사의 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

결정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탐구 활동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안전 생

적용될 수 있다 하겠다.

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모범적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지, 어떻게 해야 사고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지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한

4) 안전 행동 및 생활의 실천 의지와 태도 강화

다. 이때 지식 획득과 이해를 도모할 때 단순히 안전 생활 또는 행동과 관련한 지적 요소를 나열하는

마지막 단계는 안전 생활에 관한 실천 의지와 가치·태도를 강화하는 단계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보

식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활동과 참여 및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이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

았듯이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 형성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하다.

이에 앞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이 얻은 지식과 이해 및 실천 기능들이 일시적인 학습 상태로

또한 학습자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학
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아가 안전 또는 위험 요소 등을 스스로 탐색

머물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내면에 자리하면서 실제적인 안전 생활의 내적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내면화·성향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여 식별해 내도록 하는 가운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 안전사고 사례 또는 안전

특히 이 단계에서는 식별하기, 예방하기, 대처하기, 벗어나기, 알리기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구

수칙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의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주체적 자각과 사고·판단, 합리적 의사결정, 창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점검하며 안전 생활에 필요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

의적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단계에서 강의나 설명 또는 시범과 같은

는 데 주안점을 둔다. 동시에 일상생활 및 위험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행동을 적극 실천하려

직접적인 교수법이나 토의,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등의 탐구식 방법은 물론

는 태도와 의지 및 안전 역량들을 기르는 학습 활동들을 전개한다. 아울러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안

조사 학습이나 현장 견학 등의 체험을 통해 이해를 심화하면서 관련 기능과 역량들을 강화하는 등의

전 수업에서 배운 바들을 생활 속에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실천과 체험의 더욱 넓은 학습의

교수·학습을 운영해 볼 수 있다.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안전 생활 기능 및 태도에 관한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히 이끄는 일도 필요하다.

3) 안전 행동 기능 실습
이 단계에서는 앞서 안전 생활에 관한 지적 기반을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적인 실천적 기
능으로 고양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행위 능력을 단련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물론,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행동적 접근을 취하는 이 단계가 인지적 접근 단계에 앞서 실행되도록 구상, 운영하는

3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방법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튼 이 단계는 안전 행동 기능을 실습해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예방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가상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행동 수칙에 따라 침착

위에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수행할 때 어떤 지도 원리에 의거하여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 가야 하는

하게 행동하는 법 등을 실습을 통해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단계를 운영할 때는 안전 행동 및 생활에

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의 교수·학습이 어떤 기본 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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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 전개 과정, 지도방법, 활동 등에 의거하여 학습

아닌 가상 상황에서의 환경적 효과(예: 연기 대신 드라이아이스를 시용하는 것 등)의 극대화, 보다 극

지도를 수행해 가야 좋을지가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이

적이고 현실감 있는 경험 제공, 물건이나 자료를 다른 대체물(예: 칼에 베인 것을 소독하는 상황에서

가능한데 여기서는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 탐구학습 중심의 지도 방법, 그리고 직접 교수 중심의

알코올 대신 물을 사용하는 것 등)로 활용,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 내용의 적절한 변화와 적용

지도 방법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각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 하위 주요 수업 모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들을 설정하고 탐구함으로써 구체적인 기법, 활동, 그리고 수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역할놀이 수업은 대체로 역할놀이 상황 설정 → 참가자 선정 → 무대 설치 → 청중의 준비 → 역할놀
이 시연 → 토론 및 평가 → 재연 →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Shaftel and Shaftel, 1967: 74-

가.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의 의의

83.). 다만, 재연 단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자나 학습자가 재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게 된다. 역할놀이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이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이란 학습자들이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과

를 역할놀이로 연결하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 자료의 제공, 놀이자로서의 참여, 관찰 및 확장 등 직·간

구체적인 행위 지침 및 실천 방식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깨우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생활을 영

접적인 역할놀이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놀이, 소방서 놀이, 119구조대 놀이, 경찰

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기능과 실천 능력을 길러가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교수·학습 방법을 가리

놀이 등은 안전교육의 내용을 역할놀이에 적용, 확장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놀이 과정에서 특히 학

킨다. 이 방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른바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학습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

습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나 태도, 기능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지식이나 자

간이 안전한 삶을 영위해 가려면 그에 필요한 덕성, 즉, 안전의 덕을 길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덕성의 형성, 발달과 관련하여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갈파한 바(Aristotle, 1915:
1102a, 1103a, 1105b), ‘덕은 일종의 성품이요 성품은 그것에 대응하는 활동에 의해서 생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집을 지어 봄으로써 건축가가 될 수 있고 거문고를 타봄으로써 거문고
잘 타는 악사가 될 수 있듯이, 바람직한 행위를 해봄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요 습관의 결과로
서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따라서 안전의 덕을 기르고 그럼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잘 영위해 가도록 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행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생활 속 안전 관

련 경험 나누기
안전 관련 문제
•
찾기
학습 문제 인식
•
및 동기 유발하기

역할놀이 준비
•역할놀이 상황 설정

하기
참가자 선정ㆍ무대
•
설치ㆍ청중의 준비
갖추기

역할놀이 시연 및
토론과 재연
•역할놀이 실연하기

토론 및 평가하기
•
재연하기
•

정리 및 실천 생활화
•경험의 공유와 일반
화 도모하기
•종합 정리 및 평가
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동을 직접 실행해 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실천체험 활동
에 의한 지도 방법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토대를 두고 그것에 적극 부응하려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다. 실습·실연 수업모형

이에 해당되는 몇 가지 수업모형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찍이 킬패트릭(Kilpatrick)은 세상에는 옳은 행위의 방식과 그렇지 못한 방식이 있고, 사람은 올바

나. 역할놀이 수업모형

른 행위의 방식을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Kilpatrick, 1983: 105). 실습·실연 모형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안전한 행위 기능·능력, 반복 실천, 습관 형성 등을 제대로 하고자

역할놀이(role playing)는 샤프텔(Shaftel) 부부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실제와 비슷한 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실습·실연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험한 경우 내지 재난 상황에서

전 문제 상황과 그 속에서 있을 법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결 방안을 직접 연출하고 보고 느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대처법을 실습 또는 실연을 통해 안전 행동을 해봄으로 체득할 수

안전 학습을 해 나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역할놀이에 적용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형인 것이다.

하고,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적극적
인 대처 방법이나 자발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때 실습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직접 해보는 것을, 그리고 실연은 있을 법한 상황을 연출해 놓고 해
보면서 익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실제로 횡단보도가

안전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시하여야 교육적 효과가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있는 도로에 가서 해보는 것은 실습이다. 그런가 하면 어른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길을 잃었을 때 어

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과 역할놀이를 안전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접근

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연출해 놓고 역할놀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실연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가르치고자 하는 안전 지식, 태도, 기술 등의 반복적 실시, 실제 위험 상황이

이다. 이러한 실습·실연은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습득해 나가면서 안전 생활 실천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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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습득과 실천에 참여하게 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동시에 직접 활동을 통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까지

주도적으로 놀이에 임하는 순수한 욕구를 말한다. 둘째, 긍정적 정서이다. 놀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다.

준다. 물론 언제나 반드시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만, 반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 정서로 전환

이러한 실습·실연 모형은 대체로 문제 상황 제시 및 인식 → 안전 행동 탐색 → 안전 행동의 실습·실

시킬 수 있으며 놀이 행동 시 가장 지배적인 정서 표현은 흥미와 기쁨이라 할 수 있다(김희연, 2001:

연 → 실천 의지 강화 및 태도 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안전 행동을 직접 실행하면서

322). 셋째, 비사실적 행동이다. 이 특성은 유아기 상징놀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치 ~인 것처

익히게 한다고 해서, 단순히 행동이나 동작을 기계적으로 익히거나 어떤 활동을 하느라 부산하게

럼’ 사고하여 가작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넷째, 과정 중시이다. 놀이 목적, 결과보다는 활동 그 자체

움직이다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끝나거나 장시간 내내 실습이나 실연만을 반복하지 않는

에 중점을 두는 것인데 목표 성취에 압력이 없을 때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고 융통성 있는 행동

것이다. 그보다는 실습, 실연을 하는 전후에 그 안전 행동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 좋은 점, 그것을 실

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즉 자발적으로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놀

천해야 할 이유 등에 대한 지적 이해를 가능한 범위에서 도모하는 일, 그러한 행위 학습을 하는 가운

이하는 것을 말한다. 놀이 참여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규칙을 만들고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이다.

데 또는 학습의 마무리 부분에서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서 안전한 생활에 대한 의지와 실천능력을 심

여섯째, 자유로운 선택이다. 자유선택을 통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느낌, 다양한

화시키는 일 등이 겸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잠재 능력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다. 자유 선택은 자기 책임과 자기 통
제를 포함한 자율성을 전제한다(박찬옥 외, 20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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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게임을 적용한 안전교육 수업은 탐구 상황 및 학습문제 인식 → 탐색 및 준비 → 활동 및 발
견 → 정리·평가 및 실천화의 단계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먼저 탐구 상황 만나기 및 학습문제 인식 단
계에서는 동기유발 및 학습 문제를 설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탐색 및 준비 단계
는 문제 해결 방법 및 구상 단계로, 본격적으로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습자가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어서 본격적인 놀이·게임 단계는 개별 및 공
통 학습 과제 해결 단계로, 다양한 놀이·게임을 통해 안전 개념 및 기능을 발견하고 정의하며 자료
를 해석하거나 해결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안전 개념과 원리를 학습
자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의문 나는 것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 평가와 실천화

라. 놀이·게임 수업모형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 정리 및 평가의 실시, 실천의지 강화 및 생활 속 적용 도모 등의 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때, 교수자가 학습자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놀이·게임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놀이·게임 수업모형은 어느 연령대든 활용 가능하나 특히 나이 어린 학습자들에게 잘 맞는 모형인

교수·학습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수업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놀이·게

데, 다양한 활동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놀이, 게임 등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나

임을 적용한 안전교육이 놀이·게임이 갖는 긍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학습의 능률과 지속성을 도모

개념을 깨닫게 하는 활동 중심 학습 모형이다.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

하고 사고의 발전과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학습자와 학습 내용에 맞는 자료가

에 있어 놀이는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러(Schiller)는 ‘놀이란 잉여

제공되고 시기, 활용 방법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의 발산’이라 하였고, 프뢰벨(Froebel)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 놀이’라고 보았
으며, 아이작스(Isaacs)는 ‘놀이가 어린이의 삶 자체인 동시에 이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라고도 정
의한 바 있다. 또한 듀이(Dewey)는 놀이를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이숙재, 2012:12). 더욱이 나이 어린 학습자들일수록 놀이가 곧 삶이고 학습
인 관계로, 놀이·게임을 통해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놀이·게임을 통한 학습의 특성으로 첫째, 내적 동기화를 꼽을 수 있다. 즉 놀이가 하고 싶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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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생활 속 안전 경험
•
나누기
안전 관련 문제 찾기
•
및 학습문제 인식하기

탐색 및 준비
소집단을 조직하고
•
준비물 갖추기
놀이 규칙 정하고 숙
•
지하기
놀이활동 방법 및 유
•
의할 점 살펴보기

활동 및 발견
•소집단별로 협동하며
놀이하기
•안전 관련 지식, 기능
을 발견하고 학습하기
•다양한 방법 적용 및
창의적인 놀이하기

실천 의지 강화 및
확대 적용 발전
•학습된 안전 지식,
기능을 실생활 문제
에 적용해 보기
•활동소감 나누기 및
평가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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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현활동 중심 수업모형

바. 경험 학습 수업모형

표현활동 중심의 수업모형은 다양한 표현 활동들을 안전 지도와 결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데 주

경험학습 수업모형이란 학습자들이 학습 대상인 실재(reality)에 대해 읽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쓰는

된 특징이 있는 모형이다. 사람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과 미술 및 신체 활동들을 좋아하고, 이를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접하면서 체험을 통해 배우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예컨대, 어떤 사고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

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에 관해 강의를 듣거나 논의를 하는 정도를 넘어 그러한 사고를 실제로 해보

여 이를 적극적으로 안전 지도에 활용한다는 데 주된 장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모형은 음악과 미술

면서 배우는 것이고, 어떤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에 대한 앎을 형성하는 학습이라면 그것에 대한 말이

및 신체 활동을 통해 안전 개념을 형성하고 안전 생활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사물을 직접 보면서 이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어떤 이론이나 법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의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에 관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 이론이나 법칙을 직접 적용하는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

실제로 표현 활동 수업을 운영해 본 결과 재미와 기쁨, 배려심과 협동심, 자신감, 몸과 마음의 건강 등

는지를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Keeton, 1978: 2). 바로 이런 이유에서 콜브(Kolb)와

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황명자, 2015: 43-46) 등 이 수업모형이 지니는 특·장점에

콜브(Kolb)는 경험학습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인간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 경험

대한 실증적 근거들은 많다.

(experience)을 그 핵심적 역할로 보는 이론임을 강조하면서, 그 학습 체계가 구체적 경험 → 성찰적 관찰

이 모형에 의한 안전교육의 사례를 한두 가지 들어 보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나 행동 방법 등을 노랫말과 선율에 담아 노래로 불러 보거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가정에

→ 추상적 개념화 → 실제적 실험 → 다시 구체적 경험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Kolb and Kolb, 2017: 10-11).

서 필요한 간단한 안전 기구를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통

경험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하고 성장, 변화한

안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실제 교통 경찰관이나 신호등이 되어 안전한 행

다고 보는 피아제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안전교육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 모형은 학습자들에게

동에 관한 신체 표현을 창의적으로 해 본다거나, 이들을 결합하여 신호등이나 건널목 건너기와 같은

적절한 안전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갖게 하고, 사고와 판단 능력

내용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며 노랫말에 따라 몸동작으로 표현해 보거나 하면서 안전 생

및 행동 실천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모형의 수업 과정은 문제 인식 및 동

활에 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기 유발 → 경험학습 계획 → 경험학습 실행 →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이러한 표현활동 중심 수업모형은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 발상 및 표현 방법 탐색 → 창조

단순히 이전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수업을 전개하는 경우, 경험 학습의 계획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적 표현 및 안전 학습 →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하여

이 모형에 따를 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양질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학습 과정 및 활동, 환경 등을 제

안전교육을 수행할 때 교수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주도성을 갖고 협동하고 정보를 종합하

공하는 일과 그 경험을 적절히 해석하고 교류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여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안전과 관련한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

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게 하기보다는 안전 생활과 관련한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이미지나 대상에 대한 경험과 생각,

사고 과정을 촉진하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직접 조작, 활동해 볼 수 있는 구

느낌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에 중요한 지적 도식과 상징을 발견해 가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와 지도도

체적이고 다양한 자료와 여건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공동 작업 을 통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발상 및 표현 방법
탐색

창조적 표현 및 안전
학습

생활 속 안전 관련 경
•
험 나누기
안전 문제 찾기 및 학
•
습 문제 확인하기
학습 동기 유발하기
•

안전 학습 주제에 관
•
한 다양한 생각과 느
낌을 떠올리기
음악, 미술, 신체활동
•
을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 찾기

•위험 요소 및 안전 행
동에 관해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
•음악, 미술, 신체활동
으로 창의적으로 표
현하기
•상호 감상하며 안전의
식 및 바른 실천 성향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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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실천 생활화
•활동 소감 나누기 및
평가하기
•안전의식 내면화 및
다짐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경험 학습 계획

경험 학습 실행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생활 속 안전 관련 경
•
험 나누기
학습 문제 인식과 동
•
기유발하기

경험 학습 주제 설정
•
하기
경험 학습 계획 및 방
•
법 탐색하기

•경험 학습 실행하기
(관찰, 행동, 인터뷰,
실습, 실연, 만들기
등)
•경험의 교류와 논의
및 공유와 일반화하기

•종합 정리하기
•활동 소감 나누기 및
평가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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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의 훈련 수업모형

견학·체험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안전한 행동 내지 대처 방법을 실습해 봄으로써 위험
상황 또는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수·학습모형이다.

모의 훈련(simulation training)은 안전 기능과 역량의 총체적인 습득을 위해 실제와 유사하게 학

특히 지진, 화재, 육·해·공에서의 교통사고, 방사능 등 보통의 생활환경에서 쉽게 체험해 보기 어

습하고 훈련하는 데 그 초점이 있으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벗어나고 사고를 예

려운 여러 가지 재난들의 경우, 이에 대한 안전 학습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경우 이

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생활 훈련의 수업모형이다. 모의 훈련은 언제라도 발생하거나 겪을 수

모형에 의한 안전교육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 기자재, 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 내지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가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한 태도

경과 여건 등이 갖춰져 있는 현장에 찾아가 견학·체험 학습을 수행하면서 위험 요소와 대피 방법

로 모의 훈련에 임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등을 직접 몸소 체험해 보고, 응급처치 방법이나 교통안전 등을 직접 배움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모의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적인 위험이나 사고 또는 재난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거의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 관련 경험을 획득하고 기능 습득 및 대처 방법을 몸으로 익히
는 데 있다. 말하자면, 실제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의 직접 경험 및 연습,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우
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의 대처 역량 함양 등의 장점을 갖는 것이다.

깨닫고, 안전 생활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바른 안전 행동의 기능을 익히고,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과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한 수업은 현장 견학·체험 사전 탐색 및 학습 문제 인식 → 현장 견학·체험 계획 및 준
비 → 현장 견학·체험 학습 실행 → 종합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모의 훈련 수업모형은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 참여자 사전 훈련 및 준비 → 모의 훈련

현장 견학·체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견학·체험을 가게 되는 이유와 필요성에

학습 실행 → 종합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순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해 안전교육

대한 인식의 공유, 사전 계획 및 준비의 철저, 그리고 현장 견학·체험 시 양질의 학습 경험 확보, 그리

을 실행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훈련 과정에서 실제와 같

고 견학·체험 학습 후 학습 내용 정리 및 발표와 공유 등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은 자세로 문제 발생 시 해결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과 매뉴얼을 준수하며 연습하고, 훈련

구체적인 견학·체험 활동 과정에서 질서와 규칙 준수, 안전, 대인 관계에서의 예절지키기, 올바른 견

이 끝난 뒤에는 검토와 반성 및 개선과 발전 도모 등의 활동도 필요하다. 한 예로, 미국 존스홉킨스

학·체험 활동 및 협동과 책임 완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전 지도와 현장 지도를 충분히 하는

대학 부설 국제비영리 건강연구 및 교육기관인 Jhpiego의 건강관리 교육자 대상 모의 훈련 과정이

일이 필요하다. 또한 습득된 자료나 산출 결과, 체험과 학습 내용 등을 놓고 분석, 정리하고 논의하는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 즉 역량에 기초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경험의 교류, 정련, 공유, 그리고 일반화를 기하고, 안전 생활에 관한 실천 의지와

수행 능력을 강조하면서, 계획과 준비하기, 훈련과 학습 실행하기, 모니터링과 평가하기, 종합 정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깊게 하는 등의 마무리 과정도 중요하다.

리 발표와 피드백 제공하기 등과 같은 모의훈련 운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Jhpiego, 2011).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참여자 사전 훈련 및
준비

모의 훈련 학습 실행

종합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 나누기
•안전사고 또는 재난
시의 문제 찾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
기 유발하기

•시나리오 설정하기(규칙,
역할, 절차, 유의점 등)
•안전 행동 또는 대피 경
로 및 절차, 행동 방법
익히기
•단축된 연습 시간 갖기

•모의상황 제시하기
•침착한 태도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실제 상황과 같은 자
세로 모의훈련에 참
여하기

훈련 결과 반성 및 소
•
감 나누기
종합 정리 및 반성, 평
•
가, 개선점 토의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
실천하기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현장 견학·체험 계획
및 준비

현장 견학·체험
학습 실행

종합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안전 관련 경험 나누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
기 유발하기
•견학지 및 유의점 등
에 대한 사전 조사 발
표하기

•견학 장소 및 안전 행
동 학습에 필요한 준
비 갖추기
•위험 요소 및 안전행
동 탐색하기
•안전한 행동 방법 익
히기

현장 견학 및 안전체
•
험 활동하기
학습한 내용에 대하
•
교류하고 공유하기
견학 및 안전체험 활
•
동 실행에 대해 반성
및 평가하기

•견학하고 익힌 내용
종합 정리하기
•정리한 사항 발표 및
평가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아. 현장 견학·체험 수업모형

자. 가정·지역사회 연계 수업모형

현장 견학·체험 수업모형은 그야말로 다른 어떤 수업 형태에서도 얻기 어려운, 현장에 직접 가

가정·지역사회 연계 수업모형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안전 학습의 주체와

서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그 주된 특징이 있다. 이 수업모형은

장을 확대하면서 교육 공동체 전체의 노력 속에서 안전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의 경찰서,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직접 방문,

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안전교육 주체들의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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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안전교육의 지도방법 및 교수ㆍ학습 자료 |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수자·교육기관–학습자–가정–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교육 공동체 전체가 통합적인 안전교육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４ 탐구학습 중심의 지도 방법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전 생활 역량
의 제반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교육이 추구되는데, 즉, 안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사고·판단

가. 탐구학습 중심 지도방법의 의의

력, 그리고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이 도모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생활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심화시키고 생활화 역량 또한 증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직접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부모의 안전의식과 태도는 학습자들의 안전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종일관 체험과 실습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것만이 능사

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는 아니다. 학습자들이 안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개념, 원리, 위험 요소,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가정 안전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와 함께 실천해 보면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바르게 사고·판단, 의사결정하며,

배우는 접근이 더욱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찰, 소방관, 의료·보건·건강 종사자 등 다

안전한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가는 등의 제반 능력과 바람직한 태

양한 인적 자원 인사들이 안전교육에 참여, 협력,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일이며,

도를 기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일러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의료 기관 및 여타 유관 기관들의 안전교육 참여 및 협력적 지도 역시 필수

거나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

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습 수업모형은 바로 이러한 안전교육 제요소를 통

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며 깊이 사고하면서 적절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등

합적으로 연계하면서 안전교육을 효율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실행하고자 하는 데 중요한 특장점이

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탐구학습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 방법은 바로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데

있다.
가정ㆍ지역사회 연계 학습은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 가정ㆍ지역사회 연계 학습 주제
설정과 계획 및 준비 → 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습의 실행 → 연계 학습 결과 공유 및 확대 적용의 과
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모형을 운영할 때에는 수업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과제와
행동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익히도록 한 후, 가정 연계 활동으로 연결하는 접근을 취해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안전사고의 예방 방법 등을 부모
에게 알려주어 가정에서 학습자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 경험을 쌓아 가도록 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찰관이나 소방
관,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갖춰 실제 실행을 도
모할 수도 있고,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지도나 재난 대비 훈련, 안
전 생활 캠페인 또는 특별 안전 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안전교육을 수행해 갈 수도 있다.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습 계획 및 준비

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습 실행

종합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안전 생활 관련 경험
나누기
•가정ㆍ지역사회 연계
학습 필요성 인식하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
기 유발하기

•가정ㆍ지역사회 연계
학습 주제 설정 및 계
획하기
•안전 행동 사전 지도
하기
•가정ㆍ지역사회에서
의 안전 지도 지원 체
제 마련하기

가정·지역사회의 지
•
도하에 안전 행동 학
습하기
가정·지역사회에서
•
안전 생활 체험하기
학습 및 체험 결과
•
요약·정리하기

•가정·지역사회에서의
안전 학습 내용 발표
및 공유하기
•종합 정리 및 평가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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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는 접근이라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탐구 중심의 지도방법에서 교수자는 탐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탐구 과정을 적절히
이끄는 안내자, 협조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학습자들은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
여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간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익히기보다는 불확실한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방지 내지 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하고, 문제를 합리
적,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과 관련한 제반 역량과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제 다음
에서 이러한 의의와 특성을 지니는 탐구 중심 안전교육 지도 방법으로서의 몇 가지 수업모형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토의·토론 수업모형
토의·토론은 집단이 협동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대화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의·토론 중심 교수·학습 활동은 일종의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집단적 공
동 사고에 의한 학습 방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토의·토론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고 협동하며 서로 진실한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
의·토론 경험이 심화, 축적되어 가면서 안전한 삶과 관련한 민주적인 태도, 개성의 신장 그리고 개인적
기능 및 집단 내 상호작용 기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의·토론의 방법으로서는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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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회전목마 토론, 브레인 라이팅 토론 등), 주장과 견해의 다름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고

다. 조사·발표 수업모형

민해 가는 데 중점을 두는 기법들(가치수직선 토론, 신호등 토론, 피라미드 토론 등), 차이나 대립의 장
단점을 따져보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도모해 보는 데 중점을 두는 기법들(P.M.I. 토론, 모서리 토론,

조사·발표 중심 수업모형은 학습자들이 직접 생활 주변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 흥미와 호기

위시리스트 토론 등), 협동적 사고를 통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중점을 두는 기법들(둘 가고

심을 가지고 조사, 관찰, 탐색, 발표, 공유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보도록 하는

둘 남기 토론, 롤링페이퍼 토론, 구름모형 토론 등), 그리고 보다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사고와 논의를

탐구 학습의 한 방법이다. 조사·발표 학습은 어떤 주제나 문제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관련 도

통해 문제해결 및 판단과 의사결정을 도모해 보는 기법들(찬반대립 토론, 패널 토론 등의 기법 등) 등 다

서를 찾아보거나 전문가 등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학습자들이 직접 관찰, 탐구하여 발표하면서 문

양한 유형이 있다(김혜숙 외, 2017).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주 전문적인 패널 토의, 대립 토의, 포럼 토

제를 해결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의 토의·토론 방법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토의·토론 수업모형

이러한 조사·발표 학습은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 및 위험요소, 바른 행동 방법 등

은 문제 인식 및 경험 나누기 → 토의·토론 준비 → 토의·토론 실행 → 정리 및 생활 속 확대 적용의 순서

에 대한 지적 측면들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탐색해 봄으로써 중요한 학습 내용들을 자

로 운영될 수 있다.

