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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최근 의 과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 등에 의해 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

를 통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한혜경( , 1997;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 , , , 1999).

지난 년 동안 사고는 아동들을 더 많이 사망에 이50

르게 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질병보다도(Jones, 1992)

사망의 원인이 되고 불구를 초래하는 것으로 아동건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 사고는 흔히 건강문.

제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아동기의 행동문제로 인한 것,

으로 생각되어져 왔다(Sewell and Gaines, 1993).

우리 나라의 경우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연간,

명이 넘는 아동들이 세 이전에 사고로 생명을 잃2500 15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불의의 사,

고에 의한 사망률이 이상으로 사망원인의 위를40% 1

차지하고 있다.

학령전기 아동은 발달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동은.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

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학령전기 아동. ,

은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

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나 판단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가 흥미를 가진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주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감정의 통제력.

이 미숙하여 너무 활발하거나 성을 내어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상상의 세계에 몰두하기

가 쉽고 위험한 행동을 흉내내기 쉽다 또한 이 시기에.

는 변화에 유의하거나 열중하는 능력이 없어 계속적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

한다 이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은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의 특징적

행위에 따른 안전한 행동과 예방전략을 위한 적절한 교

육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아동(Sewell, Gains, 1993),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최근의 강조는 예방과 안녕에 있다 아동.

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전망을 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건강의 책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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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건강증진 행위로 볼 수 있으며(Coppens,

효과적인 손상예방 프로그램에 대한McCabe, 1995),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ussel,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아동의 일Champion, 1996).

상생활에서 자신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을 이해

시키고 태도 등을 길러주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

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아동

을 위한 간호중재로서 건강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안전교

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증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령전기의 발달수준에 맞고 그들의 동기유발과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학령전기 아동

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효과를 사고경향 예측검

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향의 차이를 파악한다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고경향의2.

차이를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아동의 사고발생1.

역사를 통한 기술적 발전은 항상 불의의 사고를 동반

하여 왔으며 고도화된 기계문명의 발달(Meyer, 1981),

과 관련하여 사고와 상해는 인류 건강의 커다란 위협으

로 부각되고 있다이경자 이정렬 강규숙 한정석( , , , ,

1995).

사고는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 될 수 있

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여 부상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나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키는 중요

한 원인이 된다변수자 사고는 예상하거나 예견( , 1974).

할 수 있으나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정의되며,

장기간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는, , ,

용어로 개인과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Jones,

1992).

사고는 아동기에서부터 년 동안 사망의 주된 원인40

이며(Gallagher, Finison, Guyer, Goodenough,

병원 응급실 방문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1984), 50%

매년 세 이하(Fife, Barancik, Chatterjee, 1984) 6

아동의 가 사고로 인해 손상을 입는다22% (Jones,

명당 명의 아동이 건강기관에서 치료를 요하1993). 5 1

는 사고를 경험하며(Russell and Champion, 1996)

매년 명의 아동이 사고로 입원하고 백만600,000 1,600

아동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명이상의 아, 30,000

동이 영구적인 불구가 된다고 예측한다 사고는 아동에.

게 있어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며 심각한

이환과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Guyer, Gallagher,

그리하여Chang, Azzara, Cupples, Colton, 1989).

전 세계를 통하여 우발사고는 아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사인으로 아동 사망원인의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

(Vaughan, Mckay and Nelson, 1975; Marlow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에도and Redding, 1988),

사망원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윤종수 이시백1 ( , ,

1995).

아동의 사고 사망률을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현,

재 세 아동 인구 만명 당 사망자 수는 일본이0-9 10 10

명 영국이 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명이나 되는, 7 , 30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아동,

수는 사망 아동 수에 비해 약 배 정도 일 것으로 추정10

하고 있다한혜경 그리하여 최근 아동기 사고에( , 1997).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된 것은 미국에서는 1930

년대 일본에서는 년대이다, 1950 .

응급실에 찾아오는 세 이하 환아 명 중 명은 각15 5 1

종 사고로 다쳐서 온다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

가 정도 맞거나 칼 등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오는60% ,

경우가 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나머지는25% , 7%,

동전 등 이물질을 삼키거나 화상 물에 빠지거나 약물사,

고 등이다 아동 사고 환자의 사망률은 로 사망원. 2-4%

인은 교통사고가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고 다음으50%

로 물에 빠지는 사고 추락사고 순이다, .

서울 소방화재본부가 년 한해 긴급 출동한 사고1999

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에게 가장 흔한 안전사고

는 문틈이나 회전문에 의한 외상사고 건이었으며(203 )

자전거 사고 건 각종 추락사고 건 장난감(166 ), (163 ),

건 실내가구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사(91 ), (87 ) .

고의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집안 건이었으며 길(465 )



- 120 -

거리 건 놀이터 건 일반건물 건 학교(149 ), (117 ), (105 ),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9 ) .

교통사고 외상 등 아동 안전사고는 아동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오후 시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3-4 .

대개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각종 안전사고가 몇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안전사고는 핵가족화와 맞물려.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 각 국에서는 우발사고에 대한 상세한 역학적 분

석을 하여 사고의 유형과 발생 연령 발생시간과 호발계,

절 우발사고의 성별에 따른 차이 등을 검토하여 아동의,

우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발사고의 발생율은 증.

가추세에 있으나 아동의 건강문제로 가장 인식이 덜 되

어있다 응급실을 내원한 사고 환아에 대한 연구에서 손.

상 및 사고 환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창 등 김효정 등( , 1991; ,

그러나 현재의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역학적인1992).

관점에서 사고발생과 관련된 사후의 조사연구만이 시행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고예방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

는 발달적 능력과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의 부조화,

환경을 탐색하려는 자연적인 호기심 그들 자신을 주장,

하고 규칙에 도전하려는 욕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래로 부터의 인정과 수용에 대한 욕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증명하려는 욕구 때문이다(Sewell, Fains,

또한 사고는 시간적이고 지리적인 요소와 아동1993).

의 발달단계 연령 성별 경제적 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 ,

인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학령전기는 발달단계상 많은 결정적 시기(critical

를 내포하여 이 시기의 건강은 일생의 건강에 중period)

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생의 건강에 기초가 된다 학령전.

기는 발달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미숙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발달하려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반복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 1996).

신체의 성장률은 영아기에 비해 감소되나 전신 운동의

발달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큰 근육의 발달을 위해 규모

가 큰 놀이를 즐기게 되며 미세운동 기술이 성숙하게 된

다 뇌의 크기가 증가되어 조정력이 커지므로 달리기 계. ,

단을 쉽게 오르내리기 물체 뛰어넘기 등의 능력이 생긴,

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상력이 풍부하여 흥미본위로 활.

