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表4〉‘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學校安全敎育 / 한용진

<發表4>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안전교육
한용진 (고려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이 글은 2010년 3월 일본의 전국 학교에 배부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生きる力」をはぐくむ学校での安全教育)』1)를 중심으로 일본의 학교안전교육 중에서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길러주는 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책자는 일본의 학교안전
의 목적과 의의, 내용에 관하여 해설함과 동시에 조사결과 등과 현상 및 과제를 밝히고, 금
후 학교안전에 관한 문부과학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학교안전교육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책자이다. 먼저 제II장에서는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해 학교안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III장은 이미 2010년에 간행되
어 전국 각 학교에 보급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라는 책자를
분석함으로서, 안전교육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길러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교육 활동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과정
이다. 생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통 문제와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사전의 위기관리’)을 포함하여 막상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발생 시의 위기관리’), 그리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사후의 위기관
리’)2)를 미리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우
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지진이나 화산 등의 재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상생활
및 교통 분야에서의 안전 문제 등은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최근 학교교육에
서는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살아남
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Ⅱ. 학교 안전교육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2008년(平成20) 초중학교, 그리고 2009년(平成21)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총칙에 안전에 관한 지도를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관련 교과 등에
서도 안전에 관한 지도의 관점에서 내용을 충실화하였다3).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4월에는
「학교보건안전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로부터 2년이 채 안되어 동일본대지진(2011.3.11.)이
발생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학교에서 생겨나는 사고의 발생 숫자를 살펴보면, 사망
1) 文部科學省, 『「生きる力」をはぐくむ学校での安全教育』(學校安全參考資料), 2010.
2) 文部科學省 初等中等敎育局 健康敎育・食育課 「学校安全の取組」, 2014, 3쪽.
3) 文部科学省 スポーツ・青少年局学校健康教育課, 「資料５ 学校安全について」, 2014(平成26).05.2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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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1980년대 초에 매년 거의 300명에 달하던 것이 1990년을 전후해서는 약 200명 선으
로 줄어들었고, 2002년에 100명 이하로 줄었는데 2009년 「학교보건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인 2012년부터는 드디어 5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4).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의하면, 학교안전은 학교보건, 학교급식과 함께 학교건강교육의 3
영역 중의 하나이며, 다시 학교안전의 내용상 분류를 보면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그리고 재
해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재
해, 유괴나 상해 등의 범죄를 포함하며, ‘교통안전’은 다양한 교통장면에서 생겨나는 위험과
안전 문제 등이며, ‘재해안전’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활동, 풍수해나 설해(雪害), 화재, 원자
력 재해 등으로 나눌 수 있다5).
《표-1》 학교건강교육의 3영역 및 학교안전의 3영역
학교건강교육의 3영역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보건
학교급식

재해안전

실제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를 각급 학교와 유형별로 구분
해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사고(38%), 자연재해(25%), 돌연사(21%)의 순인데 반해, 중학
교는 돌연사(47%)와 교통사고(32%)가 79%를 차지하고, 고등학교 역시 교통사고(46%)와 돌
연사(35%)를 합하면 81%6)로 교통사고와 돌연사, 자연재해의 순서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안전행동의 형성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여 안전행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험한
일이 생겨나는가를 알게 하는 ‘위험인지’가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놀이기구의 사용법,
피난방법, 도움 요청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등이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지도 만
들기 등의 교육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나 시간대,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거
나 범람할 위험성이 있는 통학로의 조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거리와 사고 발생 상
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등이다. 즉 위험상황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회피행동을 촉구하
는 것으로, 위험사태를 예측하는 힘을 기름으로써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7). 만약 위험사태를 예측하는 힘이 불충분하다면, 기본적인 안전행위를 몸에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던 위험사태에 말려들게 되어 사건・사고의 재해를 익을 가
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안전의 현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부과학성에서 간행한 책자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4) 위의 자료, 3쪽.
5) 위의 자료 2쪽 및 文部科學省 初等中等敎育局 健康敎育・食育課 「학교안전의 대처(学校安全の取組)」, 2014,
3쪽.
6) 文部科学省 スポーツ・青少年局学校健康教育課, 「資料５ 学校安全について」, 2014(平成26).05.20. 3쪽.
7) 文部科學省, 『「生きる力」をはぐくむ学校での安全教育』(學校安全參考資料), 2010, 21쪽.