각화, 내면화하는 데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안과 밖의 위험 요소를 알

토의·토론 방법을 활용할 때 교수자는 그 특징과 장단점 등을 살피고 안전교육 내용과 대상 그리고

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라는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학교의 안과 밖에 어떤

교육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인 기법들을 선택 또는 결합하여 적절히 운용하

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함께 나가서 조사해 보는 과제를 부여한

는 지혜가 요청된다. 또한 토의·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 내지 주제가

후 이를 발표하면서 전체가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안전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이 모형은 전체적으로 경험 나누기 및 탐구 문제 설정 → 조사 학습 준비 → 조사 학습 실행 및 발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학습자들이 잘 인식하도록 하여 그들이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표와 논의 →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의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모형의 수업을 잘 운용하기 위

명확히 하고 토의·토론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원만한 토의·토론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해서는 적절한 사전 준비와 시간 조절이 필요하고, 특히 활동이 산만해지지 않게 교수자가 주의를

기능과 태도를 발달시켜 가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즉, 학습자들이 제멋대로 발언하거나 말꼬리 잡

기울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토의하면서 안전 생활 및 행동

기, 비난, 중상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의 생각과 견해, 주장을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말하는 능

과 관련한 발견의 공유와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면서 마무리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력, 다른 견해를 잘 듣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능력, 논
리적·경험적 근거 내지 증거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 등을 함께 길러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의·토
론 활동에서는 이미 제시된 것 또는 잘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학습자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토의·토론
활동에 가급적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시간 운영 등을 적절히 하여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하도록 몰입도와 응집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생활 속 안전 생활 경
험 나누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
기 유발하기

토의·토론 준비
•토의ㆍ토론 주제 및
내용 정하기
•토의ㆍ토론 방법 및
조직 형태 계획하기

토의·토론 실행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집단 토의ㆍ토론를 통
해 문제해결 방법 찾기
집단 토의ㆍ토론 결과
•
발표하기
공동 논의로 문제 해
•
결 방안 도출하기

•전체 토의·토론 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
실천하기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문제와 관련된 위험 및
안전에 관한 경험 나
누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
기 유발하기

조사 학습 준비

조사 학습 실행 및 발
표·논의

•위험 및 안전 관련 탐
구 문제 설정하기
•탐구 문제의 특성 탐색
하기
•조사 계획 및 방법 정
하기

•소집단별 조사 활동 실
행 및 내용 정리하기
•조사 결과 발표 및 토
의하기
•조사 및 발표 활동 평
가 및 반성하기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종합 정리 및 활동 소
감 나누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라. 관찰 학습 수업모형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
은 경우가 많다. 관찰 학습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여 구안된 지도 방법으로서, 한마디로 ‘인
간은 보고 배운다’는 학습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사실 우리의 경험과 학습은 상당 부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각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정보, 깨
우침 등은 복합적인 인지적 과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관찰 학습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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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여 대두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에 있어 언어위주의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한계를 극복

마. 문제 중심 수업모형

하기 위해 감각적 실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성과 지각적 경험을 통한 학습의 내
실화를 추구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의 안전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

문제 중심 수업모형(PBL: Problem-Based Learning)은 학습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생활 장

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면서 과학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

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데

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박종원·김익균, 1999: 487-490), 안전교육에서 관찰 학습이 지니는 의

중점을 두는 수업모형이다. 이 방법은 1969년 캐나다 맥매스터(McMaster) 의과대학의 배로우스

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Barrows) 교수에 의해 구안된 것이다. 종전의 의과대학에서 전통적 교수 방법은 교과목을 중심으

이러한 관찰 학습은 안전교육 측면에서 적어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어떠한

로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으면서 심화, 확대시켜 가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방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 배우게 하면서 안전 행동과 태도를 익히게 하는 경우로, 이

법으로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한계

른바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모델링(modeling)이 이에 해당된다(이러한 모델링으로서의 관찰 학습

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배로우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 뒤에서 보게 될 직접적 교수 중심의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더 자세히 보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보다 실제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형성하도록

로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도 집중적인 지각 활동(perceptual activity)을 통해 우리 주위에

학습자 중심의 PBL 모형을 개발, 운영하였다.

서 일어나는 어떤 위험 상황 내지 요소들을 인식하고 안전한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모색, 터득하
게 하는 경우로, 과학적 탐구에서의 관찰 학습과 비슷한 예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
학습이란 후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황사나 미세 먼지와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공기의 변화를 관찰하고 황사나 미세 먼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소집단별로 탐색해 보는 활동을 전개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특
정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전한 행동 내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찰 학습 수업모형은 경험 나누기 및 문제 인식 → 관찰 학습 준비 → 관찰 학습 실행 →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순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모형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운영할 때
해당 관찰 학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관찰 시 무엇에 중점을 두어 어떻게 관찰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잘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관찰 학습 시 유의할 점을 학습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 학습자들이 안전한 방법과 태도로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관찰한 후 특정 안전 행동을 직접 해보면서 익히도록 하거나, 관찰 결과를 놓고 논의하고
경험을 교류하면서 정련하고 공유 및 일반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실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배로우스 자신이 밝힌 이 모형의 특징은 학습이 학생 중심의 소집단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교수자는 안내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조직적 초점이 맞춰지며 이것이 학습을 자극한다는 점, 학습의 과정이 문제해결 기술들의 발달
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 등에 있다(Barrows, 1996: 5-6). 이러한 문제 중심 수업모형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또 그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이 모형은
문제 만나기 →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 탐색 및 재탐색하기 → 해결책 고안하기 → 발표 및 평가
하기의 과정으로 정착, 운영되게 되었다(조연순·이명자, 2017: 111-113).
이 수업모형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점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해
서 교수자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겨놓는 것은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학습의 중심은 학습자들에
게 있으나, 교수자의 사전 준비와 안내 및 지원이 적절히 주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
는 적절한 때 문제 해결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이른바 튜터로서의 역할을(장정
아, 2005: 117-120)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이나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학습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관찰 학습 준비

관찰 학습 실행

정리 및 실천 생활화

•안전과 관련한 생활 속
경험 나누기
안전 관련 문제 찾기
•
및 학습 문제 인식
•학습 동기 유발하기

•관찰해야 할 대상, 장
소, 관찰 방법 등 탐색
하기
•관찰 계획 세우기 및
관찰 시 유의할 점 알
아보기

•관찰 계획에 따라 오감을
통해 관찰하기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기
•소집단별 조사 내용 정리
및 발표하기

•관찰 학습 평가와 안
전 생활 실천의지 다
지기
•관찰 결과를 생활 속
상황에 적용하고 실
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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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논리적 추론을 자극하여 안전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 등을 길러주도록 하며,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개념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관점에서 탐구
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 생활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견,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 한편, 바람직한 탐구 방법 및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고 평가하며 일반화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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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생활 속에서 안전 문제
에 대해 경험 나누기
탐구 문제 만나기: 문제
•
인식, 발견, 설정하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
유발하기

문제 해결 계획 수립

문제 해결 탐색 및 해
결책 고안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 알아내는 방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문제 해결 방법 강구하
기
•문제해결을 위한 예상과
계획 세우기

•개별 또는 집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정보
탐색하기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탐
색하기
•문제 해결 방법/전략의
적용과 해결책 고안하기

및 결과 발표 → 종합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단탐구법을 활용
정리 및 실천 생활화
•문제 해결 결과 발표
및 토의하기
•탐구 결과 평가와 일
반화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과
실천하기

하는 일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의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의 목
적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소집단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
체로 다양한 재능과 배경, 능력, 견해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친화성과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갖추어진 5-8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탐구의 주제를 적절히 선정하고 원만한 집단탐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 조성 및 적절한 지도를 하는 일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집단 탐구를 위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단 탐구의 과정이 의도된 수업 목표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도
록 적절히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과정의 정리·발전 단계에서는 집단 탐구와 논

바. 집단 탐구 수업모형

의의 결과를 종합, 논의, 정리하면서 집단 탐구 과정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이었던 점
과 문제되는 점 등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집단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이

집단 탐구 수업모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과정과 탐구 과정이 결합된 교수·학습 방

끌도록 한다.

법으로, 말하자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집단 과정을 통해 탐구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다른 접근에서
는 기대하기 어려운 나름의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자 고안된 모형이다. 원래 이 모형은 두 부류의
학자들로부터 도출되었다. 하나는 학습에서 집단 과정의 교육적 가능성을 강조한 시카고 대학의
H. A. 텔렌(H. A. Thelen) 등의 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으로서의 탐구 과정을
학습에 도입할 것을 강조한 미시간 대학의 R. 리피트(R. Lippitt) 등의 학자들이다. 텔렌 등에 의하
면, 학생들은 탐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집단 탐구는 이
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집단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목 내용의 학습뿐만 아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생활 속 안전 관련 경험
나누기
•탐구 문제 설정하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
유발하기

집단 탐구 계획 수립
•탐구를 위한 집단 조직
하기
•탐구 문제 세분화 및 탐
구 계획 수립하기

집단 탐구 실시 및
결과 발표
•소집단 별 탐구 활동 실행
하기
•탐구 결과 요약, 정리 하기
•탐구 결과 발표 및
토의하기

종합 정리 및 실천
생활화
•탐구 과정 정리 및 평
가, 반성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니라 협동적인 학습 태도도 배울 수 있다. 한편, 리피트 등은 학생들이 연구하는 과학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단 탐구가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공헌할 수 있으
며, 동시에 그 같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일반화함으로써 지식이 도출된
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믿었다(송용의·배호순, 1985: 217).

사. 프로젝트 학습 수업모형
프로젝트 학습법(Project-Based Learning)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법 내지 그것을 기반

이 모형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집단 활동과 과학적 탐구를 결합하여 접근한다는 데 중요한 특장

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프로젝트(project)’라는 용어는 1900년 컬

점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소집단으로 구성되는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인적

럼비아대학교의 C. R. 리처드(C. R. Richards)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학생 각자가 활동 계획을

참여와 다양한 반응의 교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역할을 경험할 기회를 풍부히 갖게 된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에 직면해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서로 자극과 격려
를 제공하면서 탐색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개념과 태도를 재구성하게 되며, 여러 가지 필요한 행위
기능들을 습득할 뿐 아니라 가치와 규칙, 사회 질서, 자신의 삶의 방식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발
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Thelen, 1960: 80-85). 특히, 안전교육에서 집단 탐구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학습자들이 역동적인 집단 활동을 통해 탐구를 수행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 행동을
바르게 탐색하여 안전의식을 심화시키고 안전한 생활의 실천 능력과 기능 및 태도를 증진시켜 가
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모형은 경험 나누기 및 탐구 문제 설정 → 집단 탐구 계획 수립 → 집단 탐구 실시
| 184 |

세우고 각 단계별로 실행하는 ‘문제해결의 실습활동’에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프로
젝트 학습법으로 본격 시도된 것은 킬패트릭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킬패트릭은 듀이의 교육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프로젝트법’을 창안하
였다. 그는 “The project method”라는 논문에서 ‘프로젝트’를 “사회적인 환경에서 전심을 다한 유목
적적 활동(a wholehearted purposeful act)”으로 정의하였다(Kilpatrick, 1918: 5-6). 그는 예쁜 드레스
를 만들려는 목적하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소녀, 훌륭한 학교 신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온 정
성을 다하는 소년을 예로 들면서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킬패트릭이 말하는 프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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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학습법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을 습득하는 학습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보다 더 학습할 가치가 있는 주제 내지 과제(topic)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만
들어 보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학습의 매개체로 하여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개인 또는 집
단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프로젝트법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조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생활 속 안전 관련 경험
나누기
•탐구 문제 설정하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유발하기

목적 설정 및 계획

실행 및 평가

•프로젝트 목적 설정 및
프로젝트명 정하기
•활동 과정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 수립하기
•프로젝트 수행 방법 강
구하기

•프로젝트 활동 실행하기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강구하고 교수자의 조언,
격려 제공하기
•프로젝트 완성하고 전체
수행 과정과 산출물 평가
하기

작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해결 활동이다. 학생들 자신이 현실문제의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그것을

종합 정리 및 실천
생활화
•탐구과정 정리 및 평
가, 반성하기
•산출물 발표, 전시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실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성
찰, 탐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배려, 소통, 협력 등과 같은 인성 역량 또한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법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며, 그 결과로 산출물
이 나온다. 둘째, 개별 학생이나 모둠별로 자발적으로 수행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수반한

5 직접 교수 중심의 지도 방법

다. 셋째, 프로젝트 활동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넷째, 담당 교수자는 권위자이기보다는
보조자, 안내자, 촉진자, 상담자이어야 한다.

가. 직접 교수 중심 지도 방법의 의의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 모형은 일반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진다. 목적 설정(purposing) → 계획
(planning) → 실행(executing) → 평가( evaluation)의 순서가 그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학습을 실

지금까지 실천체험에 의한 지도 방법과 탐구 중심의 지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전교육은

제로 수행할 때에는 그 목표와 의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한

이렇게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체험과 탐구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외에도 교수자의 설명 및 모

다. 따라서 때로는 3단계에서 6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

범 행동 시연 등 직접적인 교수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교수 방법은 가장 오

음 단계에서는 목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명을 정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래된 전통적인 지도법으로,학습자를 수동적 위치에 두고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주입식으

맞는 프로젝트를 정하도록 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적절한지

로 이루어지는 등의 단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 나름의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즉, 핵심적인 내용을

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계획 단계에서는 선정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수정하여

방법을 정하고 검토한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계획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였는지에

가르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적정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어 경제성 또한 높은 것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계획이 수행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도 있

로 알려져 있다.

다. 이어서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데, 학습자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과정이

따라서 실천체험에 약하고 현대적 탐구식 접근이 아닌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덮어놓고 무시하

다.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교수자는 적극적 조언과

거나 배척할 일이 아니라 그 특장점을 살펴 잘 이용하고 또 여타 방법들과 결합하여 활용하는 접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교수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판

근이 요청된다. 특히, 교육 내용의 특성, 대상 및 교육 환경의 여건, 그리고 안전교육 수업의 목적과

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나

교수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직접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안전교육의 성과를 제고

하나 꼼꼼히 기록하여 반성 및 성찰, 개선과 발전의 토대로 삼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

하고 내실을 기하는 데 나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

막으로 평가 단계에 이르게 된다. 프로젝트 학습 수행의 전체 과정과 산출물을 평가하는 단계로,

혜가 요청된다. 이에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적 교수 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의 안전교육 수업모형에

학습자 자신의 자기평가, 학습자 상호간의 평가, 교수자에 의한 평가 등이 수행된다. 평가가 끝나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면 산출물은 발표 또는 전시하며,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시 파악, 피드백을 하는 일도 중요
하다.

나. 설명(강의) 수업모형
설명 및 강의 중심의 교육 방법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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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설명·강의법에 대해서는 낡고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일찍이 오즈벨(Ausubel)이 지적한 바 있듯
이, 강의법은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정보를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
여금 주요 개념이나 원리, 유용한 지식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의 일반성, 명료성, 그리고 정밀성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월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
다(Ausubel, 1963: 19).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강의·설명 실행

강의·설명의 발전 및
심화

•위험 및 안전에 관한 경
험 나누기
•강의 주제/내용 안내
및 학습 문제 인식하기
•학습 동기 유발하기

•강의 전개 및 설명, 예시,
논증 등으로 학습 밀도
높이기
•학생들의 이해 정도 점
검 및 강의 내용, 방법
등 조정하며 이끌기

•교수자-학생-학생 상호
간 문답 및 재문답 하기
•강의ㆍ설명과 여타 방법
결합하여 발전시키키
•명료화와 요약/정리, 재
강의ㆍ설명 이어가기

정리 및 실천 생활화
•강의/설명 결과 요약
및 정리하기
•평가 및 피드백 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사전 연구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목표와 교육 내용을 타
당하고도 명료하게 체계화시키고 내용 전개와 설명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무엇
을 말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 주고, 전개 단계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고도 체계적

다. 모델링 중심 수업모형

으로 설명하며, 정리 단계에서는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잘 종합해 주는 등의 짜임새 있는 접
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선수 학

모델링(modeling) 중심 수업모형은 모범제시형 또는 시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모범

습 정도와 관심 분야, 문제점 등을 파악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강

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안전 행동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이를 본받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

의의 흐름을 귀납적·연역적 논증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차분하게 전개시켜 가며, 과장이나 왜곡,
감정적 호소, 지나친 우스개 소리나 만담류, 성급한 결론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강
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증거와 예를 충분히 들어 설명하며, 구체적이고 단순한 내용 그
리고 친숙한 내용으로부터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발전시켜 설명해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음성의 억양, 고저, 속도 등을 알맞게 하며, 신체 동작에도 적절
한 변화를 주는 등의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 중에 문답법이나 ICT 매체 등을 적절히 함
께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제고한다.
이 수업모형은 경험 나누기 및 문제 인식 → 강의·설명의 실행 → 강의·설명의 발전 및 심화 → 정
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안전교육은 학습자들
의 이해의 심화와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므로, 설명식의 언어적 강의만으로는 불
충분하다. 따라서 교수자의 직접적인 설명 외에 문답법을 겸하여 상호 묻고 답하면서 안전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구해 들어가는 과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
습자와 학습자 간의 문답과 설명은 안전과 관련된 지식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더하여 학
습자들의 문제의식과 자발적인 사고 활동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심화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활기를 줄 수 있다. 나아가 강의·설명과 문답 그리고 이어지는 모델링과 실습
체험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안전교육 수업
을 전개해 갈 수 있다.

는 방법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문을 열었던 밴듀라
(Bandura)는 사회적 학습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사
람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본보기 즉, 모델의 영향을 통해 학습된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
다(Bandura, 1971: 2-3, 5-11). 그리하여 이러한 통찰에 기초하여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모델이 행하
는 행동과 그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관찰하는 대리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행동이
나 태도가 효과적으로 습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모델링 중심의 수업모형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직접적인 모방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를 유발,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띠
를 매는 행동과 그것이 어떤 안전 효과가 있는지 직접 보고 깨우치면서 따라 배우고 생활 속에서실
천 의지를 다지는 등의 학습이 그 한 예가 된다. 물론 이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육 현장에 구체적인
대상이 실제로 직접 등장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그밖에도 영상이나 영화, 이야기, 그림 등 여타 다양
한 방식으로 모델링 학습이 구현될 수도 있다.
모델링에 의한 학습은 간접 경험과 관찰 학습이 수반되어 학습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강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생
활을 위한 행동 기술이나 절차를 가르칠 때 특히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 모형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실행할 때 단순히 관찰만 하면 자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찰 학습의 심리학적 길
을 선도하였던 사회학습론자들에 의하면, 학습은 단순히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적 특성, 여타의 개인적 요인들, 그리고 환경적 변수들이 매개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Bandura, 1986: 18-22). 말하자면, 단순히 모델을 관찰했다는 것만으로 행동의 변
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인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의식적으
로 수용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모델링 중심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안전 생활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나 동작, 모습 등을 학습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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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교수자, 자원 인사, 전문가, 혹은 학습자가 어떤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직

브와 구분된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에는 입으로 말하는 이야기 외에도 문학 작품처럼 글로 쓴 것, 영

접 보여주거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모델의 행

화, 연극,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 소리, 춤, 동작 등 언어를 넘어 비언어적인 표현 형식의 이

동에 후속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목격하게 하는 등의 강화(reinforcement) 요인을 결합하여 학습을 촉진

야기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키거나, 실제 또는 가상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여 안전 행동 기능과 태도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도 바

이러한 내러티브 수업모형은 대체로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 내러티브 구연 및 참여 → 내

람직하다. 다만, 교수자나 학습자가 시범을 보일 때 정확하게 잘하지 못하면 신뢰감을 잃을 수 있기 때

러티브 창조 및 주체화 → 정리 및 실천 의지·태도 강화의 순으로 전개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강의·설

문에 시범을 보이기 전에 충분한 경험과 연습으로 모범적인 안전 행동을 잘 익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명 중심 모형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중심의 방법 역시 전통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애

시연할 때에는 모든 학습자가 시범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순서로 진행하는 일,

용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이야기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말로 이야기하기, 좋은 글을

시범을 하면서 다른 설명 또는 자료를 부가하여 활용하는 일, 시범 및 모델링에 있어 직접 체험 및 실

읽어 주기, 교수자가 이야기하기, 학습자가 이야기하기, 어른이 이야기하기, 자원 인사 또는 전문가가

습 등의 방법으로 연결, 확대, 심화시키는 일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 해주기 등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ICT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
고, 문학적 체험 중심으로 확대하여 안전과 관련된 흥미 있는 이야기나 동화, 동시 등을 접하고 이에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모범 행동 시연 및
관찰

모범행동 모방 및
연습

•생활 속에서 위험 및 안
전사고에 관한 경험 나
누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유발하기

•모범 행동 설명 및 시연
하기
•모범 행동 관찰 및 탐색
하기

•모범 행동 모방 연습하기
•모범 행동의 단계적 구분
연습 및 연계 통합 연습
하기
•모범 행동 반복 연습하기

정리 및 실천 생활화

대한 생각이나 느낀 점을 나누어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들 자신이 직접 동화나 동시를 지어
보거나, 역할극 등을 통하여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안전 생활에 대한 학습을 강화시킬 수

•정리 및 평가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라. 내러티브 중심 수업모형
내러티브 중심의 수업모형은 간단히 말해 이야기법을 통해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교훈적이고 감명 깊은 이야기를 통해 안전에 관한 학습자들의 이해나 사고를 심화시키고, 안전
생활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공하는 동시에 감동·감회를 통해 학습자들의 실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하여 자신이 겪은 경험을 감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종종 우리

도 있다. 예컨대, 교통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관련 이야기를 듣고 그 속
에 나오는 인물의 역할을 맡아 역할극으로 실연해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모형
을 활용할 때에는 즉흥적이고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아닌 사전에 잘 연구, 준비되고 계획적이며, 좋은
모범과 감동이 겸비된 내러티브로 효과적인 안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험 나누기 및 학습
문제 인식

내러티브 구연 및
참여

내러티브 창조 및
주체화

•생활 속 위험 및 안전에
관한 경험 나누기
•학습 문제 인식 및 동기
유발하기

•이야기 제시 및 주요 내
용 파악하기
•이야기 속 인물, 사건 전
개 및 주요 내용 탐구하기
•관련되는 자신의 경험
발표 및 공유하기

•자신의 안전 이야기 및
유사한 상상의 이야기 구
성하기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
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정리 및 실천 생활화
•활동 소감 나누며 정
리 및 평가하기
•안전의식 내면화 및
실천 다짐하기
•생활 속 확대 적용 및
실천하기

는 크게 깨우치고 공감하고 새롭게 배우며 보다 안전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
러티브 방법에 의한 안전교육의 강점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한편, 내러티브(narrative)란 국어사전에서는 “인과 관계로 엮인 실제적·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설
명하고 있고, 웹스터 온라인 사전(Webster’s Online Dictionary)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을 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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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위키백과(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에서는 그것이 라틴어 동사
‘narrare’에서 온 것으로, 영어로는 recount, 즉 자세히, 차례대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안전교육의 지도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풀이하면서, 일련의 실제적 또는 허구적 사건들을 일정한 형식(글, 구어, 시, 산문, 이미지, 노래, 연극,

측면이 있으니 바로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교수·학습 자료가 지니

춤 등)으로 구성하여 나타낸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단 내러티브란 “인물과 사

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안전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실습과

건이 시공간적으로 엮여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내러티브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체험 등 직접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안전교육에서 교수·학습 자료가 지니는

종종 서사(敍事)라는 말로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러티브와 유사한 것으로서 스토리텔링

의의는 더더욱 지대하다 하겠다. 이에 다음에서 안전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자료에 관해 좀 더 구

(story-telling)이 있는데, 이것이 단지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내러티

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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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가.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의의

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달려가 진압
한 사례를 들어 지도하는 경우 ‘한 중학생의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사례’ 즉, 학습자들에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란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촉진·심화하고, 설정된 학습 목표 도달에

게 가르칠 내용 요소를 담은 재료, 바로 그것이 소재가 되는 것이다.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교육 학습 지도 과정에 투입되는 각종 물적·인적 자료 내지 매체를 총칭한

이에 비해 안전교육 학습 지도의 ‘제재’란 안전교육 교육과정상의 어떤 주요 지도 요소 또는 주

다. 안전교육 교수·학습은 학습자들의 안전 역량을 증진하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

제를 가르치고자 사용하는 학습 지도의 주된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린 아동들에게 더

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인 교육 활동 과정이다. 그

운 여름에 계곡물이나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 및 물속에서의 여러 가지 주의할 점

런데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진정 밀도 있고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을 충분히 가지

등을 지도하기 위해 ‘뽀돌이의 물놀이’라는 이야기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것이 바로 물놀이를 지

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양질의 환경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한 환경적 조건 중 하나가 바

도하기 위한 제재가 되는 것이다.

