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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U시에 소재한 초등학교병설유
치원 2곳의 만 5세 유아 40명이었다. 실험 집단 유아들은 동화에 나오는 안전 문제 장면을 선정
한 후 안전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극 연계활동을 하였다. 반면에
비교 집단의 유아들은 안전 주제와 관련한 경험을 회상하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만 실시하였다.
이야기 만들기․ 극 연계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안전지식
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은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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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아들의 안전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2010)
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만1～14
세 사고 사망율이 인구 10만명 당 8.7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
사고에 의한 사망률(64.1%)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35.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교통안전과 놀이안전 사고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유괴와 성폭행 범죄, 미디어 안전사고까지 증가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
부, 2008; Marotz, 2009).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주변의 환경이나 사물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아직 신체 발달의 미숙으로 인해 균형과 운동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
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 1997). 이러한 유
아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외적인 환경의 개
선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능력을 길러 주어
야 한다. 유아기에 형성해야 할 안전 능력에는 안전지식,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안전태
도, 안전기술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능력의 주요 요소로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안전지식은 안전에 대해 학습한 내용,
즉 안전에 대한 사실․개념․원리․방법 등을 기억했다가 착오 없이 재생하는 것을 의미
하고 기본적인 안전 규칙과 안전한 상황의 특징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아는 것이다.
유아 때 형성된 안전지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구적인 효과를 갖게 됨으로 유아기의 안
전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전지식이 높은 유아들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고, 주변의 사물과 사건에 대해 정신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강희숙, 1994).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은 위험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나 사태에 직면 했을 때 야기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여 적용하는 반성적 사고이다. 즉, 유아들이 가설적인 위험 상
황에서 갈등에 직면 했을 때 사람․사물․상황에 대해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곽은복, 2000). 이러한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은 이야기나누기 형
태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보다는 가능한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중심적인 접근 방
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한국산업관리공단, 2003).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은 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함께 작용되므
로 이러한 능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기숙 등(1997)은 유
아의 안전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문제해결사고 능력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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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영희, 정미라와 배소연(1997) 또한 안전한 환경 개선과 안전
교육을 통하여 안전지식, 안전태도 및 습관을 익혀 유아 스스로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호)에서도 건강생활 영역 중 안전이라는 하위 항목을 두어 유아가 안전에 대
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
와 대처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누리과정(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 2011-30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06호) 또한 신체운동․건강영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내용을 통해서 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생활습관을 기르고, 교통
규칙을 지키며,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기르
는데 중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유아 시기의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실
태나 안전교육의 실태조사(변명숙, 2000; 정인자, 1998; 최명해, 2001)와 안전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인숙, 2004), 유아 안전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 조사 연구(윤선
화, 1999; 이화영, 신동주, 2006)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 유아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효과 연구(곽은복, 2000; 김영옥, 홍혜경, 지성애, 1999; 박희준,
2002; 유선미, 2004; 이인숙, 2004; Pickle, 1989)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에서 곽은복(2000)
은 안전을 요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에 효과가 있었고, 모의 상황에서 유아의 안전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하였다. 이야기 짓기를 통한 안전교육 관련된 연구들(유선미, 2004; 이인숙, 2004)을 살
펴보면, 실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안전관련 그림을 통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은
유아의 안전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그림은 유아에게
안전과 관련된 간접경험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
능하게 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안전을 요구하는 상황의 문제해결사고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실험활동을 일회적인 방식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익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아 스스로 안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아 중심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
이라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
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은 유아 스스로 안전문
제를 인식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즉, 안전과 관련된 상황
을 선정하여, 유아의 경험 및 생활과 연계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토대
로 하여 만들어진 극 놀이를 직접 재현해 봄으로써 안전 상황을 경험해 보는 활동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화에서 안전요인이 내재된 장면을 선정해서, 유아의 경험과 연관
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화 내용은 유아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호기심
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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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안전과 관련된 이야