동하며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며 그 작용을 알려

고 하며 또한 적응하려고 한다 에 의하면 이. Erickson

시기의 발달과제는 솔선감으로 아동은 자율적이고 솔선

수범하며 역할모델인 성인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하기

쉽다 그리하여 혼자서 길거리에 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인지기술을 사용하여 그 주변 세상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학령전기 아동의 주의는 순간적으로 매력적인 환

경에 쉽게 포획되어 전체적인 위험한 환경에 대한 주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유인숙 조희숙 등( , 1988; ,

활동적인 학령전기 아동은 어떤 상황이 위험하1997).

다는 것을 배웠어도 그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일에

아주 몰두하게 된다하영수 이자형 또한( , , 1994).

에 의하면 전조작기로 이 시기 사고 의 특성Piaget ( )考

은 자아 중심적이며 생명이 없는 대상에 그 나름대로 생

명과 느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물활론 을 가(animism)

지고 있다 즉 물활론에 따라 아동 앞에 있는 자동차가. ,

아동이 손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아 정지할 것으로 생각

하며 만화의 주인공이 총이나 차에 의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도 가능하다고 믿는 환상

적인 사고를 한다(Sewell, Gains, 1993).

아동의 사고 가능성은 아동 개인에 따라서도 매우 다

르다 즉 활동성이 높거나 모험적인 놀이를 즐기는 아동. ,

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며 부정적 성향을 지닌 아동

역시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이기숙 등 또한 호( , 1997).

기심이 많은 아동 과격한 남아 스트레스가 많거나 가족, ,

중 환자가 있거나 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배가,

고프거나 피곤한 아동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이 돌볼,

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못한 아동,

등의 경우도 해당된다.

오늘날 사고는 아동기 사망원인의 위를 차지하고 있1

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현대의 발달된 기.

계문명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만큼 부담도

증가시켰다 따라서 오늘날의 아동들은 과거 세대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이기숙 강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 , , , , , 1997).

학령전기 아동에 있어서도 이환 의 대부분(morbidity)

은 사고로 매년 명중 명의 아동이 의학적 치료를 받, 3 1

거나 하루이상의 일상활동의 제한을 받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

의하면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

률이 이상으로 사망원인의 위를 차지하고 있다대4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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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계협회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초등학교와, 1991).

집 부근 이내에서 이상 발생하며 미취학 아(1Km ) 60%

동과 초등학교 년생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이1

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헌진 그럼에( , 1998).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부모들은 영 유아기보다 감독을 소홀히 하며 사

고에 대한 심각성이 낮다(Glik et al, 1991; Russell,

1996).

그러므로 아동의 사고경향을 예측하고 고위험 집단을

확인하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고예

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dwell-

과 은 많은 사람들이 사Udin, Jacobson Jensen(1987)

고는 예측 가능하며 더 중요하게는 예방 가능하다는 것

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과 안전교육2.

아동의 안전은 아동 간호사와 부모 학교 지역사회 모, ,

두의 관심사로 위와 같이 사고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나 사고나 손(Coppens, McCabe, 1995),

상의 대부분은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고도 숙주와 병인사고요인 환경이. ( ),

상호작용을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 보며 이들을 적절하

게 조절하거나 차단하면 사고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

이 바뀌어 사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달

라져야 하는데 사고에 대한 개인의 안전의식이나 지식, ,

기술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아동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 인한 불행한 결과. ,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의 제공은 물

론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를 형성하여,

행동까지 이어져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의 결과로부터의 학습은 인간발달에 중요한 열쇠이

기 때문이다(Smith, 1994).

실제로 스웨덴 등 교통 선진국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

등학생들에게 현장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가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70% ,

라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극적이었다이헌진( , 1998).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유1996

치원 놀이방 등의 수는 약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8,000

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에 달하는 것으로 추68%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학령전기 아동이 다니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시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관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교육내용이(1998),

법령 제 조에 명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5 ( , 1997)

이상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전혀 실시하고40%

있지 않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은

형식적으로 조심하라 는 내용이었을 뿐 교육이 체계적이“ ”

고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아직도 많은 기관에

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대.

상자의 사고경향을 파악해 본 결과 사고경향이 있어 주‘

의가 요구됨에 해당하는 아동이 로 나타나 전반적’ 43%

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경자 등 도 안전교육은 유치원에서(1995)

부터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각 연령층에 맞는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아동이 처음으로 교육.

을 받기 시작하는 곳으로 이러한 기관에서의 교육은 단,

지 질병의 예방만이 아닌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동기화

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개인이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활동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

도 그리고 실천으로 발전시키고 나타내는 기회로 나아,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교육과 경험은 기관

마다 다양하며 많은 경우에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이 부,

족하다 또한 부(Peterson-Sweeney, Stevens, 1992).

모는 아동의 사고예방과 관련된 교육적 요구를 나타내었

으나 건강간호 제공(Halperin, Bass, Mehta, 1983)

자에 의해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았다 사고는 인간의 생.

활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신체적 위협이지만,

와 는 건강 전문가의 이하만이Bass Mehta(1980) 5%

사고예방에 대해 조언을 한다고 보고했으며 와, Bass

도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건강과 관Halperin(1985)

련하여 매우 유용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 전문인들은 사

고예방과 관련된 상담에 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3

는다고 지적하였다 건강 의료인들은 사고에 있어서 예.

방적인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

았다.

학령전기는 이전의 감각운동기와는 다른 차이가 있다.

이 시기의 사고는 시 공간적으로 폭이 넓어지고 활동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등 훨씬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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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즉 언어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체험할. ,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예방적.

인 교육의 개념이 강조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위험의 요소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비해 조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 시기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매체나 그림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교, ,

육을 실시하면 위험요인이나 대처방법 등을 인식하고 이

해할 수 있게 된다한국산업안전공단 그러므로( , 1996).

발달특성 상 학령전기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예,

방적인 측면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아동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

다 아직 글과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에서 시각적.

매체의 적용은 학습동기를 강력하게 유발하고 이해를 돕

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는

데 사고는 이상이 예방 가능하며 안전교육은 장기, 90%

간의 안전에 대한 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안전(Weiss, Duncan, 1986).

교육은 건강의 책임을 수행하는 건강증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고예방에 목적을(Coppens, McCabe, 1995),

둔 안전증진은 건강간호 제공자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되

어야 한다 아직까지 건강과 관련된 신(Swartz, 1993).

념 가치 태도 지식과 기술은 아동기에 형성된다는 증, , ,

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건강과 관련되어 형성된 행

위는 성인기를 향해 계속적으로 성숙된다(Pittman,

확실히 건강과 관련된 개념이나 행위는 학령전1992).

