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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

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발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김신정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는 원인( , 2001).

별 사망자 통계의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어린 연령층이 가장 많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세 아동의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자의 를 차지0 14 40%～

하며 세 아동의 사망원인 제 순위가 사고로서 그, 1 9 1～

심각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윤중수 이시백( , , 1995).

사고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과 고통으로 인한 개

인적 국가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며 가장 비싼 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군으로서 암과 심장질환의 비용을 능가하

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아동의 상해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보다 남은 삶의

기간으로 보아 개인 국가 사회 및 의료전반에 걸쳐 그, ,

손실 정도가 훨씬 크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

고 필수적이다.

강희숙 은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원인으로(1992)

최다수는 교통사고이며 자전거 사고 놀이 사고 추락사, , ,

고 화상사고의 순 이라고 하여 사망자수에 부상과 불구,

를 합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고경화. (1992)

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중 약 가 차를80%

타고 있다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보행 중 교통사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보다 경각심을 가지,

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사전이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은 발달특성 상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며 규칙에 도전하려는 욕구와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하고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아직까지 신,

체기능의 미숙으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well &

Gaines, 1993).

교통사고의 경우 초등학교 학년이 사고와 부상율이1

가장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홍성민 박응원 초등학교 학년은 점차( , , 1992). 1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데다 위험인지도가 낮고 부모들의 보호와 지도가 상대적

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고의 빈도가 높다김소선 이은( ,

숙 또한 이 시기는 학령전기 아동과 비교하여, 1999).

학교생활과 더불어 활동과 놀이 반경이 커지는 시기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안전교육지도가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훈련을 하

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익힌 체계적인 보건안전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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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인의 평생 건강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규칙

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고의 피해,

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하여 현.

재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매년 시간 초등학교는30 , 21～

시간의 교통안전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담당23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전문지식 부족 실제 사고사례, ,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교재의 부족으로 인해 실

질적인 교육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허(

억,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사례를 조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

율적인 사례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2.

본 연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실태 및 해결전략을 조사

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유형을 파악한다1) .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전략2)

을 모색한다.

용어 정의3.

안전사고1)

간단한 찰과상 타박상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상처에, ,

서부터 교통사고 화상 감전 익수 추락 등 안전과 관, , , ,

련된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나, ,

불편감을 초래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고를 말

한다김소선 이은숙( , , 1999).

Ⅱ 문헌 고찰.

오늘날 눈부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많은 기계와 설

비의 개발로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사회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증가되어 많은 사고발생과 더불어 인

명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의 정의에 의하면 사고란 알아볼(WHO) “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인 사건 이라 하고 미국안” ,

전회의 는 인간에게 상처(National Safety Council) “

또는 사망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결과 라고 정의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는 아동 사망원인의 제 위를1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Marlow & Redding, 1988)

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 안전 사고는 계속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윤종수 이시백( , , 1995).

응급실에 오는 세 이하 환아 명중 명은 사고로15 5 1

인하여 온다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오는 경우가 정. 60%

도 맞거나 칼 등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오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그 외 동전 등 이물25%, 7%,

질을 삼켰거나 물에 빠지거나 약물사고 등도 있다 안전.

사고 환아의 사망률은 로서 가장 높은 사인은 교2 4%～

통사고로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물에 빠지는50% ,

사고 추락사고 순이다김신정, ( , 2001).

년에 발표한 교통사고의 보고에 의하면 세 이1991 14

하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로 이 중 사17.9%

망자는 부상자는 를 차지하고 있다 또11.7%, 15.1% .

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초등학생은 이며 부상자34.55%

의 경우는 초등학교 아동이 를 차지하여 가장 많45.8%

다 한국산업 안전공단 년 교통사고로 숨( , 1996). 2000

진 세 미만의 아동은 명 다친 아동은 명으13 518 , 9,520

로 사망자수는 년 명에 비해 나 증가하1999 (490 ) 8.2%

였다 소년조선일보 년 월 일자 신문 이는 스( , 2001 3 17 ).

웨덴의 여명 네델란드의 여명 등 선진국에 비해50 , 80

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인구 만명 당 아6 9 . 10～

동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명으로 명인 스웨덴 영7.7 2 3 ,～

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 , ,

고 특히 초등학교 학년의 사망자가 전체의 를, 1 37.4%

차지했다허억( , 2001).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의

교통사고는 봄철 중에서도 특히 월 토요일 오후4 5～

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가 학교와 집2 6～

주변 반지름 이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Km .

또한 여아보다 남아의 사망이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1.6

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뛰어서 무단횡단이. ‘ ’ 38.3%,

횡단 보도 사고 등 보행 중 사망률이 전체의‘ ’ 18.5%

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들의 보행65% .