- 52 -

〈發表4〉‘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學校安全敎育 / 한용진

《표-2》 문부성 간행 학교안전 참고자료8)
분야
자료 명(발행연도)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2001.03.)
- 『학교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처 사례집』(2003.06.)
안전확보에 관한 대처 사례집』(2006.01.)
생활안전 -- 『등하교시의
방범교실 등 실천사례집』(2006.03.)
관련 - 『학교에서
『학교의 위기관리 매뉴얼: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2007.11.)
- 『학교에서의 전락사고 방지를 위하여』(2008.08.)
- 『학교시설에 있어서 사고방지의 유의점에 관하여』(2009.03.)
교통안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 예측학습 교재 「다음엔 어떻게 되지?」』
관련 (2002.03.)
-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재해교육의 전개』(1998.03.초판;2012.03.)
- 『태풍・집중호우에 대한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하여』(2005.03.)
- 『미래를 여는 꿈에의 도전 「지진재해를 구명하자」』(2006.03.)
재해안전 -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2008.03: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용)
관련 -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방재교육교재(중학생용)』(2009.03.)
-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방재교육교재(고등학생용)』(2010.03.)
- 『지진에 의한 낙하물・전도물(顚倒物)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비구조 부재의 내진화 가이드북』(2010.03.)
-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2001.11.초판;2010.03.)
『어린이를 사건・사고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능한 것은』(2009.03.: 초
전체 -등학교
교직원용 연수자료)
관련 - 『생도를
사건・사고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능한 것은』(2010.03.: 중학
교・고등학교 교직원용 연수자료)
이 같은 안전교육 자료는 문부성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도 개별적으로 혹은 협업으로
간행하고 있다. 먼저 ‘생활안전’에 관한 교육 자료로는 독립행정법인 일본 스포츠진흥센터나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일본공원시설업협회,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사단법인 일본건축학회, 학
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 경찰청, 환경성,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경
제산업성 등에서 간행한 자료가 있으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을 비롯하여, 재단법
인 전일본 교통안전협회, 재단법인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 재단법인 일본교통안전교육보급협
회 등의 자료가 있다. 그리고 ‘재해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을 비롯하여 내각부의 방재정
보 페이지, 국토교통부의 방재교육지원 페이지, 기상청 긴급지진속보에 관하여, 총무성 소방
청 홈페이지와 방재・위기관리 e-college, 독립행정법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할 수 있다9).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학교안전에 관한 논의는 한신대지진이 있었던 1995년 이후 본격
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방재교육의 전개』라는 책자가 1998
8) 위의 책, 238-248쪽 참고.
9) 위의 책, 같은 쪽.

- 53 -

한국일본교육학회(2016): "日本의 安全安心敎育"

년에 먼저 간행되고, 이어서 2001년에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平成21)의 「학교보건안전법」의 시행과 2011년의 동
일본대지진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1. 책자의 소개와 기본 목차

이 책자는 2001년 11월 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이 주도하여 교직원용 학교안전 참
고자료로서 처음 간행하였고, 2010년 3월 개정판이 발행되어, 전국 학교에 보급되었으며 문
부과학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체 내용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전체 248
쪽으로 내용구성은 아래와 같이 전체 5장 20절(안전관리의 대상, 항목 등의 별표 포함 112
쪽)과 13개의 부록(113-247쪽)으로 본문보다 부록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10).
總說)
제1절 학교안전의 의의
제2절 심신의 발달과 학교안전상의 문제점
제3절 학교안전의 사고방식과 그 내용
제4절 학교안전계획의 작성

제1장 총설(

제2장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제1절 안전교육의 목표, 중점 및 내용
제2절 교육과정에 나타난 안전교육
제3절 안전교육의 운영방법(進み方)
제4절 안전교육의 평가

제3장 학교에서의 안전관리

제1절 학교환경의 안전관리
제2절 학교생활의 안전관리
제3절 불심자 침입방지에 관한 안전관리
제4절 통학의 안전관리
제5절 사건・사고재해 발생시의 위기관리
제6절 안전관리의 평가

제4장 사건 ・사고재해와 마음의 돌봄

제1절 사건・사고재해와 마음의 돌봄
제2절 사건・사고재해 시의 마음의 돌봄 실천

제5장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에 있어서 조직관리

제1절 교직원의 역할과 교내의 협력 체제
제2절 가정, PTA와의 연대
제3절 지역사회나 지역관계 기관・단체와의 연대
제4절 지역학교 안전위원회 등의 조직과 효과적인 실천활동

10) ‘살아가는 힘’을 길러준다는 제목의 책자로는 재해교육 참고자료로 1998년(平成10) 3월에 간행된 『‘살아가
는 힘’을 길러주는 방재교육의 전개(「生きる力」をはぐくむ防災教育の展開)』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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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表4〉‘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學校安全敎育 / 한용진

2. 안전교육과 ‘살아가는 힘’ 기르기

학교안전은 크게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로 대별되며, 이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된 조직활동
으로, 교내의 협력체제와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들 수 있다. 안전교육은 다시 안전학
습과 안전지도로 나뉘고, 안전관리는 다시 대인관리와 대물관리로 나뉘는 데, 학생의 ‘살아
가는 힘’은 안전교육 중에서의 안전학습, 그리고 안전관리 중에서 대인관리와 관련된 ‘심신
의 안전관리’ 및 ‘생활이나 행동의 안전관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안전의 구조
도 중에서 학생들의 ‘살아가는 힘’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학교안전의 구조 중 ‘살아가는 힘’ 기르기
안전학습
안전교육
안전지도
심신의 안전관리
대인관리
학교
안전관리
생활이나 행동의 안전관리
안전
대물관리 학교환경의 안전관리
조직활동 교내의 협력체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
(이하 학생들의 ‘살아가는 힘’과 관련하여, 본 교재 내용을 각급 학교별, 목표와 중점사항
내용 등에 관하여 안전학습과 대인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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