로 교수·학습 자료인 것이다.

안전교육 ‘교재’란 안전에 관한 학습 지도를 위해 분명한 목표하에 일정한 학습 내용 및 활동 등

흔히 학습 지도와 관련하여 수업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

을 의도적·계획적으로 조직, 구성해 놓은 학습 자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안전교육 교과서

루어지곤 하나, 교수·학습 자료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비단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교수자가 주요 학습 내용들이 담긴 적절한 읽을

제로 학습 지도에 임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학습 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곤 한다. 사

거리, 활동거리 등을 수집, 발췌하여 별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의도하는 안전교육에 잘 맞는 책 등

실 안전교육 학습 지도에 있어 적절한 자료가 투입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여부는 그 수업의 성공

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교재가 된다고 하겠다.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학습하는 수업에서 교수자

‘교구’란 안전교육 학습 지도 과정에서 내용 또는 소재를 전달하거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습득케

가 말로만 수업을 하는 경우와 실제로 소화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 말할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적 도구를 가리킨다. 예컨대, 화재 대피 시 행동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동

것도 없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상 자료를 동원하는 경우 그 동영상 속에 담긴 내용은 소재가 되는 데 비해, 그 소재를 담아 전달

이렇듯 안전교육 학습 지도에 있어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과 수업 목표

하는 동영상 등은 교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안전교육 학습 지도에는 소재, 제재, 교재, 교구 등이

도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수자는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

동원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넓은 의미의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라

또는 제작하여 학습 지도 과정에 적절히 투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겠다.

안 된다. 그러나 학습 지도 과정에서 최적의 자료를 투입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자료의 적절성 여부는 그 수업의 목표와 내용, 학습 지도 전략과 방법, 학습자의 특성, 자료

나. 양질의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조건

의 종류와 투입 시기, 주변의 환경적 여건과 분위기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선택
되고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투입하여 활용함으로
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늘 관심을 갖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교육 학습 지도에 있어 교수·학습 자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료나 투입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교수·학습 자료

한편,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혼용되면서도 실은 서로 구분되는 안전교육 소재, 제재, 교재,

는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교구 등의 용어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

것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는 안전교육 학습 지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는 그 수업 과정에 투입되는 교수·학습의 소재, 제재, 교재, 교구 등 모든 물적·인적 자원, 재료, 매체

충분히 만족스러워야 하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고 그들의 학습과 발전에 도움이 되

등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하나의 수업이 성립하려면 거기에는 적어

는 것이어야 하며, 안전교육 학습 지도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어야 한다.

도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교육과정 상의 학습 과제 내지 학습 내용이라는 최소 세 가지 요인이 있

그렇다면 좋은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일까?

어야 하는데, 이 학습 과제 내지 내용을 학습자에게 학습시키는 데 동원되는 모든 인적·물적 수단

예로부터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의 조건에 대해서는 교수자 측면, 학습자 측면 그리고 자료의 내

내지 재료, 매체들을 일컬어 우리는 ‘교수·학습 자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용 측면에서 논의해 왔다. 다음에서도 이에 따라 짚어보기로 한다.

이에 비해 안전교육 교수·학습의 ‘소재’란 넓은 의미로 학습 자료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학습
지도의 내용 요소를 담은 재료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
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어린 청소년들 수준에서도 가능함을 지도하기 위해 어떤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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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 학습자들의 생활 배경과 환경, 발달의 특성, 안전 생활의 실태 등을 고려하고 연구하여 선택,

행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과 활용에 관한
몇몇 중요한 이론 및 실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취합된 것이어야 한다.
• 주어진 안전교육 교수·학습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하고 취급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1) 호반(Hoban)의 시각 자료 분류체계론

• 안전 및 안전교육의 특정 관점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언어와 글자만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그 한계를 절

• 가급적 교수자가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수집 또는 제작,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

실하게 깨닫는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시
각 자료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던 호반(Hoban) 등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以

2) 학습자 측면
• 학습자들의 신체적·지적·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고 직접 겪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호반 등은 당시의 시각화 교육 관련 교재 중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는(Reiser, 2001: 56) 그

• 학습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그들의 생활 및 경험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들의 저서 『교육과정의 시각화』(Visualinzing the Curriculum)에서 당시의 교육 현장이 글자로 가득

• 학습자들의 필요와 실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 교과서와 주로 교사의 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언어주의(verbalism)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였

•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 즉, 학습 자료를 그대로 가르치거나 학습하는 것이

다. 말하자면 안전교육을 하면서 연기가 가득한 화재 현장의 농연 속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아니라 학습 자료를 통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를 말만 가지고 설명하고 끝나는 식이었으니 호반 등이 당시 교육 현실에 대해 왜 그렇게 개탄스
러워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자료의 내용 측면
• 안전 생활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지적 이해와 내면화, 신념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 학습자들의 안전 생활 관련 사고력과 판단력을 자극하고 심화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
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 생활에 관해 깊은 감동·감화를 얻을 수 있고 실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
야 한다.
•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안전 생활 관련 정서를 풍
부히 하고 바른 태도를 심화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호반 등은 언어에 구체적 경험이 결부된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언어와 경험
의 연계를 위해 시각 자료를 도입,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말하자면 학습 지도에서 구체적인 시
각 자료를 활용하여 보조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학습 지도 방법과 자료 활용 측면의 변화를 넘어 인간 정신의 성장과 교수 목표 성취
라는 두 가지 모두를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발생심리학과 학습심리 이론을 들어 역설하였다. 말하
자면, 인간 정신의 성장은 분화와 통합, 재조직화를 이루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것
이며, 교수와 학습의 목표는 구체성으로부터 추상성으로 그리고 개별적 경험들로부터 점차 일반
화, 유연화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구체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경험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 지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을수록 좋다.

교육에 도입, 활용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또 그렇게 할 때 교수·학습의 실효성은 물론 인

• 자료의 내용 수준이나 문자, 어구 등의 표현이 학습자들에게 맞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간 성장과 교수 목표의 성취라는 교육의 본질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호반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각자료 분류체계론을 정리하면, 실제를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시각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시각
자료를 흥미를 유발하고 추상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유용한 보조물로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 안전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 및 활용

또한 시각자료와 추상적 개념을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적 경험의 일반화를 추구한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안전교육 학습 지도에 동원될 수 있는 자료는 그야말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매우 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시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이와 관

양한 자료들을 적절히 확보하여 제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자료의 유형과

련하여 호반 등은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별되어야 하며, 익숙하지 않은 과제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선의 교육적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교수·학습 수

일수록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상성이 높은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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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영화는 도표 자료보다 먼저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는 영화가 교사에게 사

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호반 등이 제시한 시각 자료 분류 체계에 기초하면서 이를 더

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욱 확대하여 학습 경험을 구체적 경험 단계에서 추상적 경험 단계에 이르기까지 11단계(처음에

러한 관점에서 호반 등은 구체적인 자료에서부터 추상적 자료로 계열화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은

는 10단계)로 분류, 체계화한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 이론을 제시하였다(Dale, 1954: 42-

다섯 가지 자료들을 들어 예시하고 있다(Hoban 외, 1937: 10-16).

56). 즉, 데일은 시청각자료가 제공하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눈

◼ 현장 학습: 현장 관찰

것이다.

◼ 박물관 자료: 실물, 표본, 모형

위 경험의 원추는 밑에서부터 ‘행동하기’와 ‘보기’ 그리고 ‘말하기’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 영화: 상황 감상

(Davis and Summers, 2014: 2-3). 즉, 가장 밑의 수준은 보다 구체적인 경험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

◼ 사진: 정물 사진(2차원적인 것)

로, 실제 삶의 경험으로서의 직접적 경험, 상호작용 모델로서 고안된 경험, 그리고 역할극과 같은

◼ 도표: 그래프, 도형, 지도 등

극화된 참여 경험을 나타낸다. 이 수준의 공통점은 학습자들이 행동으로 학습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 원추의 중간 수준은 그 아래 수준보다 다소 추상성이 더 많은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눈으로 보

아울러, 시각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어떤 것
을 누구의 교육에 이용할 것인가는 학습자의
이전 경험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미 현장
학습이 충분히 되어 정신의 분화와 통합이 상
당한 정도에 이르러 있는 경우에는 굳이 다시
현장 학습 자료 및 활동을 도입하기보다 더 높
은 수준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

언어
도표
지도
그림
슬라이드
입체도
영화
모형
실물
전체 상황

추상성

는 것을 통해 사실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학습자들이 사물과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
로 상호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아래 수준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원추의 가장 위의
시각적·언어적 상징 부분은 추상성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학습 경험이 상징에 의해 비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시각이나 언어를 통해 말로 나타내어진 것들을 귀로 들음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
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데일은 학습자의 학습유형을 행동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추상

구체성

<그림 Ⅵ-2> 호반의 시각 자료 분류 체계

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아래와 같은 시각 자료 분류에 관한 그림을 제시하고 자료의 선택과 활용에 참
조하도록 권장하였다(Hoban 외, 1937: 23). 호반 등의 이러한 시각 자료 분류 및 체계화는 교육공학
및 교수 매체의 분류 체계를 개념화하고 발전시켜 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데일(Dale)과 같
은 학자의 경험의 원추 이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에 의한 학습으로 분류하였고,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데일의 경험의 원추에 나타나 있는 11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le, 1954: 44-53; 이영자, 1981: 47-51).
◼직접적·목적적 경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감각적인 경험, 생활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와 개념을 축적한다.
◼고안된 경험: 모든 종류의 모의 사물을 통한 경험, 실제 사태의 편집된 경험으로, 학습 목표
도달에 꼭 필요한 경험만을 제공할 수 있다.

2) 데일(Dale)의 경험의 원추 이론

◼극화된 경험: 연극을 보거나 직접 출연함으로써 직접 접할 수 없는 사건이나 개념을 경험하

인간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구

도록 한다.

체적인 경험이 풍부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호반

◼시범: 사실, 생각, 과정의 시각적 설명으로, 사진, 그림, 또는 실제 시범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

등의 이론과 교육 실행은 데일에게 큰 영향을 미

록 한다.

쳤다. 데일은 그의 유명한 저서 『교수에 있어서

◼견학: 일이 실제 일어나는 곳이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도록 한다.

시청각 방법』(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전시: 사진, 그림, 책 등의 전시를 통하여 학습자가 관찰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에서 ‘좋은 교수란 무엇인가?’(What is good

◼TV: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다. 중요한 요점들만

teaching?)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은 공감적이

을 편집, 수록할 수 있는 동시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의 감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 잘 설명해 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좋은 소통
과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 목표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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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데일의 경험의 원추

◼영화: 보고 듣는 경험을 제공하며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상상으로 간접 경험하게 하며 현실
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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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라디오·사진: 청각 또는 시각적 요소만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로, 추상성이 높으
나 동기 유발에 유용할 수 있는 등 각각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나타낸다.
◼시각적 상징: 추상적인 표현을 다루며 칠판, 지도, 도표, 챠트 등을 이용해 실제 물체를 나타내
기도 하고 시각적인 기호로 표현하기도 한다.
◼언어적 상징: 가장 추상적인 교수 매체로, 거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일상생
활과 교육에서 긴요하게 이용되며, 대상에 따라 적절히 그리고 여타 교수 매체들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올슨에 의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학교는 공동체 및 시민들의 사회적 삶에 절대적으로 관심
을 가져야 하며, 진정한 시민은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
므로, 학교란 바로 그러한 교육을 구안하고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교의 본
질과 목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교들은 시대·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는커녕 언어와 종이로 된 책만을 들고 교육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지역 공동체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올슨은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핵심은 학교와 공동체의 현실적 삶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학

이상 살펴본 데일의 경험의 원추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Dale, 1954: 53-56;

교 교육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책·

이영자, 1981: 51-52; 임철일 외, 2011: 30-31). 먼저, 원추의 가장 아래에 있는 행동적 경험이 가장

잡지 등과 같은 글자 인쇄 자료, 시청각 보조물, 자원 인사, 면담, 답사, 조사, 현장 연구, 지역사회 캠

중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험의 원추는 직접적·구체적인 경험에서부터

핑, 봉사 활동, 진로 체험 등이 그것이다(Olsen, 1945: x, 73 및 그 이하).

간접적·추상적인 경험들로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과 추상적인 경

그리고 호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슨도 이를 현실의 실재 사실성과의 일치 정도에 따라 구체

험이 모두 필요하고, 때로는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구체적

성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구체성이 높을수록 직접적 경험에 그리고 추상성이 높을수록

경험에만 치우치면 학습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고차원의 학습을 하는 데 지장을 받으며, 너무 추

대리적 경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직접 접촉하면서 학습하는 견학·

상적 경험에만 치우치면 실제적 사례나 구체적 현실을 잘 모르는 결함을 지니게 된다.

답사, 조사, 현장 연구 등은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의 학습인데 비해, 강의나 토의, 책, 잡지

다음으로, 경험의 원추에서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의 교수 매체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것이 밑에서 위로 나아가는 진행 순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추의 아래
에 있는 경험이 보다 쉽고 위에 있는 경험일수록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자료나 매체의 구
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학습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

등 언어에 의한 학습의 경우는 가장 추상적이며 대리적 경험에 의한 학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자료 및 활동의 분류와 직접적·간접적 학습을 연계하여 올슨이 직접 구도화,
제시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체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Olsen, 1950: xiii).

서 학습 지도를 수행할 때 언제나 반드시 원추의 맨 아래에 있는 직접적 경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의 선행 학습과 현재의 능력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한 매체 자료 및 학습 경험
또한 경험의 원추에서 어떤 경험이 교육적으로 다른 경험보다 더 유용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
며, 어떤 종류의 학습에는 그에 꼭 맞는 한 가지 경험의 교수 매체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

추상적

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자료나 교수 매체를 활용할 때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하
는 점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최적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
요할 경우 자료 및 매체를 통합한 수업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

3) 올슨(Olsen)의 효율적 학습 방법 이론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어떤 학습 이론의 바탕 위에서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모
습의 교수·학습 활동을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애쓴 학자 및 교육자들 중
올슨(Olsen)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위 문제와 씨름을 하였다. 그는 이미
1940년대에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는 학교 교육을 회복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에 이론적 토대를 놓은 것이 바로 그의 저서 『학교와 지역사회』(School and Community)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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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올슨의 효율적 학습 및 자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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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슨은 현학적이며 책 중심인 학교 교육으로부터 실제적 삶 중심의 지역사회 공동체 학교 교육

다. 이와 같이 브루너는 세 가지 경험 양식에 의거한 학습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그가 1960년대 후

으로 옮겨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이 현실과 실재로부터 유리된 채 공허하고 피상적인 지

반에 교육 및 학습심리학 분야에 도입한 교수자의 “발판”(scaffolding, 비계(飛階)) 역할을 강조하였

식 위주로 가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개선과 진보를 위한 실질적인 학습이 되어야 함

다. 말하자면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가 디딤판 내지 도약대의 역할을 하면서 잘 고안, 준비된 프로그

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추상적 학습이 구축되어야

램을 통해 주의 깊게 학습자들을 도와 스스로 학습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때 최선의 교육이 이루

바람직한 학습 지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안전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처음 학습해

어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Clabaugh, 2010: 3). 여기서 세 가지 표상 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과제 또는 행동으로 익혀야 할 과제의 경우, 처음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

아보면 다음과 같다(McLeod: 1-2; Liao, 2012: 174-175).

하여 실제적, 현실적인 경험을 축적해 가는 직접적 학습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 자료를 활
용한 대리적 경험의 학습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교육 학습 지도가 되
는 것이다.

◼행동적 표상(enactive representation): 0세에서 1세 정도의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험
양식으로, 지식이나 정보가 행동에 기반하여(action-based) 기억에 축적되고 재현된다. 근육
기억 형태로 운동 양식이 학습되고 기억되는 것인데,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몸과
행동으로 직접 경험하고 해보면서 익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과 경험의 원

4) 브루너(Bruner)의 발견학습 이론

리는 비단 유아기뿐만 아니라 예컨대 타자 치기, 바느질하기, 잔디 깎는 기계로 작업하기 등의

브루너(Bruner)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였으며, 미국 내에

경우에서 보듯이 성인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서 잘 알려진 피아제 이론의 전문가이었다. 그러나 그는 피아제 이론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

◼영상적 표상(iconic representation): 2세에서 6세 정도의 아동들에게서 보이는 경험 양식

지발달과 학습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정립함으로써 아동의 인지발달에 바탕을 둔 학문중심 나선

으로, 지식이나 정보가 이미지에 기반하여(image-based) 기억에 축적되고 재현된다. 즉, 눈에

형 교육과정과 발견학습 등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브루너는 가르친다는 것 또는 수업이란 결국 성

보이는 이미지의 형태, 마음의 눈 속에 있는 지적 이미지의 형태로 지식과 정보가 축적, 처리,

장(growth)을 돕거나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수업 이론이란 여러 가지 수단

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부가하여 도표나 삽화, 사진, 영상 등에 의한 경험을 통해 학

에 의해 그러한 성장과 발달이 어떻게 지원되는가에 관한 이론이요, 지식이나 기능을 가장 효과적

습을 수행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고 익히게 된다.

으로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을 제시해 내는 것 내지 개선과 발달을 위해 어떻게 하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 7세 이상의 아동 수준에서 보이는 경험 양식으로,

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배우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하는 이론이라고 보았다(Bruner,

지식과 정보가 기호나 상징, 특히, 언어에 기반하여(language-based) 기억 속에 축적되고 재현

1966: 1-2, 40).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이 행동이나 이미지 차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단어 및 그 조합, 기

이에 따라 그가 학습자들의 성장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발달론적 학습심리학 및 이에 기초한 수업 이론을 통해 대답을 찾고자 한 것

호, 여타 상징체계 등을 통한 추상적 경험에 의해 보다 수준 높은 학습과 평가, 판단, 비판적
사고 등도 가능해지게 된다.

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습의 심리학적 토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브루너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관련하여 아동들에게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지구조가 있다
는 점에 기초하여 3단계의 표상 양식(three modes of representation), 즉 행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
적 표상이 있음을 발견, 제안하였다(Bruner, 1964: 1-2 및 1966: 10-14, 44-45). 이는 데일이 경험의
원추에서 학습 경험을 행동적 경험, 시청각적 경험, 상징적 경험으로 구분하고, 체계화한 것과 유사
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세 가지 표상 양식이 의미하는 바는 학습자가 어떤 학습 과제를 만나 수행해 갈 때 이러한
세 가지 경험 양식에 따른 학습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경험 양식에 의거할 때 효과적인 학습
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익혀야 하거나 처음 수행하는 익숙하지 않은 과제에 대
한 학습의 경우, 행동적 표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상적 표상을 거쳐 상징적 표상으로 나아가는 진

<그림 Ⅵ-5> 브루너의 세 가지 학습 경험 양식

보적 학습 경험의 과정을 따를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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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너는 아동들을 예로 들어 세 가지 경험 양식의 진보적 학습 과정을 설명했지만, 사실 이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은 학습 과제를
만났을 때 먼저 몸으로 접하고 손으로 만지고 행동으로 익히도록 하면서 점차 영상과 이미지 자료
를 활용하여 이해를 심화한 후 최종적으로는 기호와 언어적 상징으로 학습이 발전, 정착되도록 이
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피아제 이론에 의할 경우,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발달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브루너에 의하
면,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안, 조직하여 실행하면서 교수
자가 적절히 도약대로서의 발판 역할을 수행, 지원할 경우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학
습 및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진보 또한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Tomic and Kingma, 1996: 1620). 결국 브루너의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행동
적 경험, 영상적 경험, 상징적 경험의 학습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해당 학습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
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를 잘 적용, 활용하는 가운데 적절한 발판의 역
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브루너의 발견학습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미국의 교육과
정 구조화 운동 이후부터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아동의 흥미와 필요한 측면만을 강
조함으로써 지적 발달을 도외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다루는 교
과 내용과 과학 사이의 극심한 틈이 초래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브루
너의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구조중심 교육과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브루너는 인간이 어
떻게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서 통찰이나 이해, 능력을 성취하게 되는가 하는 ‘앎의 과정’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두었다. 브루너에게 학습 과정은 학습자가 정보를 선정하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합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바람
직한 교수전략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과정을 가르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발견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며, 이때 교수자는 학생 스스로
가 탐색하고 조작하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발견학습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지적 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발견학습
을 경험하게 되면 내적 만족감과 지적 희열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발견의 기술
과 방법을 터득함으로서 다른 학습과제에 적용가능하며, 발견학습을 통해 얻은 개념은 오래 기억
된다는 장점 또한 갖는다.

| 202 |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Ⅶ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안전교육의 평가
1. 안전교육 평가의 의미와 평가관
2. 안전교육 평가의 유형과 좋은 평가의 조건
3. 안전교육 평가의 원리와 절차
4. 안전교육 평가의 내용과 방법
5. 안전교육에서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

Ⅶ. 안전교육의 평가 |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교육의 목적·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 내용 그

리고 보통 수준의 학습자들이 각각 확인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위의 좁은 의미의 평가 관점에서

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보면 이것으로 평가는 완성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목표에의 도달 정도, 즉, 성취도가 밝혀졌기 때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타일러(Tyler)가 이미 고전 중의 고전이 된 그의 유명한 저서 『교육과정

문이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평가가 끝나도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안전교육에서 하고자

과 교수의 기본 원리들』(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의 첫머리에서 제기한 네 가

하는 평가가 맞는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안전교육 평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이 분

지 물음들(Tyler, 1949: 1-2) 중 마지막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안전

명하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 방법에 대한 탐구이었으니 이제부터 해야 할 나머지 하나는 바로 평

여기서 이른바 넓은 의미의 안전교육 평가가 나오게 된다. 그것은 위의 좁은 의미의 안전교육 평

가와 관련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다음에서는 안전교육의 평가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어떻게 이

가, 즉,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정도를 넘는 것이다. 그것은 학습의 목표 도달도 또는 학습자

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의 성취도를 확인함은 물론, 이를 넘어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안전 능력
을 더욱 증진시키고 그들의 안전한 삶의 역량을 보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수자
의 안전교육 학습 지도의 개선까지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교육에서 추구하는 진

1 안전교육 평가의 의미와 바람직한 평가관

정한 평가는 바로 이러한 의미라 하겠다.
안전교육에서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서도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판정과 분류로서의
평가관과 개선과 성장으로서의 평가관이 그것이다. 전자는 학습자를 성공군과 실패군으로 판정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한 후에는 물론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었
는지 또는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된다. 말하자면 뜻하는 바가 잘 성취되었는지 또는 되고
있는지를 짚어보게 마련인데, 이는 안전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또는 대피 교육을 한다면 그러한 교육이 끝난 후 또는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도했던 바가 잘 성취되었는지 또는 잘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마련이다. 그리고 짚어본 결과
잘된 점은 더욱 잘되게 하고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은 수정보완해서 보다 나은 교육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우리는 평가(evaluation)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안전교육은 물론 모든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활동이다. 왜냐하
면 평가 활동이 없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그

하고 분류하는 것을 평가의 본질과 목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학습자들의 안전
생활 관련 능력과 자질의 개선과 발전을 평가의 본질과 목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가 결과를
중시하는 데 비해 후자는 과정도 함께 살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진보와 성장의 결과를 이루어
내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물론 전자의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련의 안전교육을 종료하면서 최종 결과를 산
출하거나 당락을 결정하거나 할 경우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참다운 의미의
안전교육 평가는 그런 관점을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그 역량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본질과 목적을
갖는 평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 역시 본질적으로는 인간 발전과 성장을 위한 지난한
교육적 노력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인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가 없는 교육이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이며, 이는 안전교육
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안전교육에서 평가의 의미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된다. 즉, 그

2 안전교육 평가의 유형과 좋은 평가의 조건

평가의 의미를 좁게 보느냐 아니면 넓게 보느냐에 따라 그 적용과 해석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리는 흔히 평가라고 할 경우 학습자가 얼마나 성취했느냐를 재

가. 평가의 유형

는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화재 대피 교육을 했다면 그 목표 하는 바에의 도달 정도 즉, 학습자
들이 화재 대피와 관련해서 얼마나 배우고 성취했느냐를 재는 것이 안전교육에서의 평가라고 보
는 것이다. 이는 좁은 의미의 안전교육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교육에서의 평가를 그렇게 좁게 보아도 괜찮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일정 수의 학습

안전교육에서의 평가 유형은 일반 교육 평가의 분류법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상대 평가와 절대평가, 그리고 진단·형성·총괄 평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들에 대한 화재 대피 교육을 한 후 평가를 해보니 잘 대피하는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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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평가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들을 성공과 실패로 분류, 낙인찍는 일 등은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상대평가(relative evaluation)는 규준 지향 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라고도 하며, 학습자의

학습자들을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데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평가 그 자체를

학업 성취 정도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 상대적 서열에 의해 판단

안전교육 교수·학습 과정과 밀접하고도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동시에, 평가를 안

하는 평가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평가법에 의하게 되면 학습자의 성취 정도는 설정된 교육 목표

전교육 교수·학습의 중요한 변인 그 자체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절대평가가 그 본질에 맞게 구

의 달성 정도에 관계없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비교 집단의 다른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의해 결정

현되려면 평가의 목표, 기준 등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하고 수업 과정이 절대평가의 의의와 본질에

된다. 즉, 한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잘할 줄 아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맞게 밀도 있게 이끌어져야 한다.

