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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월호 사고 이후 6대 안전 생애주기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민의 재난 및 안

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

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등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체험교육 방식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속 안전 확보 및 안전의식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예방서비스 표준화 및 기관별 안전정보를 융합하

는 지능형 플랫폼, 실감형 교육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근거로 콘텐츠 재구성 또는 실감

형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Sinking of MV Sewol, the need for experience education programs for each of the six safety life cycles emerg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basic plan for national safety education in 2017 to improve the people's ability to prevent and cope with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national safety education was designed to expand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reate a foundation for promoting safety education and strengthen the overall function of safety education. Public demand 

for efficient hands-on education methods is increasing through realistic safety education and content development using new ICT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develop 

intelligent platform that can standardize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and integrate safety information by institutions that can feel 

safety awareness and secure safety in daily life, and practical educational content technology. We suggested strengthen safety education 

capabilities and prevent damage to actual disaster sites by reorganizing contents based on Korea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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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로 사회는 점차 재난을 함께 이겨내야 하고 소통

을 온라인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온라인 교육

으로 종교, 학교 교육,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체험교육이 확대되고 실감형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달

로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기술 분야와의 영역 구분이 사라지

고 있으며 재난방재안전에 대한 예찰, 예방, 대응에 대한 충분

한 대책이 필요하다[1], [2].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계층에

서 재난안전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 성인 대상훈련이 

많으며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훈련은 아직 미

흡한 수준이다[3].

정부는 2016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하고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였다. 안전교육에 

대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

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4].

2019년 기준으로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강화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접목한 5대 체험교육 분야인 완강기, 전기·가스, 승

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을 선정하여 집중 교육과 체험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 지정하였고, 민간영

역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현장 투입을 계획하였다. 

또한, 6대 안전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KASEM, Korea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콘텐츠를 추가 제작

하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을 계획하였다. 이

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 사용자

별 선호도 및 접근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되고 생애주기별 맞

춤형으로 안전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플랫폼, 실감형 콘텐츠(Realistic 

Contents), 표준·시험체계 개발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안전

교육은 계속 활성화될 전망이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집중

되고 있다[5], [6]. 그 중 실감형 콘텐츠는 훈련 상황에 사용

하기 효과적인 도구로써 훈련, 시뮬레이션 및 교육에 대한 무

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사고를 예로 들어 안전교육 성

숙도를 기준으로 생활 안전 실감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

시하고자 한다. 생활안전 분야 여러 가지 중에 어린아이에서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는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시하였다. 

승강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가정한 실감형 안

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자 한다. 먼저 승강기 사용 시 지켜야 하는 안전의식과 대처

방안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파악

하고 맞춤형 생애주기별 실감형 체험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4가지 단계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와 승강기 내 화재사고사

례들을 확인하고 토론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해결 방법과 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실감형 장비를 통해 안전교육 콘

텐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체험하고 대비훈련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교육 내용 점검을 위한 퀴즈 등 학습 질을 높이기 위

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 다양한 실감형 안전프로그램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생활안전 실감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2-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생애주

기별 안전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이란 개인이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

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별 안전교육을 의미한다[8]. 

대상은 안전교육 의존기(영유아기), 안전교육 준비기(아동

기), 안전교육 성숙기(청소년기), 안전교육 독립기(청년기), 

안전교육 확대기/성찰기(성인기), 안전교육 유지기(노년기)로 

구분한다.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

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상의 

경우 최근 UN은 생애주기별 연령지표로 미성년(0~17세), 청

년(18~65세), 중년(66~79세), 노년(80~99세), 장수(100

세~)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안전교

육 성숙도를 제공하고 있어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을 

선택 할 수 있으나, 각 부처별 안전교육 연령지표가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령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아/아동기,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시설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 소방청의 소방체험관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분류를 통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

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

다. 이 법령은 유아, 아동, 청소년들 모두 해당된다. 다만 청소

년 이후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안전교육 시설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따라서 7대 안전교육을 받는다.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의 6대 분야 중 범죄안전의 폭력안전·사기범