기에 시작되고 이 때 습득한 많은 습(Maheady, 1986)

관은 지속된다 등 도(Langlie, 1977). Guyer (1989)

발달연령에 근거한 중요한 사고예방 교육은 아동기 사고

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지식과 실천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동의 예방전략은 모든 발달단계에 따라 일괄적일 수

없다 다양한 연령집단에 따른 안전과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간호사가 아동과 부모를 교육하고 상담 지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Sewell and Gaines, 1993).

그러므로 직접적인 간호 제공과 상담 협동 의뢰를 통해, ,

간호사는 아동기 사고와 관련된 신체적 손상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를 위해 다른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한 후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추리력 주의력 동작의 속도 동작의 안정도, , , , ,

행동특성 등을 통해 사고 경향의 효과를 예측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적어도 우리가.

아동의 생활 속에 잠재된 사고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

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안전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측정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확립된 안전교육과 함께 건

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험군과 안전교육을 실

시하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와

관련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추리력 주의력 동작의 속, , , ,

도 동작의 안정도 아동의 행동특성 등에 대한 파악을, ,

통해 사고의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를 측

정하는 유사실험설계의 하나인 모의대조군 전후 설계

(Simulat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실험연구이다design) .

연구대상2.

본 연구는 편의표출법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놀이방 시립과 구립 어린이집 학원 등의, , 16

개 기관의 학령전기에 해당되는 세의 아동을 대4, 5, 6

상으로 하였다 이 중 실험군은 개 기관의 학령전기 아. 7

동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개 기관의247 9

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명의 아동을 연구 대상자337 584

로 선정하였다 이는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

회진출로 인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은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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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3.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1999 6 1

년 월 일 까지이었다2000 4 30 .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각 기관의 담당교사에게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아동의 어머니에

게는 담당교사를 통해 문서화된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에

대한 참여를 허락받았다.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안전교육 회차에 따라서

교육영역과 주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각 시간을 분, 30

으로 하여 학습단계에 있어서는 도입에 분 전개에‘ ’ 5 , ‘ ’

분 정리에 분씩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도입부분에20 , ‘ ’ 5 .

서는 대상자들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노래 율동을,

하는 것과 전개에서는 진행자가 각 상황을 제시하면서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하

고 정리에서는 그 날 교육한 학습내용을 확인 마무리하,

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안전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문헌을 토대로 내용의 범위

를 확정한 후에 텍스트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명과 가정의학과 의사 명3 1 ,

간호사 명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차적2 . 1

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을 세의 학령전기 아4, 5, 6

동 각각 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한 결과 아동들5 ,

이 이 내용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잘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실험군에게는 그림 교육책자 등의, , OHP

교육매체를 사용하여 회에 분 내로 구성한 내용으로1 30

회에 걸쳐 연구자가 연구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교4

육을 실시하였는데 대상자 교육시 시간의 제한을 둔 이,

유는 학령전기 아동은 주의집중을 하지만 쉽게 산만해지

기 때문이었다.

실험군에서의 교육내용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주의,

력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방법으로는 강의와 함께

발표 퀴즈놀이의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흥미와, O, X

동기를 유발하도록 노력하였다.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안전과 사고의 개념 사고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였다 생활안전 영역에 있어서는 가정 내 유치원놀이. , (

방 어린이집 놀이터에서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

였으며 아동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시설미끄럼틀 시소( , ,

그네 오르기 시설에서의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퀴즈놀이를 하였다O, X .

교통안전은 차는 차도로 우리는 보도로 다녀야 함과 탈,

것 자동차 기차 전동차의 특징을 생각하도록 하여 바( , , )

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크레파스를 이용한.

신호등을 꾸미기를 통해 신호의 의미를 알려주었으며 아

동 교통사고의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다는 사실70%

을 감안하여 길을 건널 때의 할 일과 이를 순서 맞추기

를 통해 도로횡단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교육하였다.

또한 알맞은 교통표지판 오려붙이기를 통하여 교통표지

판의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었다 주의력 영역에서는 놀.

이를 할 때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해야 함과 위험한 상황

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요약

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되는

가정 놀이터 엘리베이터 도로 등의 상황은 각각 배경, , ,

을 그림으로 그리고 사람 자동차 놀이기구 등은 자석을, ,

이용하여 칠판에 붙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진.

행은 모든 상황을 교육자가 그림을 통해 보여주면서 대

상자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도한 후 보충설명을 실시하

였다.

회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질문지의 검사는 연구자4

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검사시

간과 방법 기록 요령 등을 설명한 후 문제를 읽어주고,

각 영역에 대해 주어진 시간 분을 제한하여 아동이 작(1 )

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 보

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4.

본 연구의 도구는 만 세의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4-6

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의 가 제東京

작한 APP (Accident Proneness Prospect) paper

로 연구의 도구내용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수준에test ,

맞는 상황을 그린 그림과 질문으로 구성된 개 영역으로6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작성하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 ,

추리력 동작의 속도와 동작의 안정도 주의력의 개 영, , 5

역과 유치원 교사가 작성하는 개로 구성된 아동의 행10

동특성 개 영역이다1 .

각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세와 세4 5 ,

세용의 판정기준에 따라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각 영역6

에서의 사고경향과 종합적으로 모든 영역을 합한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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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의 사고경향을 파악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판정기준은 동작의 속도 동작의 안정도 주의력에서 연, ,

령에 따른 판정기준에 차이가 있다 각 영역에서의 판정.

은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함 사고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 ),

됨 사고경향이 높아 위험함 의 개 집단으로 분( ), ( ) 3

류되었다 이 도구는 일본에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

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도구이며 본,

연구자가 년 우리 나라 학령전기 아동 명을 대1998 516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로Cronbach's = .8479α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는 어린이집이 명296

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명(50.7%) 177 (30.3%),

놀이방 명 기타 명 의 순이었다59 (10.1%), 52 (8.9%) .

대상자의 주거형태는 층이상 아파트가 명6 195

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주택 명(33.4%) 137 (23.5%),

단독주택 명 층이하 아파트 명132 (22.6%), 5 120

의 순이었다(20.5%) .

대상자의 연령은 세가 명 으로 가장 많5 248 (42.5%)

았으며 세 명 세 명 의 순4 189 (32.4%), 6 147 (25.2%)

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아가 명로 여아의52.6%(307 )

명 보다 약간 더 많았다 대상자의 순위는47.4%(277 ) .