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평가로, 상대평가는 한 학생의 성취도가 소속 집단에서 상대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성취하고 있는 부분과 실패하고 있는 부

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그런대로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교사들이 평가결과를 자신의 수업방법과 과정을 반성하고

얻었다고 해도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뒤떨어졌다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절대평가는 평가의 결과를 누가적으로 비교 검토

반대로 어떤 학생이 그다지 좋지 못한 학습 결과를 보였더라도 같은 집단의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절대평가 결과는 교사에게

때 우수하다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다.

수업개선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결과분석 및 결과 활용에 있어 교수자에게 더 많은

이러한 상대평가는 학습자들의 안전 학습 관련 성취에 따른 개인차를 변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거나 다수 중에서 소수를 선발해 내야 하는 경우 등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집단 내의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주관에 의한 편견이 없다는 것도

3) 진단평가

장점이다. 그러나 학습자 개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가 다른 학습자에

진단평가(diagnostic evaluation)는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학습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비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혹은 다른 학습자보다 성적이 위이냐 아래이냐 하는 기준에 의해

지 알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 즉 안전교육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이

학습자를 판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나 타인의 실패로 나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시작되기 이전에 학습의 시발점에 있는 학습자의 초기 상태를 측정,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상대 평가보다는 후술하는 절

를 말한다. 안전교육을 통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에 학습자

대평가의 방식에 의해 안전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배경과 특성, 선수 학습 정도는 어떠하며, 적성, 준비도, 흥미, 동
기 상태 등은 적절한지 등에 관해 정보와 지식을 갖고, 대비책을 세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단

2) 절대평가

평가는 바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로서 의의를 갖는다. 즉, 진단평가는 학

절대평가(absolute evaluation)는 절대 기준 평가, 목표 지향 평가 또는 준거 지향 평가(criterion-

생들의 지적 능력 및 정의적 태도 등에 관한 현주소를 확인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결과에 따

referenced evaluation)라고도 하는 것으로, 이는 안전교육 교육과정 및 그에 근거한 학습 지도 등을

라 진단평가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수업 목표, 또는 의도했던 어떤 준거나 표준의 달성 여부에 비추어, 학습자
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러한 절대평가는 인간을 목표 성취를 위해 분투노력해

4) 형성평가

가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존재라고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 놓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 가급적이면 모든 학습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의 개인차를

실시하는 평가로, 피드백이 즉각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면, 안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절대평가는 내재적 동기유발을 강조하고 있어

교육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서 학습자가 수업 목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제대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가 높더라도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하

로 성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교수자 측면에서는 교수·학습의 방

는 자세를 강조한다. 따라서 주어진 교육목표에 학습자 모두가 함께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법과 수업 과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까지도 추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를 말한

를 위해 경쟁을 초월하여 협동적인 학습이 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또한 절대평가는 목표지향적인

다. 이러한 형성평가는 안전 학습이 진행되는 도중에 학습자들이 학습 과제를 성취해 나감에 있어

평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보다 큰 성취감을 줄 가능성이

어떤 오류나 곤란이 있을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여 즉시 보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크다.

있다. 이때 교수자의 학생에 대한 피드백은 ‘참 잘했어요’와 같은 평가적 피드백보다는 ‘무엇을 잘

절대평가에서는 학습자의 비교 우위적 우열보다는 성취해야 할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냈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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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형성평가는 교수자에게는 자신이 이끄는 수업이 교육 내용, 지도 방법, 절차와 과정, 자료, 환

계량화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구인타당도는 어떤 시험

경 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이나 측정 방법에 의해서 구인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속성을 명확히 정의할 때 유용하며, 특히 심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리적 특성에 기초한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밝혀주므로 많은 연구의 기초가 된다.

5) 총괄평가

2) 신뢰도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총합평가라고도 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이 종료된 후 교육과

타당도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해 내느냐에 관련되는 기준인데 비해, 신뢰도

정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안전교육에

(reliability)는 그 측정해 내는 도구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기준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를

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련의 학습 과제를 지도한 후, 또는 한 학기나 한 학년도 전체 안전교육 과정

좀 더 풀어보면, 신뢰도는 믿음성, 안정성, 일관성, 예측성, 그리고 정확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이 끝났을 때, 당초 설정한 교육 목표의 달성 내지 성취 여부를 종합적이고도 총괄적으로 파악하

대상을 얼마나 정확히 평가하고 있느냐와 관련된다. 예컨대, 안전교육 평가에서 화재 대피 능력이

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러한 총괄평가는 형성평가와 달리 학습 성과의 총합적인 평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려 할 때 단순히 피상적으로 암기한 정도를 묻는 문항을 적용한다면 이는

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평가의 성격도 지니지만, 종종 학습자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안전교육 평가에서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높

의 성취 수준과 질에 대한 판정, 학습자들 상호 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상대 평가의 성격을 띠기도

이기 위해서는 안전 역량의 제 측면과 각각의 평가 요소를 측정하는 데 걸맞은 평가 기법과 도구를

한다.

나. 바람직한 안전교육 평가의 조건
일반적으로 교육 평가가 바람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객관도
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황정규, 2002: 95; 박도순 외, 2011: 65-90). 이는 안전교
육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타당도
타당도(validity)란 진정 측정하려는 그리고 측정해야만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타당도는 ‘무엇을’, ‘어느 정도로 제대로 재고 있
느냐’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소화기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 능력을 재려한다면 이는 타당도를 갖추지 못한 평가가 되는 것이다. 안전교육 평가가

적용하는 일이 요청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문항수를 늘리고, 답지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제시하고 시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필요하다.

3) 객관도
객관도(objectivity)란 채점자의 채점에 있어서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즉, 채
점자에 따라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이
는 다른 말로 하면 평가자 또는 채점자의 신뢰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
러 번 채점해 보는 방법과 여러 사람이 같은 시험을 채점하여 그 일치도를 보는 방법이 있다. 예컨
대, 안전교육 평가에 있어 동일한 학습자가 쓴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놓고 한 평가자가 어제 채점
한 결과와 오늘 채점한 결과가 같게 나오거나, 여러 평가자가 서로 같은 채점 결과를 내놓게 되면,
그 평가의 객관도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를 평가자 내 객관도라 한다면 후
자의 경우를 평가자 간 객관도라고 할 수 있다.

타당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학습 지도를 통해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 내지 교육 목표를 충실히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그리고 구인타당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사물을 논리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전문가가 판단하는 타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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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용 전문가의 전문지식에 의한 주관적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예언타당도는 현재 검사 결과
가 준거가 되는 미래 행동 특성을 얼마나 잘 예언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선발,

위에서 우리는 안전교육 평가의 의미와 바람직한 평가관, 그리고 평가의 유형과 좋은 안전교육

채용, 배치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공인타당도는 측정 점수와 준거 점수와의 상관의 정도를

평가의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전교육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원리와

통해 검사의 타당도를 추정한다. 예언타당도와 유사하지만 준거점수가 장래의 효과가 아닌 현재

절차에 의해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의 성과라는 점이 다르다. 즉, 현재의 검사와 현재의 다른 준거 검사 간의 상관 정도를 제시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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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교육 평가의 원리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교육 평가 결과는 기록, 보고, 보관하는 데 그
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계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안전교육 교육과정, 수업의 목표,

먼저, 안전교육의 평가는 목표지향적 평가로, 그리고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과 활동의 하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안전교육 평가의 결과가

나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의 평가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목표와

학습자들을 성공군과 실패군으로 판정, 낙인찍거나 학습자들을 등급화하고 서열화하는 데 주로

평가 사이에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전교육의 목표가 화재의 예방에 대해

활용되어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안전교육 평가도 목적은 현재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실제 평가는 화재 시의 대피 방법에 관해 실시된다면, 이는 평가의 타당성에

의 학습 성과와 문제, 원인 등을 밝혀 보다 나은 발전과 진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지향적 평가를 추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가 평가 결과를 교수자 측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 표준 교범이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숙지,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의 평가는 학습자 평가 외에 가급적 학습자들의 배움과 성장 및 변화에 영

안전 수업의 목표, 내용 및 성취 수준을 확인, 고려하는 가운데 이를 다시 평가의 목표와 내용, 기준

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평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흔히 평가라 하면 학

으로 재진술, 체계화 하여 평가에 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습자 개개인의 성취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이른바 학습자 평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

다음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제대로 설정하고 평가에 임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는 목표 내

다. 그러나 안전교육 평가가 단순히 학습자 평가에만 머무른다면 학습 성과와 관련된 문제와 원인

지 준거지향적 평가이면서 동시에 평가해야 할 대상 내지 내용, 요소 및 기준 등을 확인하여 제대

을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안전교육 평가를

로 그리고 명료하게 설정해 놓고 평가에 들어가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시함에 있어, 학습자 평가와 함께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와 관련된 제반 조건에 대한 평가도 소

정도의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하나는 평가해야 할 대상 또는 내용을 제대로 설정하고 평가에 임

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늘 개선과 발전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

하는 것이다. 예컨대, 화재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을 가르친 후 평가를 할 때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평

력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가를 빠뜨렸다면, 아마도 이는 중대한 결함을 지닌 안전교육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
가할 것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나. 안전교육 평가의 과정·절차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유기적 연계 내지 통합적 실천(유진은, 2019: 29-30)’과도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1) 성취 기준 및 평가 요소의 설정

다른 하나는 안전 능력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제대로 평가해 내는 일이다. 예컨대, 소화기 사용

안전교육 평가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할 것인가를 제대로 그리

법을 가르치고 평가를 하는데 소화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 측면만 평가하고 소화기 사용의 실

고 명확히 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등급화를 강

제적 능력에 관한 평가를 누락했다면, 아마도 이 또한 중대한 문제를 지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

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일이 요구된다. 성취 기준

다. 따라서 안전교육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측면을 올바르게 설정

이란 우리나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기부터 등장한 것인데(허경철 외, 1996), 고전적인

하고 평가에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의미에서 보면, 성취 기준이란 수업이나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또한 안전교육 평가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된다. 이는 안

록 현행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여 상세화한 목표나 내용의 진술문(허경철 외, 1997:

전교육 평가는 평가의 목적, 대상과 내용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평가 방법, 도구, 기법이 적절

39) 또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

히 적용되어져야 함은 물론 평가 방법과 장면, 평가자의 다양화 또한 추구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백순근 외, 1998: 31-34)을 가리킨다. 이를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려 한다면 아마도

법에 근거하여(국민안전처, 2016. 1.: 101) 예를 들어 보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지필 평가의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전등이 꺼지고 연기

끌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취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 기준에는 내용

가 가득한 건물에서 실제로 바르게 대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여전히 지필형의 사지선

기준과 행동 기준이 내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따라 성취 기준은 최소한 내용 + 행동의 형식

다형이나 단답형 평가 방법 및 도구를 적용한다면 아마도 그리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안전교육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내지 내용의 특성에 따라 그
에 걸맞은 평가 방법 및 도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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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면, 소화기의 종류와 용도 이해하기, 화재 발생 장소로 소화기를 운반

가의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또는 완성형으로 한다든지, 소화기를 사용하여 직접 불을 끌 수 있는지

하여 발사 준비 완료하기, 소화기를 바르게 발사하여 화재 진압 실행하기 등과 같이 구안하는 것이

를 보기 위해 실기 관찰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다. 오늘날 평가 요소는 종종 평가 내용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미 앞의 안전교육 평가의 원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평가 방법과 도구는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평가자도 교수자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

2) 평가 기준 설정 및 등급화 강구

니라 더 넓은 자원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적

위에서와 같이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요소 내지 평가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면, 이어서 평가

용할 수도 있다. 즉,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 자신, 동료, 학교 교사, 학부모, 해당 안전 및 안전교육 전문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화를 강구한다(백순근 외, 1998: 49-53, 65-66). 이때 평가 기준이란 평가 활동

가, 그리고 그 외 여러 자원 인사 등의 참여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성취할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
준에서 기대되는 성취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평가 기준은 성취 기준에의

5) 평가의 실시와 결과 정리

도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등급화란 “평가 기준의 수준에 따

평가 방법과 기법이 결정되고 도구가 마련되면 이제 구체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평가를

라 상·중·하 또는 잘함·보통·더 노력 요함 등으로 성취 정도의 등급을 나누는 것”을 가리킨다.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목표, 종류와 방법, 실시 시기와 횟수, 소요 시간, 장소, 평가 대상자의 조건

예를 들어, 위의 성취 기준 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다.”를 설정하고 이어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서 그 평가 요소의 하나로 “화재 발생 장소로 소화기를 운반하여 발사 준비 완료까지 실행하기”로

다. 그리고 외현적인 표현이나 행동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심층적인 요인, 신체적 또는 성격적 요인,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세워 볼 수 있다.

가정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등 학습자의 성장이나 변화와 관련 있는 여러 요인들을 넓게 진단, 분석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또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 화재 장소로 침착하게 소화기를 운반하여 안전핀을 뽑고 발사 준비를 능숙하게 한다. (상)
- 화재 장소로 소화기를 침착하게 운반하나 안전핀을 뽑고 발사 준비를 하는 데 다소 서투르다. (중)
- 화재 장소로 소화기를 운반하는데 다소 허둥대고 안전핀을 뽑고 발사 준비를 하는 데 미숙하다. (하)

참고로 위에서 본 평가 기준은 채점 기준 등으로, 그리고 등급화는 평가 척도 등으로 불리는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장면과 기회의 선정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성취 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는 적절한 평가 장
면 내지 평가 사태와 기회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 한다면, 교수·학습 진행 중에 실제로 소화기 다루는 법과 불 끄는 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본다든지,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일련의 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평가 시간을 마련하여
소화기 실습장에서 실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평가 장면과 기회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
한 것은 평가 장면과 기회는 목표 도달도 또는 학습 성취도에 관한 증거를 가장 잘 수집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춘 경우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평가 방법 및 도구의 결정
평가 장면과 기회를 선정했으면 다음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측정해 내는 데 가장 적절한 평
가 방법과 기법을 결정하고 평가 도구를 강구,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앞의 예를 가지고 말하자면 소
화기의 종류와 용도에 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 즉 안전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지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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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요청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미 있게 정리하여 다음 단계의 결과 해석과 처리,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필 평가, 자기보고, 평정법 등 채점과 점수화가 필요한 자료는
이를 실행하여 통계 처리까지 해 놓는 것이 좋다. 또 내용 분석법, 면접, 관찰 등을 실시했다면 그 자료
를 수합하여 적절히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일도 중요하다.

6) 평가 결과의 해석과 처리, 활용
안전교육 평가의 최종 단계는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처리, 활용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평가 결과의 해석은 특정 안전 능력의 형성과 발달 정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학습자의 안전
생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원인 진단적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는 목표 성취도나 안전 생활 관련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한 현상적 해석뿐
만 아니라 그 좋고 나쁜 점, 진보를 이루었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한지 원인까지를 탐구하여 종
합적으로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해석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 자신과 안전교육 교
육과정 및 교수·학습 측면과 관련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결과를 해석한 다음에는 개선 및 진보를 위해 평가 결과의 활용을 도모하게 된다. 학습
자 개개인이나 집단 수준의 안전 역량을 증진하고, 안전교육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책과 계획을 세우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모든 결과의 해석, 처리,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하여 개선과 발전의 자료로
삼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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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들이 팀을 이루어 협의를 거쳐 수립하는 경우, 신뢰할 만하고 권위가 인정되는 전문가 집단·기관·
기구 등에서 사전에 깊이 연구하여 권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
러한 것들 중 일부 또는 모두가 결합되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 평가의 내용: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중에서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는 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사전 연구에 의해 수립된 예

안전교육을 실행한 후 또는 실행 과정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한 대답은 해당 안

로,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의 교통안전 영역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중학교 재난

전교육에서 목표로 했던 것, 즉, 교수자가 가르치고 학습자는 배우고 익힌 것 중에서 해당 안전교

안전 영역 중 화재 부분의 교육과정 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안전한 생활 내용

육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데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평가의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

체계; 교육부, 2016. 3.: 26, 중학교 재난안전 영역 “화재“).

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나 성취되었는지 또는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얼마나
<표 Ⅶ-1> 초등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의 교통안전 내용체계

도달되었는지 또는 도달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평가 결과 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살
펴보는 것이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보행자 안전

안전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교육 평가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무엇을 준거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말할 수 있다. 먼저, 안전교육의 목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앞의 안전교육의 목
표에 관한 장에서 안전교육은 인지적 측면에서 지식·이해와 사고·판단력, 정의적 측면에서 실천
의지, 바람직한 가치·태도,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안전 생활의 실천 기능과 습관화 등이 중요함
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의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 길러지므로 안전교육은 이러한 세 측면 중 어느 것도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표 체계는 그대로 안전교육의 평가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교육에서
목표와 평가는 상호 연동되어 구안되고 또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
전교육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인지적 측면의 이해 정도만 측정하고 행동적 측면의 안전 행위 기능
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누락시킨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사용법

교통
안전

단원
1단원
(화재발생)

2단원
(화재발생 시 안전수칙)

다음으로 안전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준거로 하여 접근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방과 대처’를 주제로 일련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일정한 시수를 투입하여 교육을 수행하였다면
바로 그 교육과정에 의거한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 예방과 대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목표로, 어떤 내용들을 선정, 조직할
것인지 등의 교육과정은 누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함을 알고 있다. 즉, 교수자가 단독으로 연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 교수자들 및 관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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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식별하기
예방하기
벗어나기
알리기

3단원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주제

1

화재의 종류와 주요 특성에 대한 이해

2

화재의 피해 사례와 배워야 할 점

1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과 대피 장소

2~3
4

안전교육 교육과정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교수자가 설정한 교육과정이 그것이
라는 것이다. 예컨대, 교수자가 재난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

기능

<표 Ⅶ-2>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중학교 화재 안전 내용체계

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행동적 측면을 놓쳤다면 이는 온전한 평가가 되기 어려
그 목표 체계의 인지·정의·행동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
•보행자 수칙
•골목에서 놀 시의 안전

자전거, 자동차 및
•자전거 탈 시의 안전
자전거·자동차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자동차 이용 시의 안전 수칙
안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대중교통 이용 시의 안전 수칙
있다.

을 교육하였는데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관해 아는 것, 즉, 지식·이해만 평가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
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안전교육의 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용 요소

1~2

화재 발생 시 신고와 전파 방법
화재 유형별 기본 대처 방법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 방법

이렇게 하여 ‘화재 예방과 대처’라는 주제에 관해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는데, 그 전체 목표를 ‘화
재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법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화재 예방을 실천하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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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하위 내용 내지 소주제로 화재의 종류, 발생원인, 화재 예방의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방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교육에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화재 예방과

법, 화재 시 대피 방법, 소화 장비의 종류 및 사용법 등을 선정하고 각각의 수업 목표를 설정하여 시

대처’라는 주제를 다루었을 경우, 어떻게 평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즉, 화재 예방과

간 배정을 한 후 지도 방법, 전개 과정, 교수·학습 활동, 그리고 수업 자료 등을 계획하였다고 하자.

대처라는 주제하에 여러 가지 소주제 내용들을 다루었을 경우, 그중에서 화재 원인 및 예방 방법,

그렇다면 다음에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물론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 수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의 세 가지 하위 내용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

없거나 평가 계획을 교육 시작 전이 아닌 수행 중 또는 일련의 교육이 끝난 후 강구하여 실행하거

하여 설정하였다면, 이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목표 체계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을 고려해야

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평가 계획까지 수립해 두는 것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취 기준을 확인, 분석하여 평가 요소 내지 평가 내용을 도출하고, 각각을 측

바람직하다. 아무튼 본격적인 평가 방안을 구안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위의 ‘화재 예방과 대처’

정하는 데 가장 타당한 평가 방법과 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 위 표에

라는 주제에 관해 일련의 교육 수행 중 또는 교육 후에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살피게 된다. 물

서와 같은 평가 방안에 앞의 평가의 원리 부분에서 살펴 본 바를 적용하여, 각 평가 요소에 따른 평

론 위에서 설정한 하위 내용 또는 소주제들에 대해 모두 평가할 수도 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

가 기준 및 수행수준의 등급화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법 및 도구 등을 구안, 확정하게 되면

들만 선정하여 할 수도 있으며, 소주제들 모두를 평가하되 각 소주제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두 가

실제 평가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게 된다.

지만 택하여 평가에 임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안전교육의 목적, 특성, 여건 및 환경적 조건, 교수
자의 의도와 판단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 결정된다.

안전교육에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위의 예시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교육 및 평가에 있어 어떤 하나의 접근 또는 방법만이 유

교수자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화재 예방과 대처’라는 주제에

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교육의 궁극적 목표 체계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고 성취

대한 교육의 의의 내지 목적을 충족시키고 그 성공 여부를 살피기 위해 화재 예방법, 대피법, 그리

기준, 평가 요소, 평가 기준, 그리고 수행수준의 척도 등급 등을 구안한 후, 이에 가장 적절하다고

고 소화기 사용에 의한 화재 진압 부분은 반드시 평가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여겨지는 평가 방법 및 기법, 도구, 시기 등을 강구하는 이러한 접근 틀 역시 나름 중요한 의의가 있

하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각각의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 요소 또는 내용을 선정하고 평가 방

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법 및 시기 등을 강구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작업 결과 산출된 평가 방안을 예로 제시해 보면 다음

나. 평가의 방법: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표 Ⅶ-3>과 같다.
<표 Ⅶ-1> 초등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의 교통안전 내용체계
소주제

성취 기준

화재의
원인과
예방
방법

가정에서 화재의
발생 원인을 알고
예방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을 알고
스스로 대피할 수
있다.