죄 안전, 보건안전의 중독안전·응급처치를 집중하여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를 배치하고 직업안전을 대분류로 묶어 세부항

목을 개설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안전교육 이수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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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치는 것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방문할 수 있는 안

전체험관이다. 안전체험관은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역량을 갖

추기 위하여 특색 있는 체험실을 가지고 재난·안전사고 상황

을 체험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만

들어진 시설이다[9]. 특성화 체험관은 일반체험관보다 체험

실이 적으나 해양/항공/도로·철도/원자력·화학/산업재난 등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 1. 안전체험관 종류[10]

Fig. 1. Type of Safety Experience Centers[10]

국민안전교육 포털[8] 내 등록된 안전체험관 수는 173개

이며, 안전체험관 내 체험프로그램은 약 380여 개로 생활안

전(41%), 교통안전(36%), 자연재난안전(11%), 사회기반체

계안전(3%), 범죄안전(1%), 보건안전(7%)으로 구성되어있

다. 

안전 체험교육인 실감형(VR, Virtual Reality) 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5개 시설은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공주시 안전체험교육장’, ‘대전 119시민체험센터’, ‘의왕시 

소방안전체험실’, ‘양산시 시민 안전체험관’이 있다.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안전교육을 보급하고 있다. 대상은 어린이부

터 성인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화재, 지진), 

신변안전(성폭행 및 유괴예방), 소방안전(소화기, 화재 대피), 

통학 차량 안전, 대형화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

험존 별 특수 체험 차량을 통해 제공한다. 차량 내 실감형 체

험 기구(VR기기 등)이 내장되어 있다. 체험 차량은 각종 재난

을 실감형으로 제공하고자 VR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다. 다중

이용시설과 주거지 등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안전

사고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별도로 안전체험관이 아닌 곳에서 실감형 콘텐츠로 안전교

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2020년 학교 안전교육 

실감형 콘텐츠 지도안을 개발하였다[1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VR

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다.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

전, 약물 및 사이버안전, 재난안전으로 10여 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안전교육은 언어의 장

벽이 있는 외국인과의 안전교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 아시아

태평양재난복원력센터와 대한적십자사는 2019년 재난 위험

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재난 시뮬레이션(VR)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였다[12].

2-2 생활안전 실감형 체험교육 

실감형 콘텐츠란 기존 시청각 정보 이외에 다양한 미디어, 

센서, 장비를 통해 현실감 및 감성을 증대시키는 콘텐츠로써, 

MR(Mixed Reality, Merged Reality)/VR, 비디오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디지털 가상객체 제어, 오감 미디어 콘텐

츠, 콘텐츠 중심 사물인터넷, 게임,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하게 상용화되고 있다[13].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안전

교육 사례로 현재 광산, 건설현장 등 현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서 안전교육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큰 효과를 보

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 실감형 체험교육으로 다양한 위험요인

으로 상호 연계된 대형·복합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생활 속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예방할 수 있도

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KASEM)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 및 

신고된 유형을 분석하여 실감형 콘텐츠 기반 안전체험교육 4

가지 유형을 선별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

활안전 학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안전에 관한 프로

그램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전 여러 가지 설문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Ⅲ. 생활안전 실감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설계

승강기 안전 관련 설문조사는 문항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자주 탑승하는 승강기에 대한 정보로 탑승

횟수, 장소, 탑승하는 승강기의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둘째 승강기 사고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경험횟수, 

사고유형, 사고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았

다. 셋째 승강기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 매체를 조사

하였다. 교육 경험과 안전교육의 필요성,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 형태를 질문하고 승강기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감형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지 조사하였다. 넷째, 설

문자에 대한 정보로 성별, 연령대, 직업에 대해 질문하고, 마

지막으로 설문자가 선호하는 안전교육 유형과 기타 의견을 

받았다. 총 실시 인원은 108명으로, 구글 설문지 및 설문지 

배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23문항이며, 표 1과 같

다.