첫째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331 (56.7%) 230

명 셋째가 명 넷째가 명(39.4%), 22 (3.8%), 1 (0.2%)

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가족형태는 대부분이 핵가족이었으며(507

명 대가족은 명이었다, 86.8%) 13.2%(77 ) .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명 고졸330 (57%),

이하가 명 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세249 (43%) 31 -34

세가 개 로 가장 많았고 세 명246 (42.5%) 35-39 192

세이하가 명 세 이상이(33.2%), 30 111 (19.2%), 40

명 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일제가30 (5.2%) .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없는 경우가 명268 (46.3%) 230

시간제가 명 의 순이었다(39.7%), 81 (14%) .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향의 차이2.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집단 대상자의

사고경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각 영역에서 아동의 사고경향은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함 사고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 ( ),

사고경향이 높아 위험함으로 분류하였는데 생활안전( ) ,

에서는 실험군 에서 대조군 보다 이(72.1%) (65.3%)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2=3.357,

또한 교통안전에서도 은 실험군 에p=.187). (60.3%)

서 대조군 보다 많았고 은 실험군의 경우(59.3%)

로 대조군의 보다 적었으나 유의한 차이는37.2% 38.3%

표 안전교육 프로그램 내용< 1>

회차 교육영역 주제 내용 강의법

1
오리엔테이션

생활안전
안전과 사고

프로그램 진행방법 소개

사고의 개념

안전의 개념

안전의 중요성

강의

발표

2 생활안전 안전한 행동 위험한 행동,
가정 유치원에서의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분별하기,

놀이터 시설에서 지켜야 할 일

강의

발표

퀴즈O, X

3 교통안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도보도/

신호등 꾸미기

길을 건널 때의 할 일

횡단순서 맞추기

강의

집단활동

발표

4
교통안전

주의력
서두르면 안 되요

교통표지판의 의미와 기능

차례차례

위험한 상황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

강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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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χ2 교통사고는 세 이상 아=.848, p=.654). 1

동들의 사고 사망률의 제 원인으로 학령전기 아동에서1

전체 사고로 인한 사망 중 자동차 사고는 남아에서

여아에서 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고33%, 40%

려된다 특히 학령전기 아동에서는 보행자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이는.

본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에서 교통안전을 강조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추리력에서는 실험군 과 대조군 모(50.6%) (57.9%)

두에서 이 많았으나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χ2 동작의 속도에서는 실험군=5.658, p=.059)

이 대조군 보다 이 많았으며 과(78.9%) (62.6%)

은 실험군보다 대조군에서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χ2=18.732, p=.000).

동작의 안정도에서는 실험군 이 대조군(70.9%)

보다 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65.0%) (χ
2 주의력에서는 이 실험군=3.98, p=.137) (88.7%)

에서 대조군 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84.9)

이는 없었다(χ2=1.840, p=.399).

행동특성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이 가장 많(48.7%)

은 반면 실험군은 이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37.7%)

를 보였는데(χ2 대조군의 경우에=27.785, p=.000),

는 과 이 를 차지하였으나 실험군은81% , ,

의 순이었다 즉 행동특성에서 안전교육의 효과가 있는. ,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은 사고에 대한 개.

인의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행동의 변, ,

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

시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이 로 가장 많은 비율48.7%

을 차지한 결과는 이 시기 아동의 성격특성을 간접적으

로 나타낸 것으로 이 시기 아동이 과다행동 공격적인,

행동의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아동에게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무조

건 통제하기 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동에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주의

할 점을 알려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Guyer

또한 어른들은 철저한 감독을 하면서도et al, 1980).

표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향의 차이< 2> 빈도(%)

합계 χ2 값, p

생활안전 실험군 178(72.1) 58(23.5) 11( 4.5) 247(100) χ2=3.357

p=.187대조군 220(65.3) 102(30.3) 15( 4.5) 337(100)

398(68.2) 160(27.4) 26( 4.5) 584(100)

교통안전 실험군 149(60.3) 92(37.2) 6( 2.4) 247(100) χ2=0.848

p=.654대조군 200(59.3) 129(38.3) 8( 2.4) 337(100)

349(59.8) 221(37.8) 14( 2.4) 584(100)

추리력 실험군 61(24.7) 125(50.6) 61(24.7) 247(100) χ2=5.658

p=.059대조군 85(25.2) 195(57.9) 57(16.9) 337(100)

146(25.0) 320(54.8) 118(20.2) 584(100)

동작의 속도 실험군 195(78.9) 43(17.4) 9( 3.6) 247(100) χ2=18.732

p=000***대조군 211(62.6) 111(32.9) 15( 4.5) 337(100)

406(69.5) 154(26.4) 24( 4.1) 584(100)

동작의 안정도 실험군 175(70.9) 52(21.1) 20( 8.1) 247(100)

337(100)

584(100)

χ2=3.98

p=.137대조군 219(65.0) 74(22.0) 44(13.1)

394(67.5) 126(21.6) 64(11.0)

주의력 실험군 219(88.7) 20( 8.1) 8( 3.2) 247(100) χ2=1.840

p=.399대조군 286(84.9) 38(11.3) 13( 3.9) 337(100)

505(86.5) 58( 9.9) 21( 3.6) 584(100)

행동특성 실험군 93(37.7) 74(30.0) 80(32.4) 247(100) χ2=27.785

p=.000***대조군 64(19.0) 109(32.3) 164(48.7) 337(100)

157(26.9) 183(31.3) 244(41.8) 584(100)

종합판정 실험군 104(42.1) 93(37.7) 50(20.2) 247(100) χ2=12.02

p=.002**대조군 100(29.7) 135(40.1) 102(30.3) 337(100)

204(34.9) 228(39.0) 152(26.0) 584(10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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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영역을 확대시켜 주어 그들의 호기심을 제한하

지 않아야 할 것이다.

종합판정에서는 실험군은 (42.1%), (37.7%),

순이었으나 대조군은(20.2%) (40.1%),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30.3%), (29.7%) (χ

즉 종합적으로 판정해 볼 때 안전2=12.02, p=.002).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작의 속도. ,

행동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안전,

교육은 결과적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안전

한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행동의 변화까지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3.

고경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이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χ2 를 통하여 동질성 검증을 하였으나 값에 있어-test p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의 범(p=.059- .388

위 동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는 기관에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

리력(χ2 동작의 속도=10.48, p=.005), (χ2=7.341,

행동특성p=.025), (χ2 이 주거형=18.86, p=.000) ,

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추리력(χ2=6.683, p=.035),

동작의 속도(χ2 행동특성=12.76, p=.002), (χ2=

이 혼합형주택인 경우 동작의 속도12.24, p=.002) , (χ
2 와 행동특성=6.935, p=.031) (χ2=10.816, p=

이 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 동작의 속도.004) , 6 (χ2

가 대상자의 연령이 세인 경우는=7.543, p=.023) , 4

동작의 속도(χ2 행동특성=16.5, p=.000), (χ2=

이 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12.18, p=.002) , 5 (χ2=

주의력7.519, p=.023), (χ2 행동=6.372, p=.041),

특성(χ2 과 종합판정=14.74, p=.001) (χ2=14.5, p=

에서 대상자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생활안전.001) , (χ2

동작의 속도=6.406, p=.041), (χ2=22.86, p=

행동특성.000), (χ2 과 종합판정=13.72, p=.001) (χ2

에서 여아의 경우 추리력=13.82, p=.001) , (χ2=

과 행동특성12.57, p=.002) (χ2 이=13.16, p=.001) ,

아동이 과거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는 교통안전(χ2

이 사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추리력=6.683, p=.035) ,

(χ2 동작의 속도=8.384, p=.015), (χ2=20.6, p=

행동특성.000), (χ2 과 종합판정=25.1, p=.000) (χ2

에서 아동의 순위가 첫째인 경우 추=10.79, p=.005) ,

리력 (χ2 동작의 속도=11.15, p=.004), (χ2=11.92,

행동특성p=.003), (χ2 이 둘째인=7.003, p=.030) ,

경우 동작의 속도(χ2 행동특성=6.694, p=.035), (χ2

과 종합판정=26.9, p=.000) (χ2 에=14.3, p=.001)