중 사고 비율이 스웨덴 네델란드 등 선진국이, 10～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20%

와 무관심 안전 의식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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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박응원 에 의하면 세 이하의 아동, (1993) 14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초등학교 학년은 학1 11.3%, 2

년은 학년은 학년은 학년은7.45%, 3 5.6%, 4 3.4%, 5

학년은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며3.1%, 6 3.6% ,

전체 부상자수에 대한 학년별 비율도 같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또한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중 는 보행. 79.2%

중 사망사고로서 도로횡단중 사고가 로 가장 높았39.6%

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와 하교 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사고중 학교 안전공제회비가 지.

출된 경우를 보면 체육시간중의 사고가 건으로 가장552

많고 그 다음이 휴식시간 청소 과외활동 수업시간, , , , ,

실험실습 중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

1996).

아동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여 초등학생의 안전사

고 사례분석 연구한국산업 안전공단 를 보면 불( , 1996)

안전한 자세가 안전교칙불이행 안전에32.0%, 28.4%,

대한 무지 운전중인 기계장치의 손실이22.6%, 17.6%

이었다.

는 년에 만 이Michael & Brownlee(1993) 1990 15

상의 미국인이 사고로 죽었고 명 중 명이 사고로 인한4 1

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고가 아동으로부터 세까지44

의 사망을 주도하고 있어 고속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고속도로에서의 사망과 부상을 많이 감소시켰

다고 한다 또한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될 수 있고 예방.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상해

의 원인을 조사하여 상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의료비를 절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는 사고로 인한 상해는 세계 여러 나라Bjaras(1993)

와 같이 스웨덴에서도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이며 세50

이하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이상의 사고가 가75%

정에서 일어났으며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아동과

대 청소년 및 노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스웨10 .

덴에서는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사

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적인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사고 장소에 따른 연구보고(Bass, 1993)

를 보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고의 가 가정에서, 89%

일어난 사고로서 주택의 구조나 위험한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교통사고의 경우는 수적으로는 미약하,

나 사고의 가 치명적인 상해를 준다고 하였다75% .

미국의 경우는 세 이하 아동의 주요 사망원인을 자15

전거와 관련된 부상으로 헬멧 미착용을 그 원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Skolnick, 1993).

이상과 같이 아동 사망의 주요원인은 불의의 사고인

데 이들은 대부분이 예방 가능한 것들로서 안전보호 용,

구 착용의 제도화 안전교육 강화 및 인식전환 등을 통,

한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극소수이며 교육도 일부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

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형편이다.

아동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행동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평소 모범을 보이고 구체적.

인 교통 안전 수칙을 지도하면 아동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

이고 행동하는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자질함

양을 위하여 일상생활속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에 만전을 기울이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아동 사고는 사고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전 예방을 위해 학교나 가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교.

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유형이 대상자

의 연령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이경자 이정렬 강( , ,

규숙 한정석 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성장발달 특, , 1995)

성 및 아동기 학습의 특성에 알맞은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사고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

연구김학산 김명철 유수용 김열자 이학중( , , , , , 1982 ;

배영숙 진명희 김동옥 로서 이러한 연, 1988 ; , , 1991)

구 방법들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광범위하

게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즉 경미한 손상으로 응. ,

급실 내원이 불필요하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치료한 경

우도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나라 아동.

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사례를 조사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고 효율적인 사례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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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해결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descriptive study) .

연구대상2.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타당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대상지역 선정이 중요

하다 도시와 농촌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지역과 하. ,

층 및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 등 표집대상 지역 등

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부산시의 아파트 지역과 영세 지역 및 농촌경남( ) (

소재 에 소재하는 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년) 6 1 6～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의 편중

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아동과 학부모 각각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2,565

나 최종적인 연구분석 대상자는 아동 명과 학부모, 2,458

명이었다1,494 .

연구도구3.

안전사고 발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는 자가보

고형 설문지로서 관련 문헌과 기존의 도구김복주( ,

김소선 이은숙 를 검토하여 본 연구자가1999; , , 1999)

작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 인의 자문을 얻어 최종 완성3

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실태 조사를 위한.

문항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10 1

어 있다.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 및 해결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과정은 일리노이 대학의 Dr. John Reeves

가 개발한 대상자 전문가 협의과정으로서 대상(1987) - ,

자 스스로 문제발견에서부터 우선순위 선정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찾도록 하여 대상자가 요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4.

자료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수집되었2000 9 2001 4

다 학부모용 설문지는 아동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하였고 아동 설문지는 아동에게 직접 배부하였다 자가, .

보고형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

고 응답이 끝난 후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방법5.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Window SPSS 10.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1)

하였다.