먼저 탑승하는 승강기에 대한 조사로 ‘일주일에 승강기를 

자주 탑승한다’라는 질문에 대다수 자주 탑승한다(66.6%)라

고 응답하였으며, ‘자주 탑승하는 승강기 위치’는 주거지 79

명(59.8%), 학교 13명(9.8%), 직장 12명(9.1%), 지하철 4명

(3.0%), 공공기관 18명(13.6%), 기타 6명 (4.5%)로 조사됐

다. 특히 기타 항목은 음식점 빌딩 1명, 학원 5명이 있었는데 

이후 설문자 응답에서 학생들이 확인되었다. ‘자주 탑승하는 

승강기는 안전하다’라는 질문에는 대다수 안전하다고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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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58.4%), ‘승강기 고유번호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모른다(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설문자가 52.8%로 많

았다. 그러나 ‘자주 탑승하는 승강기의 고유번호를 본 적 있

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인 답변(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50.0%로 대체로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사고경험에 대한 조사로 사고경험 및 유형, 사고 발

생 시 해결방안에 대한 우선도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승

강기 사고에 대한 경험 여부는 ‘경험한 적 있다’ 22명(20.4%)

으로 응답하였다. 사고경험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

지 경험이 있으며, 경험한 사고유형은 끼임 사고 3명(9.7%), 

추락사고 1명(3.2%), 갇히는 사고 14명(45.2%), 문 고장 6

명(19.4%), 정전 6명(19.4%), 기타 1명(3.2%) 이었다.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 갇히는 사고가 60.9%로 대부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이용자는 제일 먼저 비상통화장치를 

누르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유지보수 업체 및 119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유지보수업체에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비상통화장치로 조작

을 하더라도 2차적으로 경비실이나 내부 사용자가 119 신고 

및 유지보수업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설문조사 결과,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비상통화장치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

나 유지보수 업체에 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라는 문항에 ‘매

우 아니다’라는 응답이 29명(26.9%), ‘아니다 ’ 35명(32.4%) 

로 받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

는 설문자들이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은 곳은 온라인 12명

(25.5%), 안전체험관 3명(6.4%), 기타 1명(2.1%) ‘영화관 

및 공익광고로 확인하였다’가 있었다. 승강기 안전교육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65.7%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승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70.3%로 높았다. 

특이점은 과거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은 설문자들의 만족

도는 긍정적인 반응(14.8%)을 보였고,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

은 설문자일수록 승강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

으며, 승강기 안전교육을 교육받은 연령대는 안전교육 성숙기

가 많았다.

설문자의 연령대는 안전교육 독립기 44명(40.7%)으로 참

여율이 높았다. 직업은 학생 66명(61.1%), 무직 9명(8.3%), 

판매/서비스직 6명(5.6%), 주부 6명(5.6%) 등으로 대부분 학

생이 많았다.

실감형 콘텐츠로 받고 싶은 안전교육 분야에서 생활안전이 

32명(2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재난안전은 23명

(21.3%), 보건안전 15명(13.9%)으로 높았다. 교통안전이 가

장 낮았으며(6.5%), 응답자는 안전교육 독립기인 청년기가 

많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활안전을 실감형 콘텐츠

로 교육을 원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안

전교육 박람회가 자주 열어서 많은 사람이 놀면서 배우는 안

전교육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승강기로 인한 인명피

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

고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 등이 있었다.

그림 2와 같이 설문 분석 결과 승강기 안전 여부에 대한 질

문에 대한 응답으로 표준편차가 가장 작게 0.74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설문자들이 승강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탑

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승강기 고유번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설문 문항은 대부분 모른다(보통이다, 아

니다, 전혀 아니다) 답한 설문자가 68.4%, 표준편차 1.40으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서 안전교육에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자들은 84.9%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중에서 실감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85.1%이고 표준편차 

0.89로 확인되었다.