서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는 추리력, (χ2=8.777,

동작의 속도p=.012), (χ2 행동특성=19.0, p=.000),

(χ2 과 종합판정=26.4, p=.000) (χ2=9.999, p=

에서 어머니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는 생활.007) ,

안전(χ2 동작의 속도=8.023, p=.018), (χ2=10.99,

행동특성p=.004), (χ2 이 대졸 이=6.777, p=.034) ,

상인 경우는 추리력(χ2 동작의 속=6.717, p=.035),

도(χ2 행동특성=8.963, p=.011), (χ2=25.03, p=

과 종합판정.000) (χ2 에서 어머니=15.19, p=.001) ,

연령이 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31-34 (χ2=12.29,

와 행동특성p=.002) (χ2 이=14.17, p=.001) , 35-39

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 행동( 2=9.859, p=.007),χ

특성(χ2 종합판정=9.095, p=.011), (χ2=7.810,

에서 세 이상인 경우는 생활안전p=.020) , 40 (χ2=

이 어머니 직업이 전일제인 경우는 교5.593, p=.025) ,

통안전(χ2 과 추리력=6.032, p=.049) (χ2=8.502,

이 어머니 직업이 시간제인 경우는 동작의 속p=.014) ,

도(χ2 와 행동특성=10.99, p=.004) (χ2=7.895, p=

이 직업이 없는 경우는 동작의 속도.019) , (χ2=6.410,

동작의 안정도p=.041), (χ2 행동=6.879, p=.032),

특성(χ2 과 종합판정=27.72, p=.000) (χ2=18.1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리력(χ2 은 실험군 과 대=10.48, p=.005) (50.6%)

조군 모두 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59.8%)

나타났으며 동작의 속도(χ2 는 실험=7.341, p=.025)

군 이 대조군 보다 은 많고 은 실험(78.9%) (70.4%)

군 보다 대조군 에서 많아 실험군이 안(17.4%) (27.6%)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특성. (χ2=18.86, p=.000)

에서도 실험군은 안전함이 로 가장 많은 반( ) 37.7%

면 대조군은 사고경향이 높음이 로 가장 많, ( ) 48.7%

이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추리.

력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으나 이는 아동의 연령과 관

련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서 세의 빈도가 가장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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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동작의 속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

으나 이는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자형 김신정 이정은 추후검증을 통해 정확( , , , 1998),

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행동특성의 결과는 안.

전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행동특성이 사고경향이 낮아

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형태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추리력(χ2 의 경=6.683, p=.002)

우 실험군에서는 이 인 반면 대조군에서는36.4%

로 나타났으며 동작의 속도에 있어서도 실험군은23.6%

이 이었으나 대조군에서는 로 나타났고87.0% 60.0%

실험군에서는 과 이 대조군에 비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특성. (χ2 에 있어서도=12.24, p=.002)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39.9%

로 가장 많아 안전교육의 효과로 추측된다 혼합52.7% .

형 주택의 경우에는 동작의 속도(χ2=6.935, p=.031)

와 행동특성(χ2 에서 유의한 차이를=10.816, p=.004)

나타냈는데 동작의 속도의 경우 실험군 이 대조(635.%)

군 보다 이 많았으며 행동특성의 경우도 실험(58.8%)

군 이 대조군 보다 이 많았다 주거지(40.4%) (52.9%) .

가 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동작의 속도6 (χ2=7.543,

는 실험군의 대부분 이 인 반면 대조p=.023) (81.5%)

군은 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과 의 빈도가64.1%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거형태에 따른 동작의 속도.

에 있어서의 유의도를 살펴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가 유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아,

파트와 비교해서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어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동작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

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안전교육의 효과라,

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김경희 는. (1981)

아동의 주택환경이 아동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은 옥외활동을 적게 한다고 보고

하면서 이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체가 옥외장소로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어머니 혹은 보호자의 주의가 쉽게

닿지 못하므로 놀이터에 나가거나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

된다고 하였으며 이수정 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1997)

동이 사고를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거.

형태만이 아닌 아동과 관련된 다른 요소나 환경적 요인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연령이 세의 경우에는 동작의 속도4 (χ2=

와 행동특성16.5, p=.000) (χ2 에서=12.18, p=.002)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동작의 속도에 있어서는 실험,

군에서는 이 로 대조군에서는 로 나타78.3% , 48.3%

났으며 대조군 의 경우는 실험군 보다(41.7%) (15.9%)

이 많이 나타났다 행동특성에 있어서도 은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 많았으며 대조군은(34.8%) (12.5%)

이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연55.0% .

령이 세의 경우에는 동작의 속도5 (χ2=7.519, p=

주의력.023), (χ2 행동특성=6.372, p=.041), (χ2=

과 종합판정14.74, p=.001) (χ2 에=14.5, p=.001)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작의 속도에서는 실험.

군 이 대조군 보다 이 많았으며 주의(73.8%) (61.5%)

력에서도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 이(87.3%) (83.6%)

많았고 실험군에서는 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었다.

행동특성에 있어서도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많은36.5%

반면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종52.5%

합판정에서도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많은 반면46.0%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45.9% .

과에서 세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역이 하나도 나타나지6

않았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에 대,

해 지각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주의.

력은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주의집중 시간

도 분에서 분 정도로 증가하게 되나조결자 외10 30 ( ,

이는 안전교육의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는 기본1997),

적인 아동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세의 경우 행동특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난. 5

것은 세를 전후하여 위험한 장난이나 놀이를 할 경우5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

의 인지능력이 발달하므로김경중 최인숙 행동( , , 1989)

특성에서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두집단의 차이는 남아의 경우

생활안전(χ2 동작의 속도=6.406, p=.041), (χ2=

행동특성22.86, p=.000), (χ2 과=13.72, p=.001)

종합판정(χ2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13.82, p=.001)

타내었다 생활안전에서는 실험군 이 대조군. (75.0%)

보다 이 많았으며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61.2%)

과 이 적게 나타났다 동작의 속도는 실험군은 대부분.