기를 만들어 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만든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통합적인
교육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극놀이 활동은 유아들이 만든 이야기를 언어와 움직임을 통
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종합적 심상을 가지게 하는 통합적인 교육활동 중의 하나이다.
유아들은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접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적
극적으로 안전지식과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
교 모색하는 가운데 갈등 상황을 해결해 봄으로써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통한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유아는 경기도 U시에 소재한 유치원 두 곳의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D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만 5세아 유아 20명(남아 10명, 여아 10
명)이고 비교집단은 Y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만 5세아 유아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의 변인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교사는 현재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
는 경력 24년의 연구자이고, 비교집단의 교사 또한 대학원을 전공하고 있는 경력 25년의
교사로 두 집단별 교사 변인은 학력, 경력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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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지식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안전지식을 검사하기 위해 Scott(1992)가 『사고 예방: 유아용 안
전교육과정(Preventing Injury: A Safety Curriculum for preshool-kindergarten)』에서
사용한 안전지식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한 곽은복(2000)의 도구
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치
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지식의 세부 항목에 따라 검사도구의 항목을 가
감하였는데 미아안전, 자연재난, 위험한 물건, 환경안전의 내용을 첨가하였고, 전기, 화재
안전은 삭제하였다. 모두 12개의 문항(놀이, 장소1, 장소2, 자동차, 보행자, 위험한 상황1,
위험한 상황2, 위험한 도구, 미아사고, 신변보호, 환경오염, 자연재해)으로 된 안전지식 검
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유아교육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α=.89로
나타났다.
검사자는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의 교사였고, 검사 방법은 빈 교실에서 개인면접으로 이
루어졌다. 채점방법은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12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안전지식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cott(1992)가 『사고
예방: 유아용 안전교육과정(Preventing Injury: A Safety Curriculum for preshool-kindergarte
n)』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한 곽은복(2000)의 도구
를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였다. 자연재해, 환경의 내용을 첨가하고 화재 안전은 삭제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건강 생활 영역의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5개의 하위 영역별로 2개
의 문항, 총 10개의 검사 문항(놀이안전, 장소안전, 자동차안전, 보행자안전, 미아사고에
대한 안전, 신변보호에 대한 안전,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 위험한 물건에 대한 안전, 환
경오염에 대한 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내용은 유아교육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α=.85로 나타났다. 검
사자는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의 교사였고, 검사 방법은 빈 교실에서 개인면접으로 이루어
졌다. 채점방법은 안전문제해결 반응에는 1점을 비 안전문제해결 반응, 무 관련 반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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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는 0점을 주며 채점한 점수의 합을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점수로 한다.
10개의 검사 문항마다 유아가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대답마다 채점을
하였다. 처음의 대답에 대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물어서 2번의 대답을 더 하도
록 유도하였다. 놀이 안전의 경우, 교사는 “친구가 유치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 00
라면 어떻게 탈거야?”라고 물어서 유아의 반응이 ‘앉아서 줄을 잡고 타요.’, ‘순서를 지켜
요.’, ‘혼자서 타요.’라고 했다면, 세 가지 대답이 안전문제해결 반응이므로 3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이 검사도구의 만점은 각 문항별로 3점씩 총 30점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과정은 예비 연구, 사전 검사, 실험 처치(10주 동안 주 2회씩 20회 실시), 사
후 검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예비 연구
본 연구에 앞서 연구대상과 환경이 유사한 H유치원의 만 5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안
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도구의 검사 방법 및 소요 시간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문제해결사고능력 검사의 경우 그림 자료를 활용하고 이야기 식으로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안전지식 검사는 O, X의 게임식으로 운영하여 유아가 흥미
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비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 내려가는 설명 방법과 답변을 기다려주는 시간, 그리고 유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부연 설명을 해주는가의 여부에도 답변의 질이 달라졌다. 따라서 문제의 설명
은 유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억양의 변화를 주어 최대한 설명하고 답변을 기다
리는 시간은 일관성 있게 하였으며, 유아가 답변하지 못할 경우 이해할 수 있는 부연 설
명을 짧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2) 사전 검사
실험처치를 하기 전 1주 동안 2곳 유치원의 유아 40명(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20명)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3) 실험 처치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야기 만들기와 극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처치 전에
유아들에게 원활한 이야기 만들기를 위해서 동화 중에서 안전 요소가 내재되고 극화 활동
을 하기 좋은 장면을 선택하고 추후에 문제 장면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극화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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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처치 과정은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아서 구성되었다.
(1) 안전주제와 연관된 동화 장면 선정
본 연구에서 안전주제 동화 선정은 연구목적과 맞는 동화를 선정하고,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1997)가 설정한 유아에게 적합한 좋은 그림책 선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선정기준은 문학적 요소, 예술적 요소, 교육적 요소, 안전적 요소였다.
선정기준으로 토대로 만 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동화를 32편 선정하였다. 그 후 교육
경력 27년인 병설유치원 원감 1인과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3인이 검토하여 2007 개
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주제의 내용과 장면을 내재한 동화장면을 각
2개씩 총 10개 선정하였다. 안전주제와 연관된 동화 장면은 표 1과 같다.
<표 1> 안전주제와 연관된 동화 장면
안전주제