안전사고 발생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2) .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 및 해결전략을 발굴하기3)

위하여 학부모 교사 및 연구자가 전문가 협의 과정,

을 통하여 아동 안(negotiated process approach)

전사고의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문제 발굴 기, ,

준 설정 우선 순위 선정 및 전략을 선정하였다, .

Ⅳ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특성1.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자녀의 학년별 분포는 학년에서1

학년까지 거의 비슷한 분포를 고루 보이고 있었고 성별6 ,

로는 남아가 명 여아가 명1,382 (56.2%), 1,076 (43.8%)

으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학부모 중에는 남아의 학부모가.

명 여아의 학부모가 명 으로 거754 (50.5%), 740 (45.9%)

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1, 2>.

표 조사 대상 아동의 분포< 1>

특 성 구 분 빈도백분율( )

학 년 학년1 명447 (18.2%)

학년2 명433 (17.6%)

학년3 명396 (16.1%)

학년4 명425 (17.3%)

학년5 명410 (16.7%)

학년6 명347 (14.1%)

성 별 남 명1,382 (56.2%)

여 명1,076 (43.8%)

계 명2,4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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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사 대상 학부모의 분포< 2>

특 성 구 분 빈도백분율( )

자녀의 학년 학년1 명255 (17.1%)

학년2 명269 (18.0%)

학년3 명256 (17.1%)

학년4 명278 (18.6%)

학년5 명206 (13.8%)

학년6 명230 (15.4%)

자녀의 성별 남 명754 (50.5%)

여 명740 (49.5%)

계 명1,494 ( 100%)

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현황2.

조사 결과 전체 아동 대상자 명 중 명2,458 1,160

을 제외한 나머지 명 이 안전사(47.2%) 1,298 (52.8%)

고를 적어도 한번 이상은 경험하였고 회 이상이나 경, 5

험한 아동도 명 으로 아동 안전사고의 발생 빈50 (2.0%)

도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표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 3>

특 성 구 분 빈도백분율( )

사고 경험 무 명1,160 (47.2%)

회1 2～ 명1,082 (44.0%)

회3 4～ 명166 ( 6.8%)

회 이상5 명50 ( 2.0%)

계 명2,458 ( 100%)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건520 (27.3%)

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의 사고도 건 으, 501 (26.3%)

로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놀이터 사.

고 건 및 기타 놀이중 사고도 건324 (17%) 258

으로 빈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3.6%) < 4>.

표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교통사고 건520 (27.3%)

가정에서의 사고 건501 (26.3%)

놀이터 사고 건324 (17.0%)

놀이중 사고 건258 (13.6%)

학교에서의 사고 건113 ( 5.9%)

식품안전사고 건134 ( 7.1%)

집밖에서의 사고 건53 ( 2.8%)

계 건1,903 (100%)

본 연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아동 교통사고의 가장 흔한 발생원인은 신호등이 없는

길을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경우 였다 놀이터가(16.7%) .

아닌 집 부근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인 경우

와 이면도로를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16.2%) (14.6%)

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

단보도에서의 사고 및 불법 주차된 차량사이를(12.3%)

뛰어나가다가 발생하는 사고 도 아동 교통사고의(9.2%)

높은 발생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보행 중

표 교통사고< 5>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신호등이 없는 길을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치임1. 87(16.7%)

집 부근골목에서 놀다가뛰어가다가 차에 치임2. ( ) ( ) 84(16.2%)

이면도로를 걷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임특히 비오는 날3. ( ) 76(14.6%)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임4. 64(12.3%)

불법 주차된 차량사이를 뛰어나가다가 차에 치임5. 48( 9.2%)

주차장에서 놀다가 주차하던 차에 치임6. 41( 7.9%)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가 마주오던 차에 치임7. 30( 5.8%)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오토바이에 치임8. ( ) 29( 5.6%)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침아빠의 음주운전으로9. ( ) 24( 4.6%)

학원유치원 마을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 운전자가 미리 문을 닫고 출발하여 다침10. ( , ) 9( 1.7%)

공을 주으러 뛰어가다가 차에 치임11. 8( 1.5%)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임12. 8( 1.5%)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다가 차에 치임13. 6( 1.2%)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차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사고남14. 4( 0.8%)

주차된 차량 밑에 공을 주으러 들어갔다가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치임15. 2( 0.4%)

계 5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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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가정에서도 화상 낙상 감전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 ,

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화상으로,

서 주로 주방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조리기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그 외 다리미 모기향 라이터 성냥, , , ,

뜨거운 목욕물 및 수도꼭지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낙

상하여 얼굴이나 팔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많았(18.3%)

다 표< 6>.