에서 이 나타난 반면 대조군은 를 차(80.6%) 56.3%

지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이 를 차지하였다39.9% .

행동특성은 이 실험군에서는 로 나타난 반면 대38.7%

조군에서는 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는 이14.8%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종합판정에 있어서도 실55.2% .

험군은 의 순이었(41.9%), (37.1%), (21.0%)

으나 대조군은 의(44.8%), (35.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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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나 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다 그러.

나 남아의 경우에는 종합판정에 있어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한 결과이다.

여아의 경우에는 추리력(χ2 과 행동=12.57, p=.002)

특성 영역(χ2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13.16, p=.001)

타내었다 추리력의 경우 실험군 과 대조군. (48.0%)

모두 이 많았고 실험군 보다 대조군(63.0%) (22.0%)

에서 이 많아 이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24.0%) .

행동특성의 경우에는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높은43.9%

비율을 차지했으나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은40.9%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아의 경우 생활안전에 있어서의.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아가 사고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결과이자형 등( , 1998; Gallaher et al, 1984;

와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Beattie, 1997)

각된다 또한 종합판정에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사고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의 비( )

율이 가장 많았던 것은 비록 안전교육을 통해 효과는 있

었으나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활동수

준이 높고 적응성이 낮다는 결과서수경 로 설명( , 1993)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질은 성과 유의한 상관.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는 행동특성에서 교.

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추리력의 경우는 다른

기질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추후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사고경험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에서 아동이 과거 사

고경험이 있는 경우는 교통안전(χ2=6.683, p=0.03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실험군 에서, (71.9%)

대조군 보다 이 많아 안전교육의 효과를 추측(52.8%)

할 수 있다 사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추리력. (χ2=

동작의 속도8.384, p=.015), (χ2=20.6, p=.000),

행동특성(χ2 과 종합판정=25.1, p=.000) (χ2=10.79,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추리력과 동작의p=.005) .

속도에서는 실험군 이 대조군(25.1%, 79.5%) (23.3%,

보다 은 많았고 대조군에서는 과 이 실험60.4%)

군보다 더 많았다 행동특성은 실험군은 이 로. 38.1%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았으며47.5%

종합판정에서도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많은 반면44.2%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에서40.0% .

사고경험이 있었던 경우 실험군에서 교통안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이자.

형 등 의 연구에서는 과거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1998)

가 사고경향 또한 높다고 나타났는데 사고는 한번 발생,

하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고경(Jones, 1980),

험이 없는 경우는 안전교육을 통해 행동특성을 안전하게

유지하키며 사고경험이 있는 군에 대해서는 행동특성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고는.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신체적 위협

으로 생활하는 곳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데 아동 개,

인의 정서적 반응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의

행동양식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고경향을.

지닌 아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신체

적 정신적 행동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 , (Jones, 1980)

러한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순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아동의 순위

가 첫째인 경우 추리력(χ2 동작의=11.15, p=.004),

속도(χ2 와 행동특성=11.92, p=.003) (χ2=7.003,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추리력에 있어서p=.030) .

는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 이 많았으(51.7%) (61.2%)

며 동작의 속도는 실험군 이 대조군 보(76.9%) (59.0%)

다 이 많았고 행동특성도 실험군은 이 로 가37.8%

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았다 대46.3% .

상자가 둘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χ2=6.694, p=

행동특성.035), (χ2 과 종합판정=26.9, p=.000) (χ2

에서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14.3, p=.001)

다 동작의 속도는 실험군의 경우 대부분 이. (82.5%)

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로 나타났다 행동특성67.7% .

에 있어서는 실험군은 로 이 가장 많은 반면 대39.2%

조군은 이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종합판정51.9%

에 있어서도 실험군은 이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51.5%

고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39.8%

다 변수자 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1974)

사고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둘째 아동이 가장 사고,

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신정 등 의(2000)

연구에서도 둘째 아동인 경우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아. (1992)

는 첫째가 둘째보다 안정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순위만이,

아닌 성별이나 다른 특성과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추

후연구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의 경우 추리력

(χ2 동작의 속도=8.777, p=.012), (χ2=19.0, p=

행동특성.000), (χ2 과 종합판정=26.4, p=.000) (χ2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9.999, 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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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리력은 실험군 이 대조군. (26.8%)

보다 은 많았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이 가(25.5%)

장 많았으며 동작의 속도에서도 실험군 이 대조(80.0%)

군 보다 이 많았다 행동특성에 있어서 실험군(62.3%) .

은 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36.6%

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판정에 있어서도 실험군은50.3%

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42.2% 41.1%,

이 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30.1% .

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가족 하,

에서 자란 아동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으며 주의력이

높다는 보고인간발달학회 가 있다 그러나 현재( , 1995) .

우리 나라 가족형태의 대부분은 핵가족이며 본 연구에서

도 의 대상자가 핵가족임을 고려해 볼 때 유의한86.8% ,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안전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는 생활안전(χ2

동작의 속도=8.023, p=.018), (χ2=10.99, p=

와 행동특성.004) (χ2 에서 유의한=6.777, p=.034)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의 경우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 이 많았으며 동작의(74.0%) (58.4%)

속도에 있어서도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77.0%) (58.4%)

이 많았다 행동특성에 있어서도 실험군 이 대조. (34.0)

군 보다 이 많았는데 이 영역에 있어서는 실험(19.5) ,

군과 대조군 모두 이 로 가장 많은 빈42.0%, 53.0%

도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대졸 이상인 경.

우는 추리력(χ2 동작의 속도=6.717, p=.035), (χ2=

행동특성8.963, p=.011), (χ2 과=25.03, p=.000)

종합판정(χ2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15.19,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리력의 경우 실험군 이. (30.0%)

대조군 보다 이 많았으며 동작의 속도에서도(27.3%)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 이 많았다(81.1%) (66.3%) .

행동특성은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41.2%

조군은 이 로 가장 많았고 종합판정에서도 실험45.5%

군은 이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대조군은54.5%

과 이 각각 를 차지하였다 김신정 등40.6%, 26.2% .

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2000)

경우 행동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

행동특성에서 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사고예방행위는 낮았다

는 보고로 추측해 볼 수 있다강희숙 이수정( , 1993; ,

도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1997). Halperin(1985)

부족한 부모에게 안전교육은 매우 유용함을 제시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집단에서는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어머니의. ,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본 것이 아니라 실험군과 대조

군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로 해석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의 재검.

증을 통해 좀 더 확실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에서는 어머니 연령

이 세인 경우 동작의 속도31-34 (χ2=12.29, p=.002

과 행동특성(χ2 에서 유의한 차이가=14.17, p=.001)

있었다 동작의 속도에서는 실험군 이 대조군. (83.0%)

보다 이 많았으며 행동특성에서는 실험군은(63.6%)

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36.8% , 47.9%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 연령이. 35-39

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χ2 행동=9.859, p=.007),

특성(χ2 과 종합판정=9.095, p=.011) (χ2=7.81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p=.020) .