동화제목
(동화작가, 출판사)

내 용

토끼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
(백은영, 별똥별)

놀이안전

여기서 놀아도 될까요?
(민수현, 별똥별)

장소안전

거기는 놀이공원이 아니야
(최은규, 교학사)

자동차안전

현수는 교통안전박사
(김은중, 별똥별)

보행안전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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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찾아주세요
(대원아이씨, 호박별)

미아사고 안전

이상한 느낌이예요
(아이코리아 성교육그림책)

신변안전

슈퍼생쥐
(최은규, 교학사)

위험한 상황

엘피가 일등이예요
(셀리후즈, 보림)

위험한 물건

두비야, 더비야, 우리에게 알려줘
(한은선, 별똥별)

자연재해

숲을 그냥 내버려 둬
(다비스 모리송, 보림)

환경오염

나와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히 하기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환경오염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2) 이야기 만들기 및 극 연계 활동
본 연구는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주 2회 10주간 총 20회 실시 되었다. 실험 처치 기
간을 10주로 설정한 이유는 안전주제 5개 요인에 각 2개의 동화 장면을 선정하여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은 교사와 유아간의 대집단
활동으로 주 1회, 유아와 유아 간 소그룹활동으로 주 1회, 즉 유아 개인별 주 2회 총 20회
실시 하였다. 활동을 2회 실시한 이유는 안전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활동
과정에서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수반하여 유아가 안전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야기 만들기는 선정된 동화의 위험장면을 선정해서 교사와 유아 간 대그룹 형태와 유
아와 유아 간 소그룹 형태로 구성하여 같은 안전주제에 대한 이야기 만들기를 운영하였
다. 실험집단의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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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의 구성
형태
교사
유아
대집단

유아
유아
소그룹

활동
이야기
만들기
극
연계활동
이야기
만들기
극
연계활동

시기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
시간 구성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
시간 구성

내용
․안전관련 동화를 교사가 읽어주고 문제 상황 장면을 선
정한다.
․문제 상황에 따른 이야기를 공동으로 만든다.
․만든 이야기의 내용에 따른 자료를 결정한다.
․이야기 만들기 활동에서 만든 이야기를 읽어보고 극 활
동을 한다.
․교사- 유아 대집단 시간에 읽었던 안전관련 동화를 유아
가 읽고 문제 상황 장면을 선정한다.
․문제 상황에 따른 이야기를 공동으로 만든다.
․만든 이야기의 내용에 따른 자료를 결정한다.
․이야기 만들기 활동에서 만든 이야기를 읽어보고 극 활
동을 한다.

(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 내용 비교
실험집단은 유아들과 동화에 나오는 문제 상황의 장면을 선정 후 안전 주제와 연관한
안전 이야기를 만든 후 극 연계활동을 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안전주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회상하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만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실험처치
활동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3> 비교집단 이야기나누기 주제
안전주제

안전교육 내용
놀이안전

안전하게 놀이하기
장소안전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나와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히 하기

자동차안전
보행안전
미아사고 안전
신변안전

이야기 나누기 주제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어요
그네를 안전하게 타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해요
승․하차 중의 안전한 행동
차내에서의 안전한 행동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해요
모르는 길은 위험해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의 몸은 소중해요
나의 몸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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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환경오염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유치원 오는 길

위험한 상황
위험한 물건
자연재해

이럴 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만지지 말아요
다양한 종류의 재해에 대비하기

환경오염

땅이 흔들거려요
지구야 친구하자
깨끗한 공기가 좋아요

<표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실험처치활동 비교
집단

실험집단

구분

비교집단

연구대상

․20명

․20명

실시횟수

․주 2회씩 10주 총 20회

․주 2회씩 10주 총 20회

사전검사

․안전지식,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안전지식,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활동형태

․대집단 및 소집단

․대집단 및 소집단

활동시간

․40～50분 내외

․40～50분 내외

도입

․문제 장면 이야기 나누기

․안전주제 관련 경험회상

전개

․이야기 만들기 극 연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안전 지식, 안전문제해
결사고 능력의 습득 및 생활 실전에
적용

