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난안전 학점제
아이디어부문(학부모)
최우수상 남윤영
학교재난안전 학점제 필요성
지진, 폭우, 풍수해, 폭설, 화재 등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재난이 발행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체험 등을 구조화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학교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진지하게 활동에 임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단계별, 혹은 상황별로 구조화하여 학점화한
다음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한다면,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재난안전 학점제 방법
1) 이론과 체험의 학점 배분
학교재난안전은 이론과 체험으로 나뉩니다.
학생들이 재난의 상황에 따른 이론을 습득한 후 체험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론은 강의나 설명 위주의 일방적 전달을 지양합니다.
예) 지진 안전 지식 골든벨,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모둠 발표 등
재난의 상황에 따른 이론을 습득한 학생들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합니다.
‣이론 습득과 체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개인의 학생에게 학점 부여합니다. / 학년별
누가 학점 기록합니다.

항목
화 재

학점

내

용

비고
•학교재
•화재 재난과 대처방법 이론(1학점)
2 (모둠 발표, 화재 안전지식 골든벨 등) 난안전과
관련된
•체험활동(1학점)
교외

폭 우

•폭우 재난과 대처방법 이론(1학점)
2 (모둠 발표, 폭우 안전지식 골든벨 등)
•체험활동(1학점)

폭 설

•폭설 재난과 대처방법 이론(1학점)
2 (모둠 발표, 폭설 안전지식 골든벨 등)
•체험활동(1학점)

풍수해
지진

활동을 학
점으로 인
•풍수해 재난과 대처방법 이론(1학점) 정함.
증빙
2 (모둠 발표, 풍수해 안전지식 골든벨 등) (단,
자료-사진
•체험활동(1학점)
을 포함한
보고서 필
•지진 재난과 대처방법 이론(1학점)
2 (모둠 발표, 지진 안전지식 골든벨 등) 요)
•체험활동(1학점)

폭염

•폭염 재난과 대처방법 이론(1학점)
2 (모둠 발표, 폭염 안전지식 골든벨 등)
•체험활동(1학점)

총이수
학점

항목 내에서 중복학점은 인정하지
12 •각
않음.

2) 상황별 적용
각각의 재난상황에 대한 이론과 체험활동은,
지식위주의 단순 암기가 아닌 활동 중심의 체득과정을 거칩니다. 전통적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점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학교재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교재난 대비 체험 활동>

3)교과 내용과의 연계교육
학점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와의 연계 학점 인정 예시< 4학년 1학기 과학 >
4단원 화산과 지진
이 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열과 힘에 의해 지표면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을 조사하고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산과 지진’ 단원의 내용을 다루면서 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방법을
습득하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과 연계 수업을 하게 되면, 지진 영역의 이론
1학점이 인정됩니다.
단, 지진 영역의 이론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업지도안이 마련되어, 성공적인
연계 교육이 일어날 때에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
이 단원은 구름, 비, 눈 등의 날씨 현상과 습도, 바람, 기압 등의 날씨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계절별 날씨 특징과 날씨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의 내용을 다루면서 학교에서 폭설, 폭우, 폭염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과 연계하여
수업을 하게 되면, 내용에 따라 폭우나 폭설, 혹은 폭염 영역의 이론 1학점이 인정됩니다.
단, 폭우나 폭설, 혹은 폭염 영역의 이론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업지도안이
마련되어, 성공적인 연계 교육이 일어날 때에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교내 행사와의 연계 학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교내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학교 행사에서
학교재난안전 이수 항목으로 설정된 영역과 관련한 주제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론 학점
1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재난안전 학점제 기대 효과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난이라는 예고되지 않
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이들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폭우, 폭설, 폭염, 풍수해, 지진, 화재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행동요령들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학점으로 이수하게 한다면, 학교재난
에 대비한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재난안전 학점제는 일회성이나 이벤트로 끝나기 십상인 학교재난안전을 구조화, 체계화하여 습득하게 합니다. 따
라서 학교재난안전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