작의 속도에서는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89.0%) (69.7%)

이 많았으며 행동특성에서는 실험군은 이 로45.2%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았다40.3% .

종합판정에서도 실험군은 이 로 과반수를 차지56.2%

하였고 대조군은 과 이 를 차지하였다 어머62.2% .

니 연령이 세 이상인 경우는 생활안전40 (χ2=5.593,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p=.025)

나타났다 즉 실험군은 거의 대부분인 가 이었. , 93.8%

으나 대조군은 이 를 차지하였다 이자형 등42.9% .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연령이 세 이상인 경우(1998) 40

사고에 대한 아동의 안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에 대해서 세 이상인 경우는 어머니의 대부분이 자40

녀양육 경험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연령이 세 이상인 경우에40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으나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에서 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어머니 직업에 따른 집단의 차이는 어머니 직업이 전

일제인 경우 교통안전(χ2 과 추리력=6.032, p=.049)

(χ2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8.502, p=.014) .

통안전의 경우 실험군 이 대조군 보다(68.7%) (54.1%)

이 많았으며 추리력도 실험군은 이 로 가장45.5%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대조군은 이 로 과반58.6%

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 직업이 시간제인 경우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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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χ2 와 행동특성=10.99, p=.004) (χ2=7.89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9) .

동작의 속도는 실험군의 대부분 은 으로(92.1%)

과 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5.3%) (2.6%) .

그러나 대조군은 이 를 차지하였다 행동특성은44.2% .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44.7%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1.9% .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동작의 속도(χ2=6.410,

동작의 안정도p=.041), (χ2 행동=6.879, p=.032),

특성(χ2 과 종합판정=27.72, p=.000) (χ2=18.1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작의 속도와p=.000) .

동작의 안정도에서 실험군 에서는 이(79.2%, 72.9%)

대조군 보다 많았으며 실험군에서는(61.5%, 68.1%)

에 해당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이 각각 로 나타났다 행동특성에 있어서4.7%, 2.2% .

는 실험군의 경우 이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50.0%

하였으나 대조군은 이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52.7%

지하였으며 종합판정에 있어서도 실험군은 이 54.2%

인 반면 대조군은 과 이 를 차지하였다 본73.7% .

연구결과에서 전일제 어머니의 경우 나타난 차이는 시간

제 어머니나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아동과 공

유하는 시간의 양이 제한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안전교육

의 효과로 추측된다 이자형 등 의 연구결과에서. (1998)

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행동특성이 유의하게 위

험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실험군에서는 교통안전 동작의 속도 동작의, ,

안정도에서 이 한 경우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추리력과 동작의 속도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 기질같은 요소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동작의 속도와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안전교육은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특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유도함을 짐작할 수 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4.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이 종합판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궁극적으

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공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식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고 하였는(Ioge & Giordano, 1992)

데 학령전기 아동의 태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교육을 통한 경험을 통해 구조화되는 정신적이고 신경적

인 상태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개인

의 반응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아동 행동의 결정 요소는 가정 학교 일반적인 사회, ,

환경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과 아동 개인의 인지적 요인,

동기 유발적 정서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최윤정 이 중에서 아동의 인지적 요인( , 1997).

과 동기유발적 정서적 요인은 교육에 의한 변화가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은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커 있고 이 연령의 특징적인 모방감과 솔선감이 이

러한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며 행동에 있어서는 원인의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좋지 않는 행동은 조정할 수 있으

므로 이 시기의 교육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실험군에서 사고경향이 낮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리력 동작의 속도 동작. , ,

의 안정도 주의력의 경우 아동의 성별 나이 성숙도 등, , ,

기질적인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회의 단기간의4

교육으로는 그 변화를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안전교육.

의 내용이 가정 어린이집 놀이터에서의 생활안전과 차, ,

도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도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 비율은 높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역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사고와 이에

따른 상해는 아동 건강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안전교육이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 예측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립된 안전교

육의 실시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통해 그

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간호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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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유치원과 놀이방 시,

립과 구립 어린이집 학원 등의 개 기관의 학령전기, 16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실험군은 개 기관의 학. 7

령전기 아동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개247 9

기관의 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명의 아동을 연구337 584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에게는 그림 교육책자 등의 교육매체를, , OHP

사용하여 회에 분 내로 개발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1 30

회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는 만 세의 학령전기 아4 4-6

동의 사고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의 東京

가 제작한 APP (Accident Proness Prospect)

를 사용하였다paper test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향은 생활안전 교1. ,

통안전 추리력 동작의 속도 동작의 안정도 주의, , , ,

력 행동특성의 각 영역에서 아동의 사고경향을,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함 사고경향이 있( ), (

어 주의가 요구됨 사고위험이 높음으로 분류한), ( )

결과 동작의 속도(χ2 행동특=18.732, p=.000),

성(χ2 종합판정=27.785, p=.000), (χ2=12.02,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안전교육의 효p=0.002)

과를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2.

경향의 차이는 기관에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 추리력(χ2 동작의 속도=10.48, p=.005), (χ2

와 행동특성=7.341, p=.025) (χ2=18.86, p=

이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추리력.000) , (χ2=

동작의 속도6.683, p=.035), (χ2=12.76, p=

와 행동특성.002) (χ2 이 혼합형=12.24, p=.002) ,

주택인 경우 동작의 속도(χ2 와=6.935, p=.031)

행동특성(χ2 이 층 이상 아파=10.816, p=.004) , 6

트인 경우 동작의 속도(χ2 가 대=7.543, p=.023) ,

상자의 연령이 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4 (χ

와 행동특성2=16.5, p=.000) ( 2=12.18,χ

이 세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p=.002) , 5 (χ2=7.519,

주의력p=.023), (χ2 행동특성=6.372, p=.041),

(χ2 종합판정=14.74, p=0.001), (χ2=14.5, p=

에서 대상자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생활안전.001) ,

(χ2 동작의 속도=6.406, p=.041), (χ2=22.86,

행동특성p=.000), (χ2 과 종합=13.72, p=.001)

판정(χ2 에서 여아의 경우 추리=13.82, p=.001) ,

력(χ2 과 행동특성=12.57, p=.002) (χ2=13.16,

이 아동이 과거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는p=.001) ,

교통안전(χ2 이 사고 경험이 없=6.683, p=.035) ,

는 경우는 추리력(χ2 동작의 속=8.384, p=.015),

도(χ2 행동특성=20.6, p=.000), (χ2=25.1, p=

과 종합판정.000) (χ2 에서 아동=10.79, p=.005) ,

의 순위가 첫째인 경우 추리력(χ2=11.15, p=

동작의 속도.004), (χ2 와 행동=11.92, p=.003)