소화기
사용
방법

평가 요소

지식/사고 •가정에서의 화재 원인 및 예방법 이해하 •지필(서술형)
고 적용하기
•프트폴리오

평가 시기
•수업 후

안전교육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 교육 평가 분야에서 권장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 및 기법,
도구 등이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적
용될 수 있는 지필평가법, 면접법, 자기보고법, 그리고 관찰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

행동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 실천하기

태도

•가정에서의 화재 안전에 노력하는 태도 •가정 화재 예방 •학기말
기르기
실천 카드

지식

•화재 발생 시 기본 대피 방법 이해하기

행동

•학교에서 화재 발생 시 바르게 대피하기 •실기 및 관찰

•단원 말

1) 지필평가법

태도

•학교생활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노력하 •관찰
는 태도 기르기

•학기 말

지필평가법은 학습자의 안전 생활 역량과 관련하여 주로 지적 영역의 성취 수준을 필답시험에

지식

•소화기의 작동 원리 이해하기

•프로젝트

•학기말

한 그동안 특히 중시되어 온 수행 평가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
보고자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단원 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즉, 안전에 관한 지식과 이해 정도, 사고력과 판단력 등을 측정하
•지필(형성평가) •수업 중
•수업 후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지식/사고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이해하고 적 •조사ㆍ발표
용하기
불을 끌 수 있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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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일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하기 •실기 및 관찰

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형으로는 정의적 측면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다.
지필평가법의 종류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선택형, 서답형 그리고 서답형의 한 종류인 논문형의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실기 수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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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택형

선다형은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문제와 두 개 이상의 선택지로 구성하여 그중에 요구하는

선택형은 보통 두 개 이상의 답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 또는 보다 가까운 답을 택하게 하

답지를 고르도록 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선다형은 우연에 의한 정답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는 형태로 많이 출제된다. 선택형 방법은 검사 내용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고 채점의 객관성, 신뢰

채점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문항 제작 기술에 따라 분석, 종합, 평가 등

성, 그리고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추측에 의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고 창의적 또

의 사고력, 판단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선택형 중에서도 선다형이 가장 많이

는 비판적 의견 표현을 제약한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 선택형 검사에서 많이 활용되

쓰이고 있다. 그러나 선다형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 어려움이 뒤따르며, 제작자의 성실성 등

고 있는 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황정규, 2002: 342-363).

이 낮을 때에는 단순한 기억이나 정보의 확인에만 그칠 가능성도 높다. 선다형 문항을 만들 때에

먼저, 진위형은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흔히 ○, ×

는 문제의 핵심이 잘 드러나고 이해하기 쉬우며 논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긍정

문제 또는 양자택일형이라고도 한다. 진위형은 문항 제작이 쉽고 채점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문을 사용하고 특히 한 문항 내에서 또는 문항들 사이에서 정답이 암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있으나 우연에 의한 높은 정답 가능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진위형 문항을 제작할 때는 부정

한다. 선다형의 문제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장 피하기, 한 문항에 가급적 단일의 아이디어만 포함시키기, 진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항에
관해서만 묻기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위형 검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방식은? (

)

※ 다음 중 맞는 글에는 ○표, 틀린 글에는 ×표 하시오.

강원도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일가족 3명이 튜브 놀이 중 5살 남아가 튜브를 놓치고 물에 빠지자

(1) 유류 및 가스 화재를 B급 화재라고 한다. (

구조하기 위해 가족 1명이 뛰어들었으나 탈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

(2) 소화기는 습기가 많은 축축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빨리 달리는 것이 좋다. (

)

)

① 상황이 급한 만큼 앞뒤 볼 것 없이 물에 뛰어들기
② 뻗고, 던지고, 배로 가고, 직접 가기(수영 구조)

배합형은 전제와 답지를 제시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 양자를 배합시키도록 하는 유형을 말
한다. 이러한 배합형 문항의 전제와 답지에는 단어, 어구, 문장, 기호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

③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그 자리를 피하기
④ 물에서 스스로 헤엄쳐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 교수 표준 매뉴얼(2009. 12.), p. 2-82, 2-93에 근거하여 구성함)

다. 배합형은 문항 제작이 간편하면서도 분석, 비교, 해석, 판단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게 들고, 무리하게 억지 문항
을 만들 가능성 또한 있다. 배합형 문제를 만들 때에는 전제와 답지를 각각 동질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야 하고, 배열할 때에도 논리적 순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배합형의 안전교육 평가 문
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 서답형
서답형은 학습자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답을 기입해 넣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앞에서 본 선택
형을 객관식 시험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 서답형은 주관식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학술적 용
어는 아니다. 서답형 검사는 학습자들에게 자유로운 반응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선택형에 비해 비
교적 문항 제작이 쉬우며, 출제 내용 전체를 고려하여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제작할 수 있는 이점

※ 다음의 인물들에 대하여 (가)에서는 그의 이론을, 그리고 (나)에서는 그 이론의 주요 내용을 고르시오.
(가)

(나)

(가)

(나)

이 있다. 그러나 서답형은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고, 채점에 시
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된다. 서답형 검사로는 보통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의

하인리히(H. W. Heinrich)

(

)

(

)

① 욕구체계설

①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

매슬로우(A. H. Maslow)

(

)

(

)

② 심리사회적 발달

②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적 근원

에릭슨(E. H. Erikson)

(

)

(

)

③ 인지발달론

③ 사고 발생 법칙

을 말한다. 단답형은 대체로 어떤 질문 형식이나 ‘~을 쓰라’, ‘~을 하라’와 같은 명령문 형식으로 문

④ 행동 기반 안전 이론

④ 형식적 조작

제가 구성된다. 단답형 문항 제작 시에는 질문을 명료하게 하고 답을 간단한 단어나 어구, 수, 기호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며, 여기서 논문형은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단답형은 보통 간단한 단어나 구, 문장, 숫자, 그림 등을 제한된 형태로 대답하게 하는 검사 방식

등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정답의 수도 한 개 또는 몇 개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단답형 문제
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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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평가 형식을 말한다.
논술형은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직하

※ 다음 ‘어떻게 해야 하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데 중요한 장점이 있다. 또 안전

<어떻게 해야 하지?>
중학교 3학년인 영희는 방과 후 운동장 가장자리 등나무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 사고 능력, 즉 분석력, 비판력, 조직력, 종합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측

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먹고 있던 친구 혜영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잘하

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성태제, 2019: 239-240). 따라서 안전에 관한 단순한 지식, 정보의 암

지 못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감아쥐고는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나 피상적 기억의 재생 수준이 아닌, 보다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며 창의적인 안전 학습을 하도록

(1) 혜영이는 어떤 문제로 고통과 위험을 겪고 있습니까? (

이끄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다. 나아가 안전과 관련한 인지적 측면 외에 학습자의 가치·태도, 흥미,

)

(2) 영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시간에 배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응급처
치법을 쓸 수 있을까요? (

)

(3) 혜영이가

위와 같이 위험을 겪고 있고 영희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가장 먼
저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요? (

)

관심, 동기, 자아 개념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논술형 또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반응의 자유성과 포괄성을 최대한 열어 주는 만큼 채점
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
성 측면에서도 약점이 있으며, 문제 형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전문성이 모자
라거나 성실치 못하면 그만큼 부실한 문제를 출제하여 논문형 검사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완성형은 진술문의 일부를 비워 놓고 그곳에 알맞은 단어, 구, 기호 등을 써넣게 하는 검사 방식
을 말한다. 보통 괄호 메우기 식의 검사 문항이 이에 해당된다. 완성형은 단답형과 마찬가지로 제

못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 형식에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하기가 쉽고 비교적 광범위한 안전 학습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단답

논술형 문항 제작 시에는 막연히 아무것이나 써도 된다는 식의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가급적

형과 마찬가지로 추론, 비교, 분석, 종합, 평가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무엇을 쓸 것인지 방향과 표적을 명확히 하고 문항을 구조화시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데에는 한계가 있고, 채점에도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완성형 문항 제작 시

단순한 사실적 지식, 정보의 재생보다는 안전 생활과 관련한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

에는 문장 중의 중요한 부분을 빈 곳으로 하되 그 빈 곳의 수와 길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좋다.

제를 제시하고 문항수를 적절히 그리고 난이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도록 한다.

또한 문장 속에 정답에 관한 단서가 개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완성형 검사 문항을 예

또한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점 기준을 세워놓고 모범 답안을 작
성하여 채점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채점 시의 편견이나 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럿이 공동으로 채점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논술형 평
※ 다음 (

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식품첨가물을 제조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화학적합성품과 (

)로 나눌 수 있다.

(2)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띠가 꼬이지 않게 하고, 허리띠는 (

)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위치

좋지 못한 문제의 예

하게 한다.
(3) 어린

아동들은 길을 잃었을 때 대처하는 3단계 방법으로서 ‘멈춰요 - (

) - 도움을 요청해요’를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4)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여 목 뒤가 찌릿찌릿해지면서 목뼈가 휘는 증상을 (
(5)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

) 증후군이라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해 쓰시오.
•가정폭력에 대해 논하시오.

)회 이상을 유지하되 분당 120회를 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좋다.

다) 논술형
논술형은 서답형의 한 형태이나 여타 서답형과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하
여 별도로 논의한다. 논술형은 어떤 질문 혹은 지시에 따라 학습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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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제의 예
•미세먼지의 뜻과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해 논하
시오.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따라 답하시오.
·가정폭력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폐해 및 대처 방법을 지적한 후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논하시오.

2) 면접법
면접법은 교수자가 학습자와 얼굴을 맞댄 상황(face to face contacts)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
해 학습자의 안전 생활 및 역량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면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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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전 역량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 모두를 측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인지적, 정

고 낮음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나 자료에도 높은 신뢰성이

의적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대체로 인지적 측면은 지필 검사에 의해, 행동적

주어질 수 있다. 아주 철저하게 구조화된 면접법은 마치 질문지법을 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것과

측면은 관찰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오늘날 면접법은 주로 정의적 측면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안전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구조화된 면접의 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같다.

면접법은 학습자와의 직접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의 안전 생활 및 역량에 관한 심
층적인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그리고 지필 검사나 자기보고법 등을 통해 충분히 알기 어렵
거나 그것들을 통해 얻은 자료에 의문이 있다든가 그것을 더욱 깊이 추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
고 저학년 학습자들의 경우와 같이 지필 검사나 질문지법 등 여타의 방법 적용이 어려울 때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법은 면담을 하는 동안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지필 검사나 관찰, 평정법 등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학습자
의 생각과 감정의 상태, 마음의 움직임, 성격, 흥미, 가치관, 태도, 신체 상황, 가정환경 등을 심층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면접법은 정보와 자료를 얻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적절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접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
하고 신뢰롭지 못하거나, 면접 과정이 기술적·실제적으로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에서 면접법은 다른 평가 방법에 비
해 비경제성과 비신뢰성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교육 평가에서 면접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면접의 목

구조화된 면접지(예)
1. ‘가정에서 화재 예방에 늘 힘써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찬성한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 평소에 가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가?
① 항상 그렇게 한다.
② 가끔 그렇게 한다.
③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가정에서 화재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가?
① 가정에서 화재 예방에 관해 어느 정도 대화 또는 학습 기회를 갖는가?
② 한 달에 몇 번 정도 화재 예방 점검을 하는가?
③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가정에서 학습 또는 실습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④ 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 연습을 하고 있는가?
⑤ 기타(
)

적을 명확히 하고 면접 전에 면접 대상, 여건, 준비물 등에 관한 채비를 충실히 해 두어야 한다. 또
한, 면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나) 비구조화된 면접

때 무엇보다도 유의할 일은 면접자인 교수자와 면접 대상인 학습자 사이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은 면접의 목적과 일반적인 주의 사항 그리고 핵심적인 일정 수의 질문만

준비 태세 또는 친밀 관계(rapport)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반응이 단지 “예”

을 미리 정하고 면접의 방법, 순서 등은 면접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다. 따라서 면접이 비지시

또는 “아니오”로만 나오도록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질문 사항에 대한 자

적이며 면접 상황과 면접자에 따라 융통성이 크게 주어진다. 또한 면접의 분위기가 자유로울 수

기의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면접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두는 일도 중요

있으며, 면접에 대한 응답도 자유 반응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학습자들도 자발적이고 솔직하게

하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나

자기 생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됨으로써,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정보는 그 학습자의 누가기록부나 면접지에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충실히 기록해 두도록 한다.

데 유용하다.

이러한 면접법의 종류로는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그리고 반구조화된 면접 등이 있다.

그러나 면접자에게 자율과 융통성을 많이 부여하는 만큼, 자칫 의도하는 대답이 학습자에게서
나오도록 유도하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 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면접에 임하는 만큼 면접자의 높은 전문성과 기

구조화된 면접이란 사전에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면접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말

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면접의 실시와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도 약점이 되기도

한다. 이때 면접의 사전 계획에는 면접 목적, 질문 내용을 구조화한 조사표, 질문의 순서, 질문의 방

한다.

법, 면접 시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설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계
획에 따라 질문을 하고 반응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면접자의 전문성이나 기술 숙련도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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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구조화된 면접

간단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며, 학습자들이 흥미와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구성해야

반구조화된 면접이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되 면접에 임하게 되면 면접자의 식견과 판단

한다. 질문 내용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하도록 암시, 유도하거나 그러한 영향을

에 따라 면접 상황에서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흔히 면접법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라 하면 대체로 이 반구조화된 면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계획 면에서는 구조화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법의 유형은 구조적 혹은 폐쇄적 질문지와 비구조적 혹은 자유반응형

된 면접인데 반해 실제 상황에서의 면접 진행은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질문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질문과 함께 일정한 선택지 또는 유목을 주어 선택케 하는 방식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이 방법은 구조화된 면접과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의 장단점을 절충한 형태라

이며, 후자는 질문에 대해 학습자가 비교적 자유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양자는 서

고도 할 수 있다.

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구조적 질문 형식과 비구조적 질문 형식을 적절히 보완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러한 분류에 준거하면서 안전교육 평가에서 사용 가능한 몇

3) 자기보고법

가지 질문지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보고법이란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답
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학습자의 안전 생활 역량에 대해 면접이나 관찰에 의해 이해할 수도 있지

가) 자유반응형

만, 학습자 자신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해할 수도 있다.

자유반응형은 말 그대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가치, 태도 등을 글로 쓰도

안전교육 평가에서 자기보고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 방법은 인간은

록 하는 질문지 형식을 말한다. 이 기법은 언어 구사 능력, 표현 능력, 응답 능력 등을 어느 정도 갖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작은 비교적 용이하나 반응 결과의 정리, 해석, 처리 등에 있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판단과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고 의미

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난점이다.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보고법은 인간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
나로 간주되고 있다(박도순 외, 2011: 304-307). 그런데 자기보고 방법이 지필에 의해 일련의 질문
에 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법이라고 하는데, 자기보고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 방식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철수는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고 가는 도중에 횡단보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신호등
이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횡단보도는 아주 멀리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생일잔
치에 많이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는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들
었습니다.
(1)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접적 질문 형태)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방법은 적은 노력과 경비로 학습
자들의 안전 역량 및 그 발달에 관해 많은 증거 자료를 모을 수 있다. 동시에 직접 관찰 또는 면접에

(2) 그 이유는?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자아 관여가 높은 학습자의 안전 경험이나 내면적 움직임, 가치·
태도, 관심과 흥미의 정도, 인성적 특성 및 안전 생활의 여러 양상들을 비교적 깊이 알아내는 데 도
움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초보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정보

(3)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철수와 같은 형편에 놓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투사적 질문 형태)
(4) 그 이유는?

와 자료를 얻으려고 조급하게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방법이
종종 게으른 자의 방법(lazy man’s way) 혹은 안락의자의 방법(arm-chair technique)이라고(정종진,

나) 선택형

2010: 253) 빈정거림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

선택형은 2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학습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에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

문의 작성과 처리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을 연마하고 또 그 실시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

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일종의 강제적 선택의 형식을 띠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 생각에

면 안 된다.

어울리는 선택지가 없을 경우 응답을 안 하거나 적당히 아무것이나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질문을 작성, 실시할 때 무엇을 측정, 평가하려는 것인지 명백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평가 대상, 요소를 가장 잘 함축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질문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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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두 개만 골라
(없으면 ‘기타’ 란에 간단히 써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위에

표시를 하십시오

4) 관찰법
관찰법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측정 방법 중 하나로, 관찰법은 어떤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갖춘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
체험과 실습을 통해 안전한 행동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잘 갖추어 놓도록 한다.
사회적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운동을 많이 하여 체력을 길러야 한다.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일이 안전에 중요하다.
기타 (
)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그리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지각
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관찰법은 교수자는 물론 학부모, 동료 친구, 지역사회 인사
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관찰법의 형태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자연적 관찰과 비자연적 관찰, 즉,
조직적 관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연적 관찰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
어나는 학습자의 안전 관련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교실이나 실내, 운동장, 기타
학교 안과 밖의 여러 생활 장면에서 교수자가 수시로 실행하는 관찰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조
직적 관찰은 특별한 조건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안전 관련 행동을 조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다) 평정척도형

여기에는 전기적 관찰법, 행동요약법, 시간표본법, 장면표본법, 참가관찰법, 실험적 관찰법 등이

평정척도형은 미리 정해 둔 척도 단계에 따라 학습자가 직접 평정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황정규, 2002: 504-507).

다. 이 평정척도형은 어떤 특성의 존재 유무보다는 그것의 정도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 주로

전기적 관찰법은 한 개인의 안전 생활과 관련한 정의적·행동적 특성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

사용한다. 검증할 때는 대개 1, 2, 3… 등으로 수량화시켜서 통계 처리를 한다. 평정척도형을 예시

로 관찰하거나(종단적 방법), 여러 학습자들을 일정 시간 동안에 관찰하는(횡단적 방법) 기법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말한다. 전기적 관찰법은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특히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학습자의 안전 생활 관련 변화와 발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에방하는 것은 더욱 중
요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시를 하십시오.
우리 집 화재 예방 생활

•조리할 때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조리
기구를 끈다.
•주방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작동 중이며, 가스
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간 밸브를 잠근다.
•전열기나 이동식 난로는 탈 수 있는 물체로부
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기구 플러그
를 꽂아 사용하지 않는다.
•손상되거나 갈라진 전선이 없도록 하고 전선이
문이나 가구 등에 눌려있지 않게 한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자주
그렇게
한다

늘
그렇게
한다

있다.
행동요약법은 학습자 개인의 안전 행동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관찰하
고 그 관찰 결과를 누적해서 전체적인 안전 생활 특성을 밝혀내는 기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는 점이 단점이다. 시간표본법은 빈도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학습자의 안
전 관련 행동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10분 동안 복도와 실내에서 안
전하게 생활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면표본법은 사건표본법이라고도 하는데, 관찰하고자 하는 안전 행동이 잘 나타나는 장면을
선택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험 도구를 안전하게 다루는 정도를 보기 위해 공동 실험 장
면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것, 안전 관련 사고력, 판단력 및 문제해결력을 보기 위해 토론 과정을 관
찰하는 것, 재난 안전 관련 태도나 행위 능력을 보기 위해 학교 재난 대피 훈련 시의 행동을 관찰하
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가관찰법은 관찰자가 행동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서 피관찰자의 안전 행동을 관찰하는 기법이
다. 예컨대, 학습자의 일상 생활안전 능력과 성향 등을 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일정 기간 숙박을 겸한
단체수련활동에 교수자가 직접 참여하여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등이 그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적 관찰은 관찰하려는 장면이나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보고자 하는 안
전 행동을 관찰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교통안전의 실천 정도를 보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일정 구
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과제를 주고, 그 과정에서 제반 교통안전 관련 규칙의 준수나

| 228 |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229 |

Ⅶ. 안전교육의 평가 |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행동 양상을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관찰법을 제대로 운용하여 의

가) 일화기록법

도하는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관찰

일화기록법은 학습자의 도덕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사례나 어떤 사건 또

을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는 장면에 관련된 관찰 결과를 간략하면서도 상세하고 충실하게 기록해 나가는 기법을 말한다. 일

먼저, 관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관찰해야 한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본

화기록법에는 일정한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발생

다는 생각에서 수행하는 관찰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 무엇을 관찰할 것이며, 어떤 기간에 어떤 상

되었는가를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해석과 처리 방안들도 별도로 분리하

황과 장면에서 관찰하고, 이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 계

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획을 세워놓고 관찰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 학습자의 안전 생활과 관련된 행동이 어떤 조건과 상황 속
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관찰 내용, 기준, 진단과 해석 등을 분석적
으로 바라보면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의 개입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객관적인 관찰과 해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성태제, 2019: 175).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서 한 번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일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관찰 시에 감정

또한 하나의 일화 기록은 하나의 사건 기록이 되어야 한다. 즉,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의 독립
적인 기록을 해야 하며, 여러 시기의 사건을 총괄하여 기록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
고 일화기록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관찰 시 교수자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
며, 그 기록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친 누가적인 기록으로 축적되어야 하고, 또 부정적인 행동과 바
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 모두가 균형 있게 관찰, 기록되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일화기록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나 흥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고, 이전의 기억, 인상,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선입견이 개입되
지 않도록 유의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화기록표

또한, 환경과 상황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찰, 기록해야 한다. 관찰법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아침 등굣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교통규칙에 어긋나게 건너는 경우, 교통안전 의식과 실천 습관이 잘 안 되어 그럴 수
도 있지만 감기 기운이 있는 데다가 늦잠을 자서 허둥대느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과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상황 조건의 변수들을 관찰과 해석 및 진단에서 충분히 고려
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측정하려고 하는 안전 행동의 대표적인 표본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자의 행
동은 상황과 시간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안전 규칙을 잘
지키지만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과 장면에서 행동 증거를 수
집하는 한편,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기로 나누어서 누적적으로 관찰,
기록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학년 ○반

일시

장소

행동ㆍ사건

학습자：○○○

담임：○○○

의견ㆍ해석

○/○
아침 등굣길에 교문 근처의 깨진 유리 조각들
교문 인근
( )
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있었다.

안전의식이 높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애쓰
는 모습이 역력하다.

○/○
( )

방과 후 축구 시합을 하는 도중에 다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수차례 하고 있었다.

경쟁에 열중할 경우 안전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경
향이 있는 듯하다.

안전 문제에 관한 집단 탐구학습에서 문제해결
과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안전 생활에 관한 탐구력과 실천 의지가 강하다.

운동장

교실 내
○/○
안전학습
( )
시간
.
.
.

.
.
.

.
.
.

.
.
.

마지막으로, 관찰 결과는 가급적 즉시 기록하도록 하고 기록과 정리 방법도 미리 계획해 두는 것
이 좋다. 또 관찰의 방법은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가능한 여러 관찰 기법을 동원하여 이를

나) 체크리스트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는 관찰하려는 안전 행동 단위를 미리 자세히 분류해 놓고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면

관찰법을 이용하여 평가에 임할 때 그 관찰 결과가 의미 있고 유효적절한 것이 되려면 적절한 방

체크하거나 빈도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기록의 능률성과 양적 처리의 용이성이 높

법에 의해 기록, 정리해야 한다. 관찰 결과를 기록할 때는 단순히 보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

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행동 단위를 의미 있고 조직적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도 존재한

로, 활용하기 쉽도록 해야 함은 물론 질적인 기록과 함께 양적으로도 잘 정리하여 처리하기 쉽도

다. 행동 단위를 세분화할 때는 특히 행동 단위의 분류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하고, 분류의 기초가

록 해두는 것이 좋다.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일화기록법, 체크리스트법, 기계에

단일해야 하며, 관찰하려는 행동이 가급적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의한 기록법 등이 많이 활용된다. 이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한다.

관찰 기록 기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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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안전 중점
행동

보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교육이 실시된 이래 평가 분야에서 획기적인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학습자

•과학 수업 시간에 실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생활
•복도에서 뛰지 않고 질서있게 걷기를 잘 실천한다.
안전
•급식실 이용 수칙을 잘 지킨다.

갑순
∨∨
∨

∨

∨

∨

•등ㆍ하교 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규칙을 지켜 잘 건넌다.
교통
•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인도를 이용하여 우측 통행을 잘 실천한다.
안전
•박물관 현장체험 학습 시 버스에서 안전띠를 잘 착용하였다.

∨

•지진 발생 시 실내에서의 행동 방법을 정확하게 실천한다.

∨

재난 •지진 대비 훈련 중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있
게 대피한다.
대피
훈련
•지진 대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은 물론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며 협력한다.
ㆍ
ㆍ
ㆍ

ㆍ
ㆍ
ㆍ

을호

∨
∨

병진

정인

도입되었는데, 그 하나가 수행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

∨

∨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서의 평가를 좀 더 의미 있게 실행하려면 이에 대한 논의와 이

∨

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

∨

∨

∨∨

∨

∨

∨

∨

∨

∨

∨

∨

ㆍ
ㆍ
ㆍ

ㆍ
ㆍ
ㆍ

수행 평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에 수행 평가를 최초로 도입하
고 이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학자인 백순근에 의하면, 수행 평가(遂行評價,

∨
∨

ㆍ
ㆍ
ㆍ

가. 수행 평가

ㆍ
ㆍ
ㆍ

performance assessment)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
(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백순근,
1998: 34)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수행평가는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 교수자의
전문적인 관찰과 판단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평가 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포괄
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평가 방법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
하도록 종래의 교육평가 체제를 재구조화하여 교육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새로

다) 기계에 의한 기록법

운 관점인(백순근, 2000: 51-51) 것이다.