․모둠별 발표하기

․안전지식,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안전지식,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활동
진행
단계

마무리

사후검사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 사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들의 활동사례는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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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집단의 활동 사례
활 동 명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어요

안전주제

안전하게 놀이하기

동화

토끼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

안전교육
놀이 안전
내용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
활동목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놀이 활동을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교육과정 ․건강생활: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관련요소 ․사회생활: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기: 질서와 규칙 지키기
활 동 내 용

활동과정

문제
장면
탐색
하기

․문제 장면 선정하기
․문제 장면을 보여주며 내용을 상상해본다
- 장면을 보니 무슨 생각이 나나요?
: 재미있을 거 같아요.
: 나도 그런 놀이 한적 있어요.
-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 같나요?
: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요.
: 신나는 놀이를 할 거 같아요.
․유아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구성해 주고 이야기를 하는 경
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다양하게 발표 할 수 있도록 격
려 한다.

문제
상황
제시
및
장면
선정

․장면에서 생긴 문제를 탐색하여 상황과 원인을 발견한다.
-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토끼가 넘어졌어요.
: 아플 것 같아요.
-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 막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 그 때 친구들의 기분이 어땠나요?
: 깜짝 놀랐어요.
: 마음이 아팠어요.
- 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그네, 미끄
럼틀, 모래놀이)
․주인공에게 처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의
해 본다.
: 바른 자세로 타야해요.
: 줄을 꼭 잡아야 해요.
: 순서를 지켜야 해요.
- 그럼 우리 토끼가 다치지 않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도입

자료 및
유의점

․컴퓨터
․TV
․동화책
(토끼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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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면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든다.
- 우리 친구들이 정한 장면을 가지고 토끼가 위험한 상황에
서 위험하지 않고 신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
들어 봅시다.
이야기
만들기
․기록지
․쓰기도구

전개

․만든 이야기 내용을 읽어본다.
-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누가 읽어 줄
수 있나요?
․희망한 유아가 친구들에게 만든 이야기 내용을 읽어 준다.
․이야기에 첨가하고 싶은 내용을 첨가한다.
- 우리 토끼가 이렇게 하면 위험해 지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정해지면 역할을 정하고 극 활동을 준비한다.
-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극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 극 활동에 필요한 물건이요
극활동
: 누가 무슨 역할을 할지 정해야 해요
․극활동
․극 활동에 필요한 소품과 역할을 정하고 준비한다.
자료
․이야기 내용에 따라 극 활동을 전개한다.
․만들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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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비교집단의 활동 사례
활 동 명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어요

안전주제

안전하게 놀이하기

안전교육
내용

놀이 안전

․안전하게 놀이하는 태도를 기른다.
활동목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놀이 활동을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교육과정 ․건강생활: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관련요소 ․사회생활: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기: 질서와 규칙 지키기
활동
과정

활동내용

경험
이야기
하기

도입

․놀이 시 있었던 경험을 발표한다.
- 놀이 시 다쳤던 일이 있었던 친구들의 경험을 발표해
볼까요?
: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어요.
: 시소에 발을 찧었어요.
-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아플 거 같아요, 슬퍼요.

․놀이 시 다쳤을 때의 상황을 알아본다.
- 어떻게 하다가 다쳤나요?
문제상황
: 세게 탔어요, 지나다가 다쳤어요.
알아보기 - 어디서 다쳤나요?
: 아파트에서요, 놀이터에서요.
- 우리 조를 나눠서 자신의 경험을 토의해 보도록 합시다.

전개

마무리

자료 및
유의점

유아들의
경험과
연관된
사진 자료

․모둠별로 상황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유아들
끼리 회상한다.
경험
- 다쳤을 때 중 가장 생각나는 장면은?
․기록지
회상하고
- 다쳐서 어떻게 했니?
․쓰기도구
발표 내용
․상황의 결과를 탐색해 보고 모둠별 발표 내용을 정한다.
정하기
- 놀이 시 다쳤을 때의 경험이야기
- 느낀 점 이야기하기
모둠활동 ․모두 모인 후 각 모둠별로 이야기 한 내용을 소개한다.
발표하기 ․모둠별 활동한 내용을 언어영역에 배치하여 전시한다.