특성(χ2 이 둘째인 경우 동작의=7.003, p=.030) ,

속도(χ2 행동특성=6.694, p=.035), (χ2=26.9,

과 종합판정p=.000) (χ2 에서 가=14.3, p=.001) ,

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는 추리력(χ2=8.777, p=

동작의 속도.012), (χ2 행동특성=19.0, p=.000),

(χ2 과 종합판정=26.4, p=0.000) (χ2=9.999,

에서 어머니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p=.007) ,

는 생활안전(χ2 동작의 속도=8.023, p=.018), (χ
2 와 행동특성=10.99, p=.004) (χ2=6.777, p=

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추리력.034) , (χ2=6.717,

동작의 속도p=.035), (χ2 행=8.963, p=.011),

동특성(χ2 과 종합판정=25.03, p=.000) (χ2=

에서 어머니 연령이 세인15.19, p=.001) , 31-34

경우 동작의 속도(χ2 와 행동특성=12.29, p=.002)

(χ2 이 어머니 연령이 세=14.17, p=.001) , 35-39

인 경우 동작의 속도(χ2 행동특=9.859, p=.007),

성(χ2 과 종합판정=9.095, p=.011) (χ2=7.810,

에서 세 이상인 경우 생활안전p=.020) , 40 (χ2=

에서 어머니 직업이 전일제인 경우5.593, p=.025) ,

교통안전(χ2 과 추리력=6.032, p=.049) (χ2=

에서 어머니 직업이 시간제인 경우8.502, p=.014)

는 동작의 속도(χ2 와 행동특성=10.99, p=.004)

(χ2 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는 동=7.895, p=.019) ,

작의 속도(χ2 동작의 안정도=6.410, p=.041), (χ
2 행동특성=6.879, p=.032), (χ2=27.72, p=

과 종합판정.000) (χ2 에서 유의=18.11, p=.000)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해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안전.

교육은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특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유도함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령전기 아동에게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장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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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안2.

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영역별로 나타난 결과를 실무에서 아동3.

안전교육시 활용할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 뿐 아니라 유아 학령기 아동을 대상4. ,

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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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Safety education program,

Preschooler

Development and Effect of Safety

Education Program in Preschooler

Kim, Shi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 of safety education program in preschool

children for accident prevention and improve

their health through more systematic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584 preschoolers(247

preschooler a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337 preschoolers are assinged to control

group) from 4 to 6 years old using APP paper

test which consists of questions and drawings.

To experimental group, safety education were

done 4 times within the time of 30 minutes per

1 time using education books, drawings, OHP.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movement

(χ2=18.732, p=.0000), behavioral character

(χ2=27.785, p=.000), synthetic judgement

(χ2=12.02, p=0.002). So, safety education

program have effect on preschooler.

2. In the accident proneness on preschooler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

prov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were done,

reasoning power(χ2=10.48, p=.005), movement

speed(χ2=7.341, p=.025) and behavioral

character(χ2=18.86, p=.000), in the case of

housing pattern is private house(individual

house, yard?), reasoning power(χ2=6.683,

p=.035), movement speed(χ2=12.76, p=

.002) and behavioral character(χ2=12.24,

p=.002), in the case of housing pattern is

mixed-type, movement speed(χ2=6.935, p=

.031) and behavioral character(χ2=10.816,

p=.004), in the case of housing pattern is

over six stories, movement speed(χ2=7.543,

p=.023), in the case of subjects' age is 4

years old, movement speed(χ2=16.5, p=

.000) and behavioral character(χ2=12.18,

p=.002), in the case of subjects' age is 5

years old, movement speed(χ2=7.519, p= .023),

watchfulness(χ2=6.372, p=.041), behavioral

character(χ2=14.74, p=0.001) and synthetic

judgement(χ2=14.5, p=.001), in the case of

subjects' sex is male, life safety(χ2=6.406,

p=.041), movment speed(χ2=22.86, p=

.000), behavioral character(χ2=13.72, p=

.001) and synthetic judgement(χ2=13.82,

p=.001), in the case of subjects' sex is

female, reasoning power(χ2=12.57, p=.002)

and behavioral character(χ2=13.16, p=

.001), in the case of childrens have past

accidental experience, traffic safety(χ2=

6.683, p=.035), in the case of childrens

have no past accidental experience, reasoning

power(χ2=8.384, p=.015), movement speed

(χ2=20.6, p=.000), behavioral character(χ2

=25.1, p=.000) and synthetic judgement(χ2

=10.79, p=.005), in the case of children's

order is first, reasoning power(χ2=11.15,

p=.004), movement speed(χ2=11.92, p=

.003) and behavioral character(χ2=7.003,

p=.030), in the case of children's order is

second, movement speed(χ2=6.694, p=

.035), behavioral character(χ2=26.9, p=

.000) and synthetic judgement(χ2=14.3, p=
* Da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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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in the case of nuclear family,

reasoning power(χ2=8.777, p=.012), movement

speed(χ2=19.0, p=.000), behavioral character

(χ2=26.4, p=0.000) and synthetic judgement

(χ2=9.999, p=.007), in the case of mothers'

school career is under high school graduate,

life safety(χ2=8.023, p=.018), movement

speed(χ2=10.99, p=.004) and behavioral

character(χ2=6.777, p=.034), in the case of

mothers' school career is beyond college

graduate, reasoning power(χ2=6.717, p=

.035), movement speed(χ2=8.963, p=.011),

behavioral character(χ2=25.03, p=.000) and

synthetic judgement(χ2=15.19, p=.001), in

the case of mothers' age ranged 31-34,

movement speed(χ2=12.29, p=.002) and

behavioral character(χ2=14.17, p=.001), in

the case of mothers' age ranged 35-39,

movement speed(χ2=9.859, p=.007), behavioral

character(χ2=9.095, p=.011) and synthetic

judgement(χ2=7.810, p=.020), in the case

of mothers' age is over 40, life safety(χ2

=5.593, p=.025), in the case of mothers'

job is full-time, traffic safety(χ2=6.032,

p=.049) and reasoning power(χ2=8.502, p=

.014), in the case of mothers' job is part-

time., movement speed(χ2=10.99, p=.004)

and behavioral character(χ2=7.895, p=

.019), in the case of mothers have no job,

movement speed(χ2=6.410, p=.041), move-

ment stability(χ2=6.879, p=.032), behavioral

character(χ2=27.72, p=.000) and synthetic

judgement(χ2=18.11, p=.000).

The difference of accident pronenes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s, it also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behaviorl

character compared to other area.. From this

findings, we can guess that safety education

program change and guide preschoolers'

behavioral character to desirable di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