기계에 의한 기록법은 녹음기, 사진기, 녹화기, 컴퓨터 등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하여 간편, 정확,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의 수행평가가 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음

신속하게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계에 의한 기록법은 기술의 고도화로 각종 편리

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즉,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신

한 기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점차 그 활용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사람은 자기 행동이 관찰,

장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의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교수·학습 활

기록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적 자세가 되기 쉬우므

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로, 기계로 기록 할 때는 학습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기계에 의한 기록법을 활용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안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 그 외에 획일적인 표준화 검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예컨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

그러한 범위에서 해석,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기계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안전

는 사회 속에서 다양성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그리고 교수·학습

교육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계에 의해 기록

목표와 평가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 위하여 등이 그것이다(백순근, 1998: 37-39).

한 후에는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정밀하게 다시 정리, 분석, 해석을 하게 될 경우도 있으며, 이러
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체크리스트법을 겸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에 의해 추구되는 수행 평가가 종래의 평가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
까? 이에 대해 수행 평가가 처음 등장할 때 강조되었던 바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국립교육
평가원, 1996: 37-38; 교육부, 1999. 8.: 5). ① 수행 평가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정답을 선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답을 작성(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 방

5 안전교육에서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

식이다. ② 수행 평가는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의 달성여부를 가능한 한 실제 상황하에서 파
악하고자 한다. ③ 수행 평가는 교수·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도 함께 중시한다. ④
수행 평가는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변화·발달 과정

지금까지 안전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연장선상에서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⑤

중요한 두 가지를 별도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가 그것이다. 돌이켜

수행 평가는 개개인을 단위로 해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집단에 대한 평가도 중시한다. ⑥ 수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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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진단하고 개별 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중시한다. ⑦ 수행 평가는

지선다형 문제 내지 몇 마디 묻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포함)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

이 미흡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임을 안다. 우리는 안전교육을 실행하면서 그런 정도로 성취 목표

개인의 행동 발달 상황이나 흥미, 태도 등 정의적인 영역, 그리고 체격이나 체력 등 심동적인 영역

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실제 화재 시 제대로 대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교

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한다. ⑧ 수행 평가는 기억, 이해와 같은 단순 사고 능력

육을 실시하며, 또 그런 대피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자연히 그런 실제

보다는 창의, 비판, 종합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의 측정을 중히 여긴다.

수행 능력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게 되고, 자연히 실기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수행 평가 분야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 평가에 관한 논의가 안전교육 평가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에

에서 강조되는 방법들을 동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수행 평가나 다음에서 보

대해 한 가지 대답을 말한다면 아마도 “평가해야 할 것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진정한 안전교육

게 될 과정 중심 평가는 적어도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라 할

을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행 평가는 학습자들의 진정한 수

수 있다.

행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 그 자체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과정 중심 평가

이는 안전교육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화재 대피 교육을 실행
한 후 평가를 하는데, 화재 대피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얼

위에서 살펴본 수행 평가에 이어 근래에 들어와 이른바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습자들의 대다수가 5개의 문제 중

배경에는 평가를 그 본래적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하고

4개의 정답을 맞춰 결국 이 학습자들의 화재 대피 능력이 우수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결론을 내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평가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로, 학기말/학년말에 시행되는 평가

고 시행한 화재 대피 교육이 아주 잘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보자.

(등급, 성적표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총합적 평가, 결과 중심 평가, 교수자 평가로서의 성격을 강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안전교육 평가인가? 평가 결과 화재 대피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그

하게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이며 또한 학습으로서의

학습자들이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긍정적으로 단언하기

평가이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평가(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가 되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평가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 위해 진단적 평가, 형성적 평가, 결과 및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이 다양한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화재 대피를 할 수 있는 실제 ‘수행 능력’ 그 자체를 평가했어

다. 또한 교수자 평가뿐 아니라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평가

야 하는데, 단지 화재 대피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평가하는 우를 범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평가자가 되어보기도 하는 것이다(김유향 외, 2017. 2.: 2).

기실행된 안전교육이 잘 된 것이었다고 성급히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과정중심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 및 과정

안전교육에서 수행 평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평가 및 안전

으로서의 평가, 학습 전략 및 교수법의 교정을 위한 평가, 그리고 교수학습과 평가가 연계된 순환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 화재 대피 교육을 했다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

적 구조에서의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재 대피 교육 그 자체가 그러한 수

고, 구조화 및 비구조화된 방식을 혼용할 수 있고,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

행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안전교육에서 수행 평가를 강조

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이유는 정말 평가해야 할 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그렇게 되기 위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신뢰

안전교육 그 자체를 제대로 실행하자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수행 평가가 안전교육 교

할 만한 교육연구기관에서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김유향 외, 2017. 2.: 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습과 같이 연계되어 움직이게 되는 이치를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안전 수업과 평가가 별개의

2017. 5.: 4). 즉,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

것이 아니라 하나로 긴밀히 연결되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에서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앞으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수행평가 분야에서는 그 본질과 취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과정 중심 평가를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의 과정으로까지 넓

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구안, 권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게 확대해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성장과 발달의 과정으로, 학습자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화

가 성취 기준에 적절히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점 그리고 다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으로써 만족한다면, 사

바탕으로 지원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김병룡 외, 2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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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평가 방식

새로운 평가 방식

평가
체제

•상대평가
•양적평가

•절대평가
•질적평가

평가
목적

•신발·분류·배치
•한 줄 세우기

•지도·조언·개선
•여러 줄 세우기

평가
내용

•학습의 결과 중시
•학문적 지능의 구성 요소

•학습의 결과 및 과정 중시
•실천적 지능의 구성요소

평가
방법

•선택형 문항을 사용한 지필평가 중심
•일회적 평가
•객관성·일관성·공정성 강조

•다양한 평가 방법 고려
•지속적·종합적 평가
•전문성·타당성·적합성 강조

평가
시기

•학습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
•교수·학습과 평가 분리

•학습 활동의 모든 과정
•교수·학습과 평가 통합

교사
역할

•지식의 전달자

•학습의 안내자·촉진자

학생
역할

•수동적인 학습자
•지식의 재생산자

•능동적인 학습자
•지식의 창조자

교수
학습

•교사 중심
•인지적 영역 중심
•암기 위주
•기본 학습능력 강조

•학생 중심
•인지적·정의적 영역 모두 강조
•탐구 위주
•창의성 등 고등 사고기능 강조

<그림 Ⅶ-1> 결과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

<그림 Ⅶ-2>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즉, 앞서 우리가 살펴본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둘을 다 취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 대답부터 먼저 하자면, 양자는 서로 결합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보다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김유향 등이 수행 평가와 과정 중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 패러다임의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말하자면 학습자가 학습하는

심 평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유향 외, 2017. 2.: 4).

과정과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평가 결과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평
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지식 습득 여

수업 장면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수행 평가’라고

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와 대비되어 학습자의 학습 과정 및 과제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

할 수 있습니다. 수행 평가는 학습자가 직접 만든 산출물이나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는 평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하는 특징 또한

므로 교수·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교수·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수행 평가를 원

지니고 있는데,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을 세우고 교

래 의도하는 바대로 시행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수·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을 잘 정리해 놓은 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돌이켜 보면, 과정 중심 평가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수행 평가를 보다 더 그 본질에 맞게 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행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실
제 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출된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 이루어졌다면
이는 교육 평가의 본래적 의의에 부분적으로만 부응하는 셈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평가의 본래적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산출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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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평가할 경우 성공과 실패만 확인할 뿐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과 발전의 기회는 확보

직접 기술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관한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력, 통합력, 정보 수집 분석

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 평가를 실시하되 결과뿐 아니라 과정 그 자체까지 중시

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이 같은 논술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하여 평가를 실행하는 일이 요청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학습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표현의 적

따라서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결과 중심의 수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 평가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려 학습자의 수행 과정, 성장 과정까지 평가하고 기록하는 방향으로까지 추진되
어 가는 것이다(이화진, 2017. 9. : 4).

절성 등을 함께 평가하게 된다.
◼ 구술
구술이란 안전과 관련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방법
을 말한다. 이때 미리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한 후 실행할 수도 있고, 평가 범위만 미리 제시하고
구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교수자가 안전 관련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답

결국,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 중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며, 수행 평가 또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수행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 즉, 양자는 서로 결합되어 평가 및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보다 제대로 구현하자는 것인 바, 이러
한 양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5.: 4).

변하게 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술에 의한 평가 방법은 학습자의 준비도, 이해력, 표
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
◼ 토의·토론
토의·토론은 안전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관찰하여 평
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 주제에 대해서 개
인별 혹은 소집단별로 토의·토론을 하도록 한 다음, 학습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다양
성, 적절성, 내용의 논리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진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게 된다.
◼ 프로젝트

과정
중심평가

프로젝트 평가 방법은 안전과 관련된 특정 연구 과제나 산출물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한

수행
평가

다음, 프로젝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연구보고서나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
한다. 결과물과 함께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결과물 완성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도 함께
중시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 실험·실습

학습자의 수행과정, 성장과정까지 평가 및 기록

학습자들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실험·실습을 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그림 Ⅶ-3> 수행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의 관계

쓰게 한 후, 교수자가 관찰한 실험·실습 과정과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다. 안전과 관련된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의 조작 능력이나 태도,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협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정 중심 수행 평가는 어떻게 실행해 갈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
수행평가

과정 중심 평가

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과정 중심 수행 평가의 중요한 몇 가지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활
용을 권장하고 있다(김유향 외, 2017: 12-13). 이를 안전교육에서의 평가와 관련지어 제시해 보면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다음과 같다.
◼ 논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수행 과정의
평가 강조

정의적 특성
평가를 통한
전인교육의 추구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

력적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란 안전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산출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누적하여 수집한 작품
집 혹은 서류철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전 생활이나 역량, 안전 문제 해결 등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에서 논술이란 안전과 관련된 한 편의 완성된 글로 답을 작성하는 방법
지식, 기능,
다양한
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술은 학습자가
답을 선택하는능동적
것이
생각이나 의견을
학습아니라 학습자의
의사소통·협업
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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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강점이나 약점, 성실성, 잠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학습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회적인 평가가 아니라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강조한다.
◼ 관찰법
관찰법이란 학습자의 안전 생활이나 역량 등에 대해 관찰을 통해 일련의 정보를 수집하는 측
정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어느 특정한 장면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행동 체계를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밀하게 탐구하기 위해 모든 신체적 기능과 측정 도구
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화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비디오 녹화 후 분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 자기 평가·동료 평가
안전과 관련된 수행 과정이나 학습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하거나 동료 학습자
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준비도, 학습 동
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들과의 관계, 성취 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교수자에게는 학습자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과 수시로 시
행한 평가가 타당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학습자 수가 많아담
당 교수자 혼자의 힘으로 모든 학습자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동료 평가 결과와 합
하여 학습자의 최종 성적으로 사용한다면, 교수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
적 처리 방식에 대한 공정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를 실행하고자 할 때 논술, 구술, 토
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관찰, 자기평가·동료 평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방법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
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방법들을 적용
할 때는 안전교육 실행을 위해 설정한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안전 생활과 관련된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고등 사고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을 고려하여 그것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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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평가 등에 대해 탐구해 왔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다.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질

모습의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지 등에 관한 사전 고민과 구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설계란 교

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할

육 활동의 바로 이러한 측면과 관련한 성찰과 숙고 및 노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를 얼마나 충실히

안전교육을 제대로 구상하고 바람직하게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

하느냐에 따라 안전교육의 질과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교

교수 설계, 안전교육 운영 과정 및 절차, 교수 요원의 역할과 자질 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 설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능력의 배양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안전교육의 교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롸이걸루스와 메릴(Merrill)은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그리고 교수 결과라는 변인들을 들어

1 교수 설계의 의의

설명한 바 있으며, 스미스(Smith)와 라간(Ragan)은 분석, 교수 전략 선택, 평가라는 교수 설계의 과정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김신자, 2000: 15-19; 정인성ㆍ나일주, 1999: 9-14; Smith and Ragan·김동식
외 공역, 2002: 23-27).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교수 설계를 하고자 할 때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

교수 설계란 무엇을 말하며 왜 중요한 것일까? 일찍이 교육공학과 교수 설계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의 특성, 도달해야 할 목표, 학습자들의 특성 및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등을 분석하고, 어떤 교수 방법

와 업적으로 유명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롸이걸루스(Reigeluth)는 교수 설계(Instructional Design)란

과 전략, 매체 등을 어떤 계열과 순서로 어떻게 투입,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여 설정하

교수의 과정(process of instruction)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 영역이라고 말한 바

며, 교육 결과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검사 내지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숙고, 구안, 수립

있다. 그리고 교수 설계 활동의 목적은 기대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며, 따라서 교수 설계 분야는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지식과 기능 면에서 기대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
한 최적의 교수 방법을 처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보았다(Reigeluth, 1983: 4).
이후 롸이걸루스는 자신의 이러한 교수 설계 개념을 더욱 명료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켜, 교수 설계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교육에서의 교수 설계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교수 설계 분야의 몇 가지 중요한 모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숙고해
보기로 한다.

란 사람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 학습과 발달을 위해 보다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명확한 안내를 주는 이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igeluth, 1999: 5-6).

2 ADDIE: 교수 설계의 일반 모형

◼ 명료한 정보: 목표와 필요한 지식 및 기대하는 성취들에 대한 설명과 예시
◼ 최선의 실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것들을 능동적이고 성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회
◼ 유용한 피드백: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보해 가도록 하는 도움과 그들이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세심한 조언
◼ 강력한 내·외적 동기: 학습자들이 매우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거나 그들이 관심이 있는 여
타의 성취들을 추구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는 활동들

가. 의의 및 배경
ADDIE 모형은 오늘날 교수 설계 분야에서 권장, 활용되는 여러 가지 모형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수 설계 모형들은 이 ADDIE 모형에서 파생된 것이거
나 그것을 변형시킨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ADDIE 모형은 교수 설계 분야에서
일반적 내지 기본적 모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수 설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학문 영역으로, 인간이 축적해 온 학습에 관
한 이론이나 지식을 교수(instruction)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연결 과학’(linking science)
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교수 설계란 교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수 활동을 처방해 주도록 인도하는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교수
의 질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정인
성ㆍ나일주, 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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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설계에 관한 체계적 접근 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 군
대 내의 무기들은 계속 발전, 정교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입대하는 군인들의 학력 수준은 점점 더
낮아져,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에는 미군에서 교육 훈련의 체계적 접근(SAT: systems approach to
training), 교수 체계 설계(DIS: design of instructional systems) 등이 추구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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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설계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후 교수 체계 개발(ISD: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로 발

ADDIE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가 안전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교수 설계 활동이

전된 후(Montemerlo and Tennyson: 1976: 5-12),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중 하나로서 ADDIE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무엇이 요구되고 있고 학습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일

모형이 구체화, 체계화되어 나오게 된 것이다.

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어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이렇듯, ADDIE 모형은 미군의 교육 및 훈련과의 관련 속에서 발전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정확하

도구를 개발하며, 교수 전략을 수립한다. 이후 구체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수 자료들 개발에 착

게는 1975년 플로리다대학교 교육공학센터에서 미군의 교육을 위해 ISD 모형의 하나로 개발된

수하고, 개발된 자료가 적합한지 점검하면서 필요한 수정보완을 한 후에, 최종 자료 제작을 완성

것이다(Branson 외, 1975). 이 모형이 다섯 단계로 구성된 데에는 미공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안한

보인다. 즉, 당시 미 공군에서는 이름하여 5단계 접근(Five Step Approach)이라는 ISD 매뉴얼을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지속적 사용을 위해 유지 및 관리 등을 해나간다. 일련의 교

하고 있었는데, ADDIE는 이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이를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육이 끝나게 되면 평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교육적 성취 정도는

모형은 처음 나온 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왔는데, 특히 마지막 단계가 처음의 통제

물론 교수 설계 전 과정과 활동, 매체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피드백하고 또 개선과 발전

(control)에서 평가와 통제(evaluation & control)로 바뀐 후, 다시 1980년대 중반에 평가(evaluation)

을 모색하게 된다.

로 변경되고, 1995년에 각 단계의 머리글자들을 따서 ADDIE 모형으로 불리면서 지금과 같은 모
형으로 정착,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Clark, July 2015).

나. 모형의 구조

다. 교수 설계 과정
이상 안전교육을 수행할 때 ADDIE 모형을 적용하는 개략적인 교수 설계의 모습이 어떻게 구
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음에서 ADDIE 모형에 의한 교수 설계 활동에 대해 좀 더

ADDIE 모형의 구체적인 교수 설계 과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
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구성되며, 이들의 첫 글자를 따서 ADDIE 모형이라고 부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김보경, 2018: 40-49; 김철주ㆍ신선희, 2019: 120-125; 유승우 외,
2017: 261-264).

다. ADDIE 모형에서 5단계는 처음에는 선형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각
단계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피드백과 수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매우 역동적, 순환적인 과정으로 작

1) 분석

동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러한 ADDIE 모형의 체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Ⅷ

분석 활동은 전체 교수 설계 과정의 토대가 되는 과정으로, 후속 단계로 가기 전에 그리고 본격

-1>과 같다.

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단
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규명해 내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는데, 학습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단계로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 요구분석 등을 하며 현 상태(As is)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To be)
의 차이를 규명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물리적환경은 물론 직무, 과제를 분석하고, 교수자에게 필
요한 기능과 지식, 태도도 분석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구, 학습자, 환경, 그리고 직무 및 과제 등에
대한 분석이 중점을 이룬다.
구조화·계열화

◼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그 지식과 기능 등에 있어 현재의 상태(As is)와 기대되는 상태(To
be)를 규명, 확인하고, 그 격차를 파악하여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최종 교수 목표 설정에 반
영하게 된다.

<그림 Ⅷ-1> ADDIE 교수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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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석: 환경 분석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 그리

3) 개발

고 교육을 마친 후 실제 적용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수 설계의 완성도를 높

앞의 분석과 설계 과정을 거쳐 오면서 구안된 청사진과 정보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단계에

이기 위한 것이다. 즉, 분석될 대상은 학습 환경, 개발 환경, 수행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는 실제로 교수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구안하는 일,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을 도모하

학습 환경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현장의 환경, 개발 환경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는 일, 실제 제작을 해내는 활동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일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 그리고 수행 환경은 습득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적용하게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 직무 및 과제 분석: 교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파악
하고 그 계열성을 밝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일 경우에는 보통 과목이나 주제 영역 등에 맞춰
학습 내용을 분석하게 되고, 성인들 대상의 공공 또는 기업 교육일 경우에는 직무에 따른 학
습 과제를 분석한다.

◼ 교수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교수·학습 자료, 강사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
그램을 마련한다.
◼ 파일럿 테스트: 사전 검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자료의 적합성, 실제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수 설계 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 전략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점검을 한다.

2) 설계
설계 단계는 앞의 분석 활동을 통해 나온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청사진을 그리

◼ 수정: 사전 검사를 통해 확인된 교수 자료와 프로그램의 문제, 미흡,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 수
정·보완한다.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계단계는 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진 GAP(As is-To be)을 바탕으로,
교육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목표를 세우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
며 교육 내용을 구조화·계열화해 내는 한편 교수 전략과 방법, 자료 등에 대한 구상 등을 하게 된다.

4) 실행
실행은 준비된 교육을 운영하는 것, 즉,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유지 및 관리
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 수행 목표의 명세화: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성취 목표들을 명료히 하여 분명하게 기술하
는 작업을 한다. 이때 목표 진술은 성취해야 하는 도달점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관찰 및 측정
가능한 형태의 행동적 목표로 기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 평가 도구의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나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
하거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평가에 대한 계획을 고안하는 것이다. 교육 전 진단평가,
교육 중 형성평가, 그리고 교육 후 총괄평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목표를 명료화하
고 질 높은 수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수행 목표 설정에 이어 바로 평가를 강구하
기 때문에 준거지향적 평가로서의 충실성 또한 높다.

◼ 프로그램의 사용 및 설치: 교수 설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 투
입하여 실행하게 된다. 물론 초기 과정에서는 순발력 있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하
면서 수정·보완을 해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착 단계에 이르면 해
당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 확정적으로 설치, 운영해 가게 된다.
◼ 유지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 설치, 정착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유지 및 관리를 해간
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나 여건들의 변화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 수정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해 간다.

◼ 구조화·계열화: 성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무엇을 배우
고 익혀야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동시에 이를 어떤 순서로 배우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

5) 평가

또한 대두되게 된다. 따라서 배워야 할 것들을 선정하여 조직화하는 일과 이를 선후 관계 속

교수 설계에 의한 산출물이 적절하고 기대했던 바 목적을 달성하는 등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에서 합리적으로 배우도록 계열화하는 일을 또한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된다.
◼ 교수 전략 및 매체의 선정: 수행 목표가 설정되고 경험하고 배워야 할 내용이 선정, 조직되었
다면, 이어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배우고 익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
게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설정된 수행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때 학습자의 성취도, 관련자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매력도, 프로그램의 완성도 등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드러난 문제점들 및 이
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 등을 파악하여 피드백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을 시켜 가게 된다.

고 학습 내용과 과정에 적합한 교수 전략과 방법 및 매체 등을 구상,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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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네-브릭스Gagné-Briggs의 교수 설계 모형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내적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안된 일련의 외적 사태들을 신
중하게 배열,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Gagné-Briggs, 1992: 3, 11, 185, 189).
이렇게 본다면 가네에게 있어 교수 설계란 학습자들의 학습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교수 사태를

가. 의의 및 배경

어떻게 체계적, 조직적으로 구안해 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가네가 교수 설계의 문제
를 교수 과정을 계획해 내는 건축술(architecture)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교수 설계는

Gagné-Briggs

가네-브릭스

(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네’로 칭함)의 교수 설계 이론의 독특한 점은

학습과 교수에 관해 매우 정교하고도 체계적인 분석 및 이론 체계 위에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

개개 학습자들의 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는 일련의 교수 사태
를 적절히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학습에 관한 여러 가지 가정들 및 원리, 학습의 형태
및 조건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학습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나. 모형의 구조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정인성·나일주, 1999: 46).
가네는 인간 발달과 학습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 발달은 학습의 누

그렇다면 어떤 교수 사태들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이

적적 효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런 만큼 학습은 인간 발달의 중요한 원인 요소가 되는 것

문제와 관련하여 가네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9가지 교수 사태(9 events of instruction) 이론이다. 9가

으로 파악하였다. 일찍이 가네는 ‘학습(learning)이란 인간의 성향 또는 능력의 변화로서, 단순히

지 교수 사태는 학습자의 9가지 내적 인지 과정과 대응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가네가 말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경험의 결과로서, 그리고 단기간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9가지 교수 사태 이론에 의거한 교수 설계 과정부터 정리하면 다

되는 변화일 때 이를 학습’으로 보았다(Gagné, 1977: 3). 따라서 가네에게 있어 학습은 행동, 수행,

음 <표 Ⅷ-1>과 같다.

능력 등과 분명히 연관되는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및 개선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겠다.

<표 Ⅷ-1> 가네-브리그스의 교수 설계 모형
구분

단계

교수 사태(수업 절차)

인지 과정(내적 과정)

1

주의의 획득

주의

2

학습 목표의 제시

기대

기술, 인지 전략, 운동 기술, 그리고 태도가 그것이다(Gagné, 1977: 26-49). 이렇게 학습의 결과

3

선수 학습 능력의 재생 자극

작용 기억으로 재생

인간이 얻게 되는 능력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 설정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한

4

자극 자료의 제시

자극 요소들의 선택적 지각

5

학습 안내의 제공

의미있는 정보의 저장

6

수행의 유도

재생과 반응

7

수행에 관한 피드백 제공

강화

8

수행의 평가

자극에 의한 재생

9

파지 및 전이의 향상

일반화

이런 이유에서 가네에게 있어 학습은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학습 능력과 필연적으로 결부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학습 능력과 관련해서 5가지 범주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 정보, 지적

편, 이를 목표로 학습 및 교수가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전개된다는 점에 가네 이론의 두드러진 특
징이 존재한다.

학습
준비

획득과
수행

문제는 이러한 학습의 성패나 효율·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무
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가네는 학습 조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으로 나눠 파악하였다. 이때 내적 조건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
내부에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것 또는 보조적인 것들로서, 선수 학습 능력과 학습자 내부의 인지
과정(9가지 측면)을 말하며, 외적 조건이란 학습의 내적 인지 과정을 자극하고 도울 수 있는 학습
자 외부의 교수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네는 ‘교수’(instruction)로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네에게 있어 교수란 학습의 촉진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태(a set of events)로 구성되는 것, 즉 교육이 진행되고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진보를 이루어 나가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련의 사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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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과
전이

이러한 가네의 9가지 교수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일련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충족되도록 교수가 설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9가지 교수 사태는 수업을 계획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수 설계를 위한 처방을 제공하는 틀이 된다. 가네의 9가지 교수 사태 이론은 그의 가장 의미 있는
공헌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좋은 학습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바람직
한 교수 설계 및 적절한 매체 선택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mith and Ragan, 1996;
Shachak 외, 200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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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 설계 과정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통합시키고, 그 결과를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학생
들에게 도움이나 지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움은 통합된 정보가 유의미하게 부호화되는 데

이제 이러한 9가지 교수 사태에 따른 교수 설계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수행의 유도

1) 학습 준비
◼ 주의의 획득
•학습의 시작으로,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하여 교수 사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몸짓, 음성, 시각 매체 사용,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 사용 등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
킨다.
◼ 학습 목표의 제시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어, 표현 방식 등을 조절하
여 나타낸다.