․실물화상기
․TV

4)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후 1주 동안 실시하였다.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 유아들과 안전주제와 관련하여 경험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한 비교집단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안전지식 검사와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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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 모두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전검사에서의 실험집단 점수보다 비교집단의 점수가 높았으므로 이야기 만들
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안전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7과 같고 사전 안전지식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집단별 안전지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평균

M

SD

M

SD

M

SD

실험집단

4.40

1.39

10.80

1.51

10.86

.30

비교집단

4.80

1.28

9.35

1.23

9.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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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집단별 안전지식의 공분산 분석
변량원

SS

df

MS

F

공분산

5.88

1

5.88

3.30

집단간

24.01

1

24.01

13.49

오차

65.87

37

1.78

전체

4153.00

40

**

**

p <.01

표 7과 같이, 실험집단(M=10.80, SD=1.51)이 비교집단(M=9.35, SD=1.23)에 비해 실험
처치 후에 평균점수가 향상되었고, 조정된 점수의 평균도 실험집단(M=10.86)이 비교집단
(M=9.2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8에 의하면 집단별 전체 안전지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3.49,
p<.01). 이는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가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유아보다 집단별 안전지식이 유의하게 증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집단별 안전지식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평균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집단별 안전지식 사전․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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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표 9와 같고,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9> 집단별 전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평균

M

SD

M

SD

M

SE

실험집단

4.10

1.48

17.10

4.04

17.51

.59

비교집단

4.75

1.55

12.80

2.12

12.39

.59

<표 10> 집단별 전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의 공분산 분석
변량원

SS

df

MS

F

공분산

142.77

1

142.77

20.94

집단간

251.06

1

251.06

36.83**

오차

252.23

37

6.817

전체

9520.00

40

**

**

p <.01.

표 9와 같이, 실험집단(M=17.10, SD=4.04)이 비교집단(M=12.80, SD=2.12)에 비해 실험
처치 후에 평균점수가 향상되었고, 조정된 점수의 평균도 실험집단(M=17.51)이 비교집단
(M=12.3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
에 의하면 집단별 전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8.83, p <.01). 이는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가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유아보다 집단별 안전문제해결사고 능
력이 유의하게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집단별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의 사
전․사후검사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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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별 전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의 사전․사후 비교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
고 능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만들기 극 연계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안전지식은 비교집단 유
아들의 안전지식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야
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을 향상시켰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야기 짓기를 통한 안전교육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선미(2004)의 연구 결과와 극놀이를 통한 안전교육활동이 유아의 교통
안전지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선아(200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개념은 모든 교육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안전지식은 안전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자료가 된다. 곽은복(2000)은
유아들이 안전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장면 속의 갈등상황을 이야기 만들기․극
활동으로 연계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규칙과 상황 특징 및 잠재적 위험성
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유아 스스로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
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잘못 인지되어있던 지식이 올바른 안전지식으로 수정
되었다.
한편, 유아들은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안전지식을 습득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은 이야기 만들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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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활동을 반복적으로 활동하면서 유아 스스로 올바른 안전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속에서 안전지식에 대한 이해가 증가 되었다.
둘째,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은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보다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
짓기 활동을 통한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쳤다는 이인숙(2004)의
연구결과, 이야기꾸미기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이 유아의 사고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
선미(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은 이야기 만들기와 극 연계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 사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봄으로써 위험 내용을 자신과 연결된 이야기로 만들고, 서로 삶과 경험을 공유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들은 문제 장면에서 경험을 유추해 자
연스럽게 문제 상황에 접근해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연결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유아들과의 서로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비교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위험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중심 안전교육활동이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양진희, 2005)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들에게 안전지식 및 안
전문제해결사고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
를 위한 안전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유아의 경험을 반영하여 발달에 적합하고 직접 참
여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
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
제해결사고 능력 형성을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주입식 교육 보다는 유아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야기 만
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교육활동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활동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을 통한 효
과를 검증해 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으로 확대․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유치원에서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긍정적으로 향상 시켰음을 보여주었으나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므로 가정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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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on Young Children’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Kim, Jin-suk
Kim,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safety education
through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on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0 young children of under age of 5 attending at 2
kindergartens attached to D elementary school and Y elementary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composed of 20 young children attending each kindergarten,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20 times for 10 week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7.0, and an ANCOVA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on young children’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s safety knowledg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by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control group. Second, young children’s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by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by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on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was more effective than
the control group.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as educational programs
can positively contributed to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of young
children. Also,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basic information of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by providing concrete activity plan of applying story making and dramatization
into educational set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