그림 2. 문항별 평균 & 표준편차

Fig. 2. Average & Standard deviation by Question

No Question
Very
disagreea
ble

disagreea
ble

Normal Agree
Very
Agree

Unrespon
sive

1-3 Frequently boarded elevators are safe.
1
(0.9)

3
(2.8)

4
(37.0)

49
(45.4)

14
(13.0)

1
(0.9)

1-4 Knowledge of the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elevator
33
(30.6)

24
(22.2)

18
(16.7)

18
(16.7)

14
(13.0)

1
(0.9)

1-5
Have seen the elevator’s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frequently 
boarded elevators

19
(17.6)

23
(21.3)

10
(9.3)

41
(38.0)

13
(12.0)

1
(0.9)

3-1 Have experience in taking elevator safety training
29
(26.9)

35
(32.4)

17
(15.7)

19
(17.6)

4
(3.7)

4
(3.7)

3-2 Elevator safety training is needed.
1
(0.9)

5
(4.6)

25
(23.1)

43
(39.8)

28
(25.9)

6
(5.6)

3-4 It works if you take elevator safety drill with realistic contents.
3
(2.8)

6
(5.6)

16
(14.8)

51
(47.2)

25
(23.1)

7
(6.5)

표 1. 승강기 안전 관련 설문조사 문항
Table 1. Elevator Safety related Surve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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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실감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다음과 같다. 

실감형 체험교육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권장연령이 14세 

이상이며, 7세~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감독하에 학습할 

수 있으나 시각기능이 덜 성숙하고 실감형 콘텐츠 사용기기 

중 하나인 VR기기 HMD(Head Mounted Display)에 의하면 

시력저하 등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권장연령 이용자

들도 3D 멀미 등으로 불편할 수 있다. 실감형 콘텐츠 이용시

간은 대부분의 VR기기 제조사에서 30분 이용 후 10~15분 

휴식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VR 안전교육을 하는 안전체험관

은 20명씩 7분~10분, 최대 30명에 30분 교육을 권장한다. 

학교 안전교육 실감형 콘텐츠는 ‘사전교육-VR교육-사후교

육(정리하기)’를 통해 학교생활에 관한 안전교육을 한다[10].

표 2. 생활안전 실감형 안전체험교육 계획안

Table 2. Realitic Safety Experience Education for Life 

Safety Planning

Step Program

1

Title Elevator Safety/Fire Safety in everyday life

Goal
Analyze and discuss the causes of recent elevator 
accidents and fires.

2

Title How to safely prepare for elevator accidents and fires

Goal
We learn about elevators and fire-causing factors in 
everyday life through  media.

3

Title Elevator safety in case of fire

Goal
It will learn how to evacuate in the event of a fire and how 
to evacuate in the event of an elevator through safety 
education using realistic contents.

4

Title Quiz & satisfaction survey

Goal
Take quizzes about learning contents and get satisfaction 
survey and other opinions about content.

표 2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4가지 단계로 제안한다. 학습 

내용에 대해 첫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와 승강기 내 화재사고사례를 확인하고 토론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승강기 종류, 승강기 고유번

호의 중요성, 승강기 사고 발생 시 해결 방법과 이에 대비하

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실감형 장비를 통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체

험하고 대비훈련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교육 내용 점검을 

위한 퀴즈 등 학습 질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실감형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설계는 다음 그림 3과 같

다. 기존에 학습한 정보를 통해 화재 시 대피방법을 확인하고 

또한 군중심리로 인한 잘못된 대피방법을 선택에 대한 경각

심을 주고자 했다.

그림 3. 생활안전 실감형 체험교육 콘텐츠 설계

Fig. 3. Realistic Safety Experience Education for Life 

Safety Contents Design

Ⅳ. 결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점차 대두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안전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속 크고 작

은 사건 사고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안전교

육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생활안전분야 중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승강기 안전을 

예로 들어 승강기 안전인식과 승강기 사고 시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자 대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승강기 안전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안전교육형태는 실감형 안전체험교육을 희망하였

다. 

현재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서 교육 3대 전략 중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여 생애주기별 생활

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청소

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사

고유형별 안전교육과 관계자 인식변화 홍보 활동, 안전취약계

층 보호시설 또는 지역을 방문, 실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 연령대에 실감형 안전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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