•통합된 학습의 요소들이 실제로 학습자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로, 학습자가 특정 능력을 습득
한 것을 실제로 나타내도록 질문이나 행동 지시 등을 통해 수행을 요구한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였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수행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학습자가 새로이 배운 수행 행동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의 수행 행동의 정확성에 대해 정오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답인 경우 보충 설명
등을 통해 수정의 기회와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적 피드백(informative feedback)이 되도록 한다.

3) 재생과 전이

◼ 선수 학습 능력의 재생 자극

◼ 수행의 평가

•본 학습에 필요한 선수 학습 능력을 새로운 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기억 등의 방식 등으로 재생

•다음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여

하는 단계로,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사전에 학습한 것을 상기토록 하고 새로운 학습에 연결, 통합되도록 이
끈다.
•만약 선수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내용을 다시 가
르쳐야 한다.

부, 새로운 능력의 학습 여부, 의도한 것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학습자에게 연습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 발전의 동기를 제공하도록 한다.
◼ 파지 및 전이의 향상
•새로 배운 지식과 기능 등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연습과 정착, 심화와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습된 능력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 발전시키도록 한다.

2) 획득과 수행
◼ 자극 자료의 제시
•자극 자료의 제시는 학습자에게 학습할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선택적 지각을 돕

4 딕&케리Dick & Carey의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

는 데 초점을 둔다.
•자극자료는 언어 정보의 진술 형태(밑줄, 글자 굵기와 진하기, 글자 형태 등), 개념의 예, 운동
기능, 다양한 예시 등을 통해 여타의 것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도록 한다.
◼ 학습 안내의 제공
•학습자가 목표에 명시된 특정 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안내를 제
공한다.
•구체적이고 친숙한 예의 제시, 학습자의 지식 경험에 새로운 자극을 연결시키는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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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및 배경
딕 & 케리Dick & Carey의 교수 설계 모형은 1978년에 그들의 저서 『체계적 교수 설계』(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졌다. 교수 설계 분야의 가장 적절한 두 개 교재 중 하
나로 선정되었던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이론과 모형은 교수 설계 분야에 매우 뛰어난 이론
과 모형을 제시하였음은 물론 이 영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참조 및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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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 케리의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이 지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이 모형이 교수를 통해 학습자의

구조 내지 체계인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수 설계란 하나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그

발전에 부응하려는 학습자 중심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수 설계 과정과 관

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즉 교수자, 학습자, 교수 프로그램, 교수·학습 활동, 자료와 매체, 그리고

련하여 여러 가지 작은 부분 및 단계들로 구성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학습의 성취를 최대화

학습과 수행의 환경 등은 상호의존적인 것들로서 학습자의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

하는 방향으로 집결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화해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딕 & 케리가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취 목표를 향해 함께 작동해 가는 체계적 과정이 되는 것이

자신들의 교수 설계 모형을 권장하는 이유로 제시한 세 가지 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모

다(Dick and Carey: 2009: 1-3).

형은 학습자들이 알고 행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수 설계

그렇다면 딕&케리Dick & Carey의 모형이 교수 설계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주는 의미는 무엇

체계의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 주의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경험적이고 또 반복 가능한 모형으로서

일까? 먼저, 목표의 관점이다. 체계는 그것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의 실현을 위해 목적 내지

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Dick and Carey: 2009: 8-9).

목표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수 설계를 수행할 경우, 그것이 왜 필요하고 무

Dick & Carey

또한, 딕&케리

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이 대부분의 다른 교수

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 내지 목표를 명확히 인식, 설정하고 임하는 일이 당연히 요청된다. 예

설계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교수 체계 개발(ISD: Instructional Systems

를 들어, 어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교수 설계에 임한다

Development)의 제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ADDIE 모형에서도 보았듯이, 교수 설계에

면, 먼저 이 교육이 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지 그 목적 내지 목표를 명확히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대두된 이후, 그것은 대체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그리고 평가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Dick

다음으로 교수 설계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잘 확인하여 다루는 일이 요청된다. 체계는 그 부분들의

의 교수 설계 모형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어,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바람직한 ISD의

집합체이며, 딕&케리Dick & Carey의 교수 설계 모형이 체계적 접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상호 관련된 구

는 과정 및 활동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딕&케리
& Carey

한 접근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Bello and Aliyu, 2012: 278). 따라서 교수 설계에서 체계적 접근

Dick & Carey

뿐만 아니라, 딕&케리

의 교수 설계 모형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교수 및 학습과 관

을 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들 내지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련된 중요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 측면에서

부분 내지 요소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체계의 작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예컨대, 화재

이 모형은 성취 목표, 준거 지향 검사, 교수 전략 등의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수 전략과

예방 및 대처 교육에 관한 교수 설계를 할 경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도 누

관련해서는 가네의 학습 조건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인지이론 측

락되지 않게 찾아 다루어야 한다. 만약 지도 전략과 방법 부분만 치중하고 지도내용 측면을 소홀히

면에서는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교수 자료 및 그 제시 방안들을 제안하고

하였다면, 이는 딕&케리Dick & Carey의 교수 설계 측면에서 보면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있다. 나아가, 구성주의 측면에서는 학습, 기억, 수행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을 돕기 위한 구성적 방법,

또한,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각 부분 내지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충실히 역량을 갖추고 나름의 역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구체적, 실제적 경험을 통한 최적 학습 및 그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학습 환

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요소들이 충실치 못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

경 제공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 전체적으로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교수 설계를 할 때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Dick & Carey

마지막으로, 딕&케리

의 교수 설계 모형이 매우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위해 관련된 각 부분 내지 요소들이 충실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체계적 접근을 표방,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를 잘 이해, 반영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화재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수 설계에서 교수자, 학습자, 교수 내용과 방법,

할 때 이 모형에 의한 교수 설계가 그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자료 등의 부분들 하나하나가 충실하게 되어 그것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보기로 한다. 우선, 딕&케리Dick & Carey의 교수 설계 모형에서 중심 개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체계’가

것이다.

무엇인지부터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체계’(system)란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그

뿐만 아니라,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각 요소들은 모두 중요하며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

모든 부분들이 설정된 목표를 향해 함께 작동하는 구성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에서 그것

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요소들 간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모두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 투입 및 산출과 관련하여 상호 의존 관계에 있게 되며, 전체 체계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의 목표를 이루는 데 힘을 결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화재 예방과

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역동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처에 관한 체계적 교수 설계를 예로 들 경우, 교수자, 학습자, 교수 내용과 자료, 교수 전략과 방법 등

Dick & Carey

이러한 체계의 관점은 딕&케리

가 보는 교수와 학습 및 교수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 유목적적인 교수·학습과 교수 설계란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상호의존적 관
계 속에서 피드백으로 규율되는 가운데, 목표의 성취를 향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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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 어느 하나만으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고르고 균형 있게 모든 요소들이 잘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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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체계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점검과 평가 및 환류, 즉, 피드백이다. 체계의 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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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의존적이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체계는 피드백을 통해 이러한 구성 요소들과 전체

다. 교수 설계 과정

및 그 작동 상황을 진단한다. 그리고 문제 내지 결함 등이 발견되면 수정·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개
선과 발전을 도모해 간다. 이러한 관점은 교수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컨대, 화재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수 설계에서 목표를 확인하고, 교수자, 학습자, 교수 프로그램, 자료 및 매체 등 각

딕&케리Dick & Carey의 교수 설계 모형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딕&케리Dick & Carey, 2009: 6-8).

각의 요소들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필수적이다. 이때 어떤 요소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는 다른 요소
들 및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드백을 통해 관련 부분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지속적으

1) 분석

로 개선과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교수 목표 확인
•첫 단계에서는 교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나. 모형의 구조

•교수 설계를 통해 구상된 교수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학습자들이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지금까지 논의한 딕&케리Dick & Carey의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의 구조와 과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

•이러한 교수 목표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들의 목록, 수행 분석,

과 기능 등이 무엇인지를 규명, 결정하는 것이다.

림 Ⅷ-2>와 같다(딕&케리Dick & Carey, 2009: 1-2).

필요·요구 분석,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한 분석 혹은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 등으로부터 목표가 도출, 설정될 수
있다.

교수 목표
확인

◼ 교수 분석

교수 프로그램
수정 보완

교수
분석

수행목표
기술

평가도구
개발

•교수 목표를 확정한 후에는 학습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교수 전략
개발

교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선정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기능들을 하나하나 밝혀낸다.
•새로운 교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학습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출발점 기능들(entry skills)
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들도 확인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원의 넓이와 원주를 계산하는

학습자 및
상황 분석

학습을 하려면 먼저 지름, 반지름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출발점 기능이 된다.
◼ 학습자 및 상황 분석
총괄평가 설계
및 실행

•위에서 본 목표 및 교수 분석과 병행하여 학습자 및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상황 분석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실행하는 상황과 배운 것을 활용하게 될 상황까지 분석한다.
•학습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선수 학습 능력, 선호, 태도, 학습동기, 학습양

<그림 Ⅷ-2> 딕&케리Dick & Carey의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

식 등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분석 내용들은 교수 설계 모형의 다음 단계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교

딕&케리Dick & Carey의 체계적 교수 설계 모형의 운영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교수 목표를 확인, 설정하

수 전략을 강구하는 단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 및 학습자와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간 후, 이를 기초로 수행 목
표를 기술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전략을 수립한 후 교수 프로그램을

2) 설계 및 개발

개발, 선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형성평가를 설계하여 실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교수 프로그램을

◼ 성취 목표 기술

수정, 보완함은 물론 지금까지 거쳐 온 각 단계들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게 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평가를 개발하고 실행하게 된다.

•앞서 수행한 교수 분석과 확인한 출발점 기능들에 기초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교수 프로그램을
다 마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성취 목표를 기술할 때에는 학습자들이 도달하게 될 성취 행동과 그것들을 구현하게 될 조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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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성취 여부를 판단할 준거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평가 도구 개발
•위에서 설정한 성취 목표에 기초하여, 그 목표에 기술한 것들을 성취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한 평가 내지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목표에 기술한 능력들과 평가 도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연관성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의 성취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검사,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이기, 태도 형성
검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검사 내지 평가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 교수 전략 개발
•앞의 단계들을 거쳐 오면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교수 전략을 사용
할 것인지를 강구한다.
•교수 전략을 개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의 학습을 증진
하기 위해 학습 도입부의 동기 유발과 주의 집중 방안을 강구하고, 본 학습과 관련하여 예시와 시
연 등과 함께 새로운 내용 제시하기, 능동적인 학습자 참여 활동, 평가 등을 강구한다.
•새로 배운 것들을 실제에 적용해 보도록 추후 활동들도 숙고해 본다.
•교수 전략 개발 과정에서 최신의 학습 이론 및 연구 결과, 학습 개요, 그래픽 자료 및 도표 등 교수
자료와 매체, 지도하게 될 내용, 그리고 학습자들의 특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선정
•앞서 설정한 교수 전략을 사용하여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학습자 안내, 교수 자료 개발,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때 교수 자료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교수자용 지도서, 교재, 학생용 읽기 목록, 파
워포인트 발표 자료, 사례 연구, 비디오 테이프, 팟캐스트, 컴퓨터 기반 멀티미디어 자료, 원격 교
육을 위한 웹페이지 등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각각의 평가들은 교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각기 다른 정보를 교수 설
계자에게 제공해 준다.
◼ 교수 프로그램 수정 보완
•이 단계는 설계와 개발의 마지막 과정으로, 교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
어진다.
•형성평가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요약하고 해석하여 학습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확인하여 교수
프로그램의 어디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연관 지어 파악한다.
•‘교수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부분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형성평가로부터 얻은 데이터
가 단지 교수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 분석의 타당성, 출발점 기
능에 대한 점검, 학습자의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형성평가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성취 목표의 기술과 그 검사 항목에 대한 재검토도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수 전략 또한 다시 검토되고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수 프로그램도 수정·보완될 수 있다.
•실제로 교수 설계를 수행할 때 설계자는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등의 단계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
지 말고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가야 한다.
•수정·보완은 교수 설계 과정의 마지막에 하는 별도의 작업이 아니라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수
시로 실행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이다.
◼ 총괄평가 설계 및 실행
•총괄평가는 교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통 이는 교수 설계 과정의 한 부분은 아니다.
•이 평가는 형성평가를 통해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개발된 교
육 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정도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된다.
•여기서의 총괄평가는 교수 설계 과정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교수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학습 결과 이루어내야 할 것들의 유형, 현존 자료의 이용 가능성, 개
발에 필요한 유용 자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및 수정보완

5 켈러Keller의 ARCS 교수 설계 모형

◼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이 완성되고 나면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해 내거나 프로그램을 보다 더 나은 것

가. 의의 및 배경

으로 만들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를 ‘형성적’(formative) 평가라고 하는데, 이는 교수 과정과 그 결과를 제대로 만들고 개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성평가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대일 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 적용 평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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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안전교육에 관한 교수 설계나 실제 지도를 할 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고 어떤 교
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이끌어야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전교육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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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나 흥미가 없

다. 여기서 4요소의 앞머리 글자들을 따서 모형의 이름을 명명하여 켈러의 동기 기반 교수 설계 방

을 경우, 또는 열심히 배워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아마도 그 안전교육은 잘 이

안이 ARCS 모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켈러는 여기에 자기 규율 내지 조절

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교육을 설계하거나 실제 실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학습 동기’

(self-regulation)과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요소 및 전략 등을 담은 의지(Volition)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의 측면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켈러의 동기 기반 교수 설계 이론은 안

ARCS-V 모형을 개발, 발전시켜 가고 있다(Keller, 2016; Simsek, 2014: 93; Nakajima 외, 2013).

전교육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켈러Keller에 의하면, 동기(motivation)란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정하며 지속적으로 해나가

나. 모형의 구조

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하도록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 등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

그렇다면 켈러Keller의 ARCS 모형은 구체적으로 동기에 기반한 교수 설계를 어떻게 하도록 권장하

다(Keller, 1979: 27 및 2010: 3). 그런가 하면 레이놀즈(Reynolds) 등은 동기란 사람의 목표 지향적 활

고 있는 것일까? 먼저, ARCS 모형의 기본 구조부터 알아보면 아래 <표 Ⅷ-2>와 같다. 켈러는 1980

동을 일으키고 유지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Reynolds 외, 2017: 3).

년 말경에 ARCS 모형과 그 하위 전략들의 개요를 제시한 후, 계속 수정보완, 발전시켜 왔는데 아래 <

동기는 사람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하게 해주며, 그러한 행동의 방향과 강도 등을
설명해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동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접근들이

표 Ⅷ-2>는 2010년에 들어와 그가 자신의 책을 통해 수정, 제시한 모형이다(Keller and Suzuki, 1988:
Keller, 2000: 4, Keller, 2010: 44-55).

시도되어 왔으며, 일부는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고, 다른 일부는 사람의 환경에 주목하여 접근
하였으며, 또 어떤 것들은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기도 하였다.
켈러의 교수 설계 모형은 교수와 학습을 동기와 연관 지어 접근한다는 데 주된 특징이 있다. 흔히

<표 Ⅷ-2> 켈러의 ARCS 교수 설계 모형
4범주

교수 설계에서 중요시하는 것들로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매력성(appealing)
이 거론되어 오곤 했는데, 켈러의 모형은 이 중에서 매력성에 중점을 두는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인
다. 말하자면 학습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왜 그것을 해야 하

주의 집중
(Attention)

는지, 그것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의 측면, 즉, 내재적, 본질적인 관심과 필요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핵심이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Keller, 2006: 4-5).
예컨대, 학습자들이 안전교육에 임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하니까 한다든지, 안 할 수가 없어서 배
우러 왔다든지, 그냥 막연히 안전에 대해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

관련성
(Relevance)

자. 아마도 이러한 경우, 안전 학습을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안전
학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학습자들이 안전교육에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고 즐겁게 임하는 한편, 안전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를 제대로 잘 배워보려

하위 범주ㆍ전략
지각의 환기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탐구의 자극

•학습자들의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까?

변화 다양성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목표 지향성

•학습자들의 바라는 바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부응할 수 있을까?
(학습자의 바라는 바를 알고 있는가?)

동기에의 부응
경험 친숙성

•어떻게 하면 수업을 학습자들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학습 요건들

•학습에서 성공에 대한 긍정적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학습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성공 기회

•학습 경험이 학습자들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지원 또는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 통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공이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임을 어떻게 하면 명확히 알도록 할 수 있을까?

자연적 결과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새로이 획득한 지식/기능을 사용할 의미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까?

긍정적 결과

•무엇이 학습자들의 성공에 대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이러한 안전교육은 매우 바람직
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그리고 끈질기게 학습하고 노력함으
로써 좋은 성과를 거둠은 물론 그 자체로서 참다운 학습의 본질과 배움이 기쁨이 되는 삶을 구현하

자신감
(Confidence)

는 것이 될 것이다. 교수·학습과 교수 설계에서 왜 동기의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켈러는 이러한 입장에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유지, 강화시켜 좋은 학습의 결
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리학과 교수 및 학습 이론 등에 기초하여 강구한 끝에 적
어도 4가지의 요소 내지 변인이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해 내게 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주의(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만족감(Satisfaction)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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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
(Satisfaction)

•언제,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선택권, 책임성,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

공정성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성취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간직하도록 지
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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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 설계 과정

제공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관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

이제 위의 표와 같은 ARCS 모형에 의한 교수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 내지 방법들을 고려
하면서 강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목표 지향성: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표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학습자들이 목표
를 선택하거나 규명하도록 하기, 목표의 예를 들기, 목표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1) 주의 집중(Attention)
주의 집중은 어떻게 하면 이 학습 경험을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
답으로, 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끌고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심을 증진하고 주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학습 경
험에 대한 자극과 재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 구상을 할 것을 권장한다. 수업 중에도 흥미 있는
탐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든가 수업 내용이나 방법상 적절한 변화를 주어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주의 집중 과정에서 학습자의 정서적·개인적 정보를 활
용하여 흥미를 끌거나,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져 지적 도전감을 유발하거나, 그래픽이나 영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집중과 몰입을 이끌어 내는 등의 방안을 숙고해 본다. 주의 집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각의 환기: 새로운 접근을 사용하거나 개인적, 감각적 내용을 제시하여 호기심과 놀라움
을 제공함. 놀랄 일들(호루라기 소리, 뒤집힌 글자, 신문 기사 중의 놀랄 만한 일들 등), 궁금함,
불확실함, 호기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행동, 사물 등을 활용하기
◼ 탐구의 자극: 정신적 자극제로 문제 제시하기, 예컨대, 퍼즐, 질문, 문제나 딜레마 제시 등 또
는 하나의 내용을 소개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조사하고 대답이나 의견을 만들어 내
도록 하기
◼ 변화 다양성: 변화성의 전략,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예시, 모형, 연습 자료, 프리젠테이
션 등 활용하기

2)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학습자들에게 이 학습 경험이 가치 있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물음 속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필요와 학습 경험에 대한 가치를 학
습자 입장에서 최대한 높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학습 내용, 방법, 활동 등
을 투입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내용인지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의 실마리를 줌으로써 학습자가 학습활동과 개인의 관심 사항 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 개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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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미래의 직업, 학업 성취 등에 소중함) 등
◼ 동기에의 부응: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알리기, 학습자들의 관심과 필
요에 얼마나 부응하는 혜택 또는 이점이 있는지 파악하게 하기(시뮬레이션, 비유, 사례 연구
결과, 예시 등의 활용) 등
◼ 경험 친숙성: 학습자들이 익숙한 언어나 소통 양식 활용하기,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의 이전
지식 또는 경험과 연계하기 등

3) 자신감(Confidence)
자신감은 학습자가 학습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
습 진행을 주도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학생
들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
습자의 능력과 노력,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자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자
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 학습 내용을 요약, 검토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자신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학습 요건들: 명확한 목표, 기준 및 필요 요건, 그리고 평가 기준을 설정, 제시하기 등
◼ 성공의 기회: 도전 과제 제시하기, 성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 제공하기, 시간
과 자원 및 노력 등을 투입하도록 하기 등
◼ 개인적 통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인식하게 하기, 학습자 자신의 노력이 성
공을 결정 짓는다는 것과 개인적 책임감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성공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
여주거나 설명하기 등

4) 만족감(Satisfaction)
만족감은 학습자들이 학습 경험에 대해 긍정적 느낌을 갖고 또 향후에도 계속 공부하려는 열망
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즉, 그것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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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험과 성취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욕구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의 요소로 만족감이 강조되는 이유는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가 그의 기대와 일치하고
학습자가 그 결과에 만족하면 학습 동기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게 되기 때문이
다. 만족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연적 결과: 학습자가 새로 얻게 된 지식 또는 기능들을 실제 또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 활
용해 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재적이고 자연적인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기, 새로 학습한 내
용을 후속 과제에 전이하여 적용해 보기, 앞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보기 등
◼ 긍정적 결과: 정답에 대해 인정과 보상 제공하기,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외적 보상 제공하기
(좋은 성적, 특별한 대우, 인증서, 징표, 토큰 등), 바람직한 수행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
지만 그것이 수업 그 자체보다 더 관심이 가지 않도록 운영하기 등
◼ 공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목표와 내용과 평가 사이에 일관성과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학습 목표와 일치되면서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
기, 학습과 평가에서 평등성을 확보하기, 기준이나 표준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성
적이나 등급을 매김에 있어 편파성이 없도록 하기 등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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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

안전교육 표준 과정 및
지도 원칙
1. 안전교육의 유형
2. 안전교육의 표준 과정과 절차
3. 지도 원칙 및 교수 요원의 역할

본 매뉴얼은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 준비, 실행,
종료,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안전교육
계획

안전교육
준비

안전교육
실행

환류 (Feedback)

안전교육
종료

안전교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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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동화, 소방 동요, 영화, 연극(상황 감상)

1 안전교육의 유형

•소방 장비(각종 차량, 복장, 소화기 등)
•현장학습(안전체험관, 이동 안전체험 차량)

안전교육의 유형은 이론 교육, 기능 교육, 태도 교육, 반복 교육, 진로·직업체험으로 구분하며, 2개

3) 체험 시설을 활용한 적용 가능 교육

이상이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복합 유형이라고 한다.

•소방관서 방문 체험 학습

가. 이론(지식 이해·사고·판단) 교육

•직장 및 학교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기타

1) 기대 효과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 활성화를 통해 교육 담당자의 능력을 배양한다.
•체계적·반복적 이론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체질화한다.

2) 교육 시설과 장비

구분

준비자료

교육인원

특이사항

체험 도구

각종 도구

30명 이내

인원에 맞게

구연동화, 동요

교육 목표

〃

소방 장비

유형별

〃

현장 학습

유형별

〃

•방송 시설(음향, 영상), 유·무선 마이크, 앰프, 스피커 등

다. 태도(마음·심정)교육

•빔 프로젝터, OHP 기기
•대형 스크린 및 TV, 모니터

1) 기대 효과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

•지식과 기능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 행동을 안전수칙 준수의 실천 의지 함양으로 연결할
수 있다.

3) 교육 시설에 따라 적용 가능 교육
•야외 체험 행사를 제외한 모든 교육에 활용 가능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다.

구 분

준비 자료

교육 인원

방송 시설

노트북, CD, USB

제한 없음

영상 장비
(노트북, 프로젝터 등)

특이 사항

2) 교육 시설
•방송 시설(음향, 영상), 유·무선 마이크, 앰프, 스피커 등

PPT, CD, USB 등

100명 이내

•구연동화, 소방동요, 영화, 연극(상황 감상)
•대형 스크린 및 TV, 모니터 등

나. 기능(행동) 교육
1) 기대 효과

•현장 학습(이벤트성 체험 시설 활용)

라. 반복(습관화) 교육

•안전교육의 이론적인 틀을 벗어나 체험 위주의 살아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상 재난 체험을 통해 유사시 재난 대처 능력 강화와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1) 기대 효과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 안전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다.

2) 체험 시설: 검정 기준이 없는 체험 장비로 모형, 시뮬레이션 등을 말한다.

• 빠른 판단과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각종 체험 도구(실물, 표본, 모형, 사진, 도표, 도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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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 시설

2 안전교육의 표준 과정과 절차

• 각종 체험 도구(실물, 표본, 모형, 사진, 도표, 도형, 지도)
•구연동화, 인형극, 소방동요, 영화, 연극(상황 감상)

가. 안전교육 준비

• 소방 장비(각종 차량, 복장, 소화기 등)
• 현장 학습(이벤트성 체험 시설 활용)

모든 안전교육은 안전 교육 교수 요원이 다음의 각 사항들을 점검하고 준비한다.

3) 체험 시설을 활용한 적용 가능 교육
•소방관서 체험교육

1) 대상 파악

• 직장 및 학교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 대상 선정: 안전교육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다.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을 이용한 출장교육

•유아(취학 전 아동)

• 불특정 다수 대상 야외 행사(event)

•어린이(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
•성인(어르신, 여성)

마. 진로·직업 체험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1) 교육 효과

•화재 취약계층(어르신, 여성, 장애인, 국내 체류 외국인)

•소방 관련 업무와 역할, 안전 책임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다.
•대중에게 소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사전 협의: 선정된 단체 혹은 기관과 시간, 장소, 인원, 원하는 교육 내용 등 교육 일정을 구체
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출장 교육 시 변수 요인 고려).

2) 교육 시설: 화재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개별 검정 기준에
의해 제작된 장비
•소방관서

•체험 현장의 사전 답사를 통해 장비의 부서 위치 등 확인
•체험 인원의 조별 편성 및 인솔자 지정(학교 등 체험 단체의 관계자 지정)
•체험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운영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오리엔테이션 등)

•소방 장비

•체험 시작 전 인솔자 책임하에 준비 운동 및 개인 안전 장구(헬멧, 체험 복장, 장갑 등) 착용

•소방 시설

확인 철저

•기 타

•체험 교육 운영에 따른 협조 당부 및 체험 시 안전상 주의 사항 안내
구 분

준비 자료

교육 인원

특이 사항

소방관서

업무 소개

30

2) 안전교육 주제·유형 선정 및 제반 여건 고려

소방장비

차량, 복장

30

◼ 주제·유형·프로그램의 선정 및 운영

소방시설

119 신고 → 출동

30

•교육 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주제 및 유형을 선정한다.
•교육 주제 및 유형은 첨부된 [연령별·계층별 교수 지도계획서]를 참고한다.
•안전교육 담당은 교육 대상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계층별·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교수 요원은 교육 대상자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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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장소·시기 등의 고려
•교육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야 할 대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여성, 노인, 장애인, 특
수아동(지체) 등이다.
•일시, 장소, 교수, 안전 요원, 교육 기자재, 참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계절별, 월별, 시기별 재난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교육 적정 인원 산정
•해당 안전교육 주제 및 유형별 적정 인원을 산정한다.
•참가인원 적정 비율
예) 체험 교육 시 ⇒ 교수 : 안전 요원 : 교육생 = 1 : 3 : 30

- 실외 교육은 기온 5℃ 이상 ~ 34℃ 이하일 때 실시한다.
- 단, 교수 요원이 교육대상자 및 기상 여건을 판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계절·시기·월별 특성 고려
•교수 요원은 계절별/시기별/월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계절별 재난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봄: 황사, 산불, 해빙기 사고 등
- 여름: 물놀이 안전, 풍수해, 태풍, 폭염, 식중독 등
- 가을: 야외 활동 안전사고 등
- 겨울: 빙판 및 얼음 사고, 폭설, 화재 등
•시기별 재난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행사 기간: 행사장, 공연장 안전사고
- 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초기 등 안전사고
-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 지역 축제: 방문의 해, 나비 축제, 불꽃 축제, 전통 축제 시 안전사고
•월별 재난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월: 빙판 안전사고
- 2월: 해빙기 안전사고
- 3월: 교통사고, 등하굣길 안전사고
- 4월: 황사
- 5월: 산불
- 6월: 폭염
- 7월: 물놀이 안전사고
- 8월: 태풍, 식중독
- 9월: 동물(뱀) 안전사고
- 10월: 야외활동 안전사고

4) 교육 기자재 선정
•해당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선정한다.
•사용되는 기자재의 특성 파악을 위해 ‘교육장비 사용자 매뉴얼’을 필독한다.
•교육 기자재 확보는 1인당 1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 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5) 교수 요원 편성
•해당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수 요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교수 요원의 전담 분야를 지정한다.
•교수 요원은 이론과 실기를 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6) 안전 조치 및 확인
•해당 안전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 전 검토회의 때 안전 요원은 필히 지정하여 배치한다.
•우천 시 실외 교육은 자제한다.
•교육 대상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이하 참가자)에게 주의 사항을 전파한다.
•참가자에 대하여 보험 가입 유무 확인 및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한다.
•야외 교육 시 구급차 및 구급 대원 배치 여부를 판단한다.
•체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참가자 서약서를 작성한다.
•안전교육 실시 전 반드시 참가자 주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7) 사전 검토 회의
•안전교육 수행 전에 교수 요원들 간에 사전 검토 회의를 실시한다.

- 11월: 화재 예방(불조심 강조의 달)
- 12월: 동계스포츠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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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 안전교육 점검표’는 다음과 같다.

•설문 방법은 인터넷,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을 활용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서식1>
<표 Ⅸ-1> 교육 전 안전교육 점검표
점검사항

예

•설문 및 평가 세부 사항
아니오

비 고

대상을 파악했는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 교수 기법 적정성 여부
- 교육 내용 형성평가

협의를 통해 교육 주제를 선정했는가?
(실제 )

- 추후 소방 관련 정보 수용 여부
- 소방에 관한 이미지

교육 유형은 선택하였는가?
(이론 교육, 기능 교육, 태도 교육, 반복 교육, 진로·직업체험 복합 유형)
어떠한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여 교육할 것인지 선정하였는가?

2) 수료증 발급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장비 ‘사용자 매뉴얼’은 숙지하였는가?
교관 1인당 교육생은 (

•수료증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 일정 시간 이상 수료한 자

)명으로 적정한가?

교관의 전담 분야 편성은 적절한가?

- 교육생 만족도

주교관:
명
보조 교관: 명

안전사고 대비 계획은 포함되었는가?(보험가입 등)

- 설문지 작성 및 평가에 임한 자
•수료증은 안전교육 실시 기관의 장이 발행한다.
•수료증을 발급하면 발급 대장에 반드시 기재한다.
•발급 대장에는 발급번호, 수료자명,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기관, 교육 장소 등을 반드시

사전 검토 회의를 시행하였는가?(모든 관계자 참석)
기타 사항

나. 안전교육 실행
•‘교육 전 안전교육 점검표’를 확인하여 준비가 완벽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지도 원칙 및 교수 요원의 역할’에 따라 교육을 실행한다.
•교육생들의 돌출 행동이나 이탈 등으로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한다.
•교수 요원들 간의 사전 검토된 내용과 업무 분장을 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한다.
•교수 요원이 교육을 진행하거나, 조별 진행으로 인해 대기 중일 때 보조 요원은 불필요한 언
어나 행동으로 인해 교육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종료 및 평가
1) 형성평가 및 교육 후 설문 조사 실시
•안전교육 중 형성평가와 안전교육 종료 후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기재한다.

3) 참가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교육 참가자의 현황 파악, 교육 참고 자료의 활용, 이수증 발급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보관 기간을 정해 경과 시 파기하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참가자 정보
- 성명
- 성별
- 연령
- 연락처
- 교육 내용
- 설문지 작성 내용
- 교육 평가 내용
- 기타

•안전교육 담당자는 참가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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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홍보 활동 결과 정리

•교수 요원은 교육 그 자체 못지않게 교육 후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도 중요한 것임을 깊이 인

•교육 종료 후 결과를 정리한다.

식하고, 교육 후 평가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류를 위해 잘한 점, 개선할 점을 발굴한다.

5) 종료 후 확인 사항

3 지도 원칙 및 교수 요원의 역할

•기자재 철수 및 회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점검표 작성(교육 종료 후)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요원이 실제 교관으로서 교육생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진행함에 있

•기자재의 파손 및 이상 유무 확인

어 교수 계획의 수립, 진행, 종료, 평가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룬다.

6) 점검
•교육 종료 후 점검을 실시하며 그 주요 내용과 점검표는 다음과 같다.

교수 계획

<표 Ⅸ-2> 교육 종료 후 안전교육 점검표
점검사항

예

아니오

비고

교수 실행
환류(Feedback)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수료증은 발급하였는가?

교수종료

사용한 교육 기자재는 모두 회수하였는가?
사용한 교육 기자재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가?
교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평가

이번 교육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되었는가?
기타 사항

라. 안전교육의 환류
•교육 종료 후 교수 요원은 설문 및 평가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며, 이를 다음 교육 개선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우수 사례 및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반영한다.
•교수 요원은 다음 사항들을 향후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 교수 방법의 새로운 시도나 제안
- 주요 시책 및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홍보

가. 교수 요원의 자질과 노력
1) 용모 및 복장
•교수 요원의 용모 및 복장은 항상 단정해야 한다.
•교수 요원은 교육 시작 전 용모 및 복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긴 머리는 묶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수염은 깨끗이 깎도록 한다.
•교수요원의 복장은 구김이나 색상의 탈색 등 지저분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교수 요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별도의 흉장 또는 표식을 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경우 소방안전교육사를 나타내는 표식을 한다.

- 홍보 안내문 발송, 시청각 자료 및 홍보 간행물 등 제공
-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119 활약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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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

•언어사용
- 유아들을 부를 때는 “우리 ○○유치원(또는 어린이집) 친구들”이라고 불러준다. 친구라

•교수 요원은 교육 장소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는 명칭에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진다.

- 위험 요소, 교육 계획과의 적합성, 준비된 교안과의 일치 여부, 조명 시설, 스크린 위치, 마

- 전체 유아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말끝을 “~~~합니다. ~~해 주세요. ~~할까요?”라고 한다.

이크의 사용 여부 등

- 유아들에게는 간결한 한두 문장으로만 이야기한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

•교수 요원은 부드러우면서도 자신이 넘친다는 인상을 주도록 한다.

면 처음과 끝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교수 요원은 교육 활동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한다. 아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

- 자연스러운 몸가짐, 밝은 표정

게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

- 시정해야 할 자세(양손으로 교탁을 잡고 상체를 굽힌 자세, 팔꿈치로 교탁에 의지한 자세,

- 이야기하는 도중 유아들이 불쑥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렴”이라고

호주머니 입수 자세, 팔짱을 낀 자세, 손을 허리춤에 낀 자세 등),

한다. 유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경우가

- 상황에 적합한 제스처 사용,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말버릇, 몸버릇 등)의 통제

많다.

•교수 요원은 시선 처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 피교육생의 마음을 읽는다, 부드럽게 응시한다, 보는 각도를 넓게 한다.

•자료 제시 및 활용
- 활동 자료를 소개할 때에는 유아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

•교수 요원은 마이크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직접 조작하는 자료라도 먼저 설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들은 궁금하면 앞

- 입에 너무 가까이 하여 숨소리까지 나오지 않게 한다.

으로 걸어가서 직접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된다.

- 제스처에 따라 입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 않도록 한다.
•교수 요원은 교육 시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 시간 초과는 금물
-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내용 분배

◼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과 활동하기 전 유의 사항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

- 항상 시간을 의식하며 교육할 것
•교수 요원은 피교육생과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폭 넓은 지식 구비, 밝은 표정, 쉬운 말로 표현할 것
- 요점의 정리, 지나친 자신감의 자제, 잔재주를 피우지 말 것

3) 활동하기 전 유의 사항

<표 Ⅸ-3>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발달 특성
학년

발 달 특 성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할 때 인지력이 높아진다.
•이야기 속 상황을 매우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다.
1학년
•방향 감각(동서남북, 좌우)이 불확실하고 참을성과 집중력이 약하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므로 성급하게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거나 결정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유아들과 활동하기 전 유의 사항
•자세
- 유아들과 눈높이를 맞춘다(유아들이 교사를 바라볼 때 45° 정도의 높이에서 얼굴을 마
주 볼 수 있도록 한다).
-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소개하는 자료나 강사의 얼굴, 몸짓을 볼 수 있으며, 강사의 목소
리가 뒤에 있는 유아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한다).
- 이야기를 할 때에 유아들과 눈을 마주쳐 주고, 가끔 미소도 지어준다.
- 사물이나 방향을 가리킬 때에는 직접 손짓을 하여 준다. 유아들은 언어만으로는 이해하지

•감정 위주로 행동하며 집단의식이 적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행동은 개인적이지만 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2학년
•놀이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며 간단하고 협동적인 놀이를 즐길줄 안다.
•정서의 지속 시간이 짧고 강렬하며 자주 변하므로 한 가지 작업에 오래 열중하지 못한다.
•생각하며 서로 협동하는 활동보다는 모둠별 퀴즈 대회, 발표 대회 등 재미있고 놀이적인 활동에 더
관심을 보인다.
3학년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 단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구체적 조작 과정을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초보적
시기로, 새로운 지식, 개념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생긴다.
•시·공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려고 애쓴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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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

•활동 운영

- 언어 사용 시 ‘~해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간단한 인터넷 검색 및 사전 과제 학습을 제시한 후 강의할 수도 있다.

- 간단한 유희나 상상 속의 이야기 같은 내용을 병행, 활용하여 현실감이 적고 주의 집중력이

-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현장 체험 중심의 실제 화재 사례 및

약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주의 집중을 환기시키면서 활동하면 더 효과적이다.
- 교사가 아닌 사람이 강사라면, 활동 상황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전문적인 용어 사용보다는 어
린이들이 이해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도 설명을 하다 보면 전
문적인 내용으로 빠져들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활동 운영
- 가능하면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활동이 좋고, 항상 강사의 지시 후에
어린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를 예측해 보고 지도한다.
•자료 제시 및 활용
- 활동 자료로 저학년은 개인별 자료가 가장 좋고 개인별 자료가 없을 때에는 모둠(한 모둠당 4
명 구성이 좋음)별로 자료를 제시해서 활동하게 한다.
- 어린이에게 활동 자료를 배부할 경우 미리 자료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배부하고, 사
용 설명은 자료 배부 후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과 활동하기 전 유의사항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
<표 Ⅸ-4>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발달 특성
발 달 특 성

•또래 집단의 필요성을 알고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며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나름대로 판
단해 비판하는 의식도 생긴다.
•가공의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한 구별을 확실히 한다.
4학년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고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 따지고 확실한 근거를 요구하
기도 한다.
•남자 아이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즐겨 하고, 여자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싫어하
는 경우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잘하는 점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한다.
•유머나 개그 표현을 즐기며 이성 교제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키가 작은 아이는 약간의 열등감을 갖기
5학년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고 자기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 줄 아나 자기
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수준이 높거나 깊지는 않지만 뉴스나 신문을 보고 사회적으로 비판도 하며 이유를 가지고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말할 줄 안다.
•비판 의식 및 또래의 집단의식이 강해지고 또래 집단 내에서 힘에 의해 우열 순위가 결정되고 그 결정을 모두
6학년
가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
•발표를 해야 하거나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경우 주변을 많이 의식하여 더 잘하려고 하는 아이와 괜
히 더 부끄러워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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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거나 모둠 토의를 통해 생각을 수렴하는 활동도 좋으나
강사의 지시 후에 어린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를 예측해 보고 지도한다.
- 활동 상황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전문적인 용어 사용보다는 어린이들이 이해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교사가 아닌 경우,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도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들

- 활동 시작 전 어린이 전체가 주의 집중 하도록 흥미를 유발한 후 하면 더 좋다.

학년

화재 진압 경험담을 들려주며 강의를 하면 반응이 좋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빠져들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자료 제시 및 활용
- 활동 자료는 어린이 전체가 잘 볼 수 있도록 앞에서 들고 설명하거나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놓고 ‘~해봅시다, 같이 해보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활동 자료로는 개인별 자료가 가장 좋으나, 개인별 자료가 없을 때에는 모둠(한 모둠 당
4-6명 구성)별로 같은 자료를 제시하는 학습 및 모둠별로 각기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학
습으로 운영하고, 활동이 끝나면 모둠끼리 바꿔서 해보는 모둠 순환 학습으로 이끄는 것
도 좋다.
- 어린이에게 활동 자료를 배부할 경우 배부 전에 미리 자료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사용 설명은 자료 배부 후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다.
◼ 청소년들과 활동하기 전 유의 사항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본격적인 성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 중학교에 갓 입학한 만 13세의 청소년들과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성숙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특성
에 따른 차이도 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특성과 안전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청소년기 사망의 주요 요인은 사고이며,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안전사고는 그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 자기 개념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도덕과 규범에 대한 인식의 발달 측면에서도 결과론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동기론적인 단
계에 이르고 타의에 의한 것보다 내적 동기에 의한 자율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 사물과 개념에 대한 이해도 성숙해지며 상상보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해간다.
- 신체적으로는 안정된 성숙 단계에 가까워지며 근력이나 운동 능력이 활발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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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감정의 통제가 부족하고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직접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안전사고와 관련된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질문받을 때의 주의사항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질문에 강하게 반문하지 않는다.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질문한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질의응답은 논쟁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한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거나 생각에 빠져 있다.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6) 책임을 다하는 교육 실행

▹과격한 신체활동이나 모험을 즐긴다.

◼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

▹또래의 시선이나 행동을 의식하여 행동한다.
▹정보 매체의 영향을 쉽게 받고 모방한다.
▹위험에 대한 판단과 돌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미흡하다.

4) 질문할 때 주의사항
◼ 질문을 왜 또는 언제 하는가?
•참가자의 사고 자극
• 참가자의 의사 표현력 증진
•참가자의 참여 촉진
•참가자의 흥미 유발
•참가자의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 질문의 종류
•전체에게 하는 질문,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는 질문
•중계 질문, 반대 질문 등
◼ 효과적인 질문 방법

•실시 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안전교육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 교수 요원의 관리 감독
-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서, 보고서, 결과물 기록·유지
•교수 요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 성과 관리를 위한 설문 조사 등 환류
- 안전사고 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보험 가입 등

7) 교수 요원의 노력
•교수 요원은 안전교육 활동 영역 안에 속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한다.
•교수 요원은 향후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교수 요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활동 범위 안에서 국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간단명료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의문을 강조해서 할 것
•상대방의 사고를 활발히 자극할 수 있는 것
•개념을 명확히 할 것

나. 교수 계획

◼ 질문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유도적인 질문은 삼간다.

1) 교수지도계획서 작성 및 활용

•특정인에게만 질문하지 않는다.

•교수 요원은 교육 주제에 따른 ‘교수지도계획서’를 작성, 활용한다.

•1회 1문 원칙으로 한다.

•교수지도계획서는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같은 질문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학습 설계도이다.

•공격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교수지도계획서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과 교육 운영의 통일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다.

•교수지도계획서는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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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도계획서는 교육 주제에 따른 교육 운영의 표준 절차의 기능을 한다.

- 체험 인원에 맞는 시·공간 확보로 무리한 체험 진행 지양
- 체험자의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이나 장비 고장 징후 발견 시 체험을 중지하고, 체험자를

2) 교수지도계획서의 구성 요소
•교육 주제: 지도의 실제 프로그램 참조
•교육 대상: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또는 혼합으로,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정시켜 안전한 곳으로 인도 후 구급대원 또는 인솔자에게 인계 조치
- 체험 현장에 구급 차량 전진 배치: 유사시 응급처치 및 긴급 이송 체제 유지(응급 구조사 등
전문 인력 배치 활용)

요소이다.
•학습 목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교육 유형: 강의식, 체험식, 견학식, 혼합식으로 체험 교육 위주로 작성한다.

<표 Ⅸ-5> 프로그램 평가표
구 분

•기자재: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구, 기자재 등
•단계별 활동(교수·학습활동)

하고 입증하며 규명하는 단계이다.

수준에 맞는 주제인가?
수준에 맞는 학습 방식인가?
학습 도구
학습 도구는 적절히 사용하는가?
학습 도구의 수준은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학습 진행
교육생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적절한 질문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정리 단계(10%): 지식을 종합하는 단계이다. 전개 단계에서 검증되고 설명된 사실들을 요
약한다.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인가?
시간 배정
학습 목표와 교육생 수준에 맞는 학습 시간인가?

•교육 내용(교안): 교육 목표와 대상에 맞는 적합한 내용으로 별도 작성, 활용하거나 기존에
발간된 지도 교범을 활용한다.
•교육 평가: 교육 종료 후 실시하며 설문, 구두,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아니오

목표와 연관 있는 주제인가?

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 전개 단계(75%): 도입 단계에서 제시한 학습 개요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

예

학습 수준

- 도입 단계(15%): 피교육자와 강사 간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피교육자 집단
의 주의력과 관심을 포착, 제시해서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수업의 전개 방

검토내용

수준에 맞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마무리
내려진 결론은 목표에 부합하는가?

에 실시되는 교수지도계획서 작성 및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3) 교수지도계획서 작성 시 안전 대책
•계획서 작성 시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포함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상황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확인: 고임목 설치, 전도 방지, 매트리스, 현장 안전 조치
확인 등
- 체험자에 대한 개인 안전 장구 등 확인 후 진행
- 개인 안전 장구 착용,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매트리스 설치 등 조치 철저
- 체험 교육 시 분야(시설)별 운영 요원 담당 책임 구역 지정, 운영
- 체험 장비 및 기자재는 안전 기준 초과 사용 금지(안전 요원 배치): 허용 중량, 사용 기간 등
준수(점검 및 정비 철저)

다. 교육 진행
1) 교육 진행 시 점검 사항
•교수 요원은 ‘교육 전 안전교육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 사항을 필히 검사한다.
•교수 요원은 교육 직전 상호간에 복장을 점검한다.
•교수 요원은 교육 당일의 날씨를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수 요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육 직전 교육 기자재를 필히 점검한다.
•교수 요원은 사용할 교육 기자재에 해당하는 ‘사용자매뉴얼’을 필히 숙지한 후 교육에 임한다.

- 체험 중 돌발 상황 발생 대비 안전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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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행 및 태도
•교수 요원은 교육에 적합한 언행, 태도 및 진행 원칙을 준수하며 교육한다.

•교수 요원은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무리한 교육을 지양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교수 요원 기본 소양’ 부분을 필히 숙독하여 교육 시의 언행과 태도를 결정한다.
•교수 요원은 교육 시 항상 품위를 지킨다.

3) 교육 진행 도입 시 안내

라. 교육 종료
•교수 요원은 교육 종료 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교수 요원은 안전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을 대상자들에게 설명한다.

•교수 요원은 교육에 사용한 모든 기자재를 회수하여 검사한다.

•교육의 종류 및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교수 요원은 기자재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및 교체한다.

•체험 학습의 경우 교육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

•교수 요원은 평가 및 설문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교수 요원은 대상자들에게 안전사고를 대비해 운영 협조를 부탁하고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교수 요원은 수료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 중 개인 안전 장구 사용 시에는 필히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위의 모든 사항은 <서식1> ‘교육 후 안전교육 점검표’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4) 교육 진행 시 원칙

마. 평가 및 환류

•교수 요원은 적절한 시간과 내용 배분으로 교육 효과를 높인다.
•교육 시간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학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업 시간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교수 요원은 교육생들의 개별 및 돌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의를 어길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교육 결과에 따른 평가
•교육 종료 후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교수 요원이 스스로 평가한다.
•교육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수 요원 및 교육생 인원 적정 여부

•교수 요원은 교육 중 위험 요소 발생이 예측되거나 발생 즉시 교육을 중단할 수 있다.

- 교육 기자재 활용 적정 여부

•교수 요원은 교육 대상자들의 발달단계, 준비도,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

- 교육 계획과 교육 진행 내용 간의 일치 여부

도록 노력해야 한다.

- 향후 교육 시 개선 사항

•교수 요원은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흥미 유발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힘써야 한다.
•교수 요원은 수업 진행 시 일방적인 주입식보다는 일문일답, 집단 토의 및 토론 수업 등을 병
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교수 요원은 교육 대상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자질
을 배양할 수 있게 교육한다.

2) 정리 및 환류
•교수 요원은 교육 결과 정리 및 환류(feedback)에 힘쓴다.
•교수 요원은 우수지도 사례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교수 요원은 지도 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관한다.
•위에서 정리한 사항들을 향후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5) 교육 진행 시 안전사고 방지
•안전교육 실시 중 심리적 장애를 보이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교수 요원은 즉시 안전교육을
중지하고 인솔자에게 인도한다.
•안전교육 실시 중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교육을 중지하고 구급 대원에게 대상자
를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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