어린이 놀이터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

미끄럼틀에서 가장 많은 사고 가 발생하고 있었(34.3%)

다 그 다음 순으로는 그네 철봉 등이었. (30.6%), (8.6%)

으며 대부분이 미끄럼틀 그네 철봉 정글짐 구름다리, , , , ,

등 높은 놀이기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사고였다 표< 7>.

놀이중 사고의 주요 원인도 높은 축대나 옥상 다리, ,

등에서 뛰어내리다가 혹은 친구가 무심코 밀어서 발생하

는 낙상이었으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퐁퐁 등 놀이기, , ,

구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

다 그 외에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스케이트장 등 유원. ,

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표< 8>.

학교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계

표 가정에서의 사고< 6>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집에서 뜨거운 물튀김 기름 난로 압력밥솥 컵라면 국물 등에 화상 입음1. ( , , , ) 126(25.1%)

가구소파 피아노 책장 침대 다락 등에 올라갔다가 낙상2. ( , , , , ) 92(18.3%)

계단에서 뛰어 내려오다가 넘어짐3. ( ) 74(14.8%)

방문 현관문 장롱문 등 문에 팔 다리가 끼어 골절상이나 타박상 입음4. , , , 30( 6.0%)

방에서 미끄러져 가구 모서리에 얼굴을 다침5. 28( 5.6%)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어 감전됨6. 24( 4.8%)

다리미에 화상 입음7. 22( 4.4%)

유리컵유리창이 깨져 눈이나 손 팔을 다침8. ( ) , 18( 3.6%)

과일 케익칼 가위에 손을 다침9. ( , ) , 18( 3.6%)

목욕탕에서 미끄러짐10. 13( 2.6%)

옥상마루에 올라가 낙상11. ( ) 12( 2.4%)

모기향모깃불에 화상 입음12. ( ) 9( 1.8%)

라이터 성냥으로 장난치다가 화상 입음13. , 8( 1.6%)

목욕탕의 뜨거운 물 수도꼭지에 화상 입음14. , 8( 1.6%)

회전의자 위에 올라가 미끄러짐15. 7( 1.4%)

일회용 가스통으로 장난치다가 불이 남16. 7( 1.4%)

빨랫줄에 걸려 넘어져 다침17. 5( 1.0%)

계 501(100%)

표 놀이터 사고< 7>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미끄럼틀에서 낙상1. 90(27.8 %)

그네에서 낙상2. 87(26.9 %)

철봉에서 낙상3. 28( 8.6 %)

미끄럼틀에서 손 발이 끼어 다침4. , 21( 6.5 %)

뱅뱅이를 타다가 낙상5. 18( 5.6 %)

친구가 타던 그네뒤에 서있거나 지나가다가 부딪혀 다침6. 15( 4.6 %)

정글짐에서 낙상7. 15( 4.6 %)

구름다리에서 낙상8. 14( 4.3 %)

그네를 타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힘9. 6( 1.85%)

그네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다침10. 6( 1.85%)

미끄럼틀 모서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낙상11. 6( 1.85%)

시소를 타던 중 시소밑에 다리를 넣어 다리가 끼어 다침12. 6( 1.85%)

시소에서 낙상13. 6( 1.85%)

늑목에서 낙상14. 6( 1.85%)

계 32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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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실 운동장 과학실 순이었으며 사고의 유형은 낙, , ,

상 타박상 좌상 화상 등이 유발되고 있었다 표, , , < 9>.

식품안전사고로는 자판기의 우유나 학교부근에서 불량

식품을 사먹고 발생하였으며 비눗물을 마신 경우도 있었

다 표< 10>.

그 외 집밖의 장소에서의 사고로는 인위적인 구타나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의 자동문에 손이 끼어 다친 사례도 있었다 표< 11>.

협의회를 통한 안전사고 사례 및 해결 전략 발굴3.

초등학교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에 재학중

인 자녀를 둔 학부모 명과 교사 및 연구팀 명을 포15 15

함하여 총 명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의 전문가30 .

협의 과정 의 문제발견(negotiated process approach)

과정에서는 총 가지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 중 우선적12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심‘

표 놀이중 사고< 8>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높은 곳에서 친구가 밀어서 뛰어 내리다가 낙상1. ( , ) 51(19.7%)

자전거를 타다가 다침바퀴에 다리가 끼임 내리막에서 넘어짐2. ( , ) 43(16.7%)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다침3. 39(15.1%)

수영장 바다에 빠짐4. , 24( 9.3%)

퐁퐁 타다가 발목 다침5. 23( 8.9%)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배기통에 화상을 입음6. 19( 7.4%)

길 내리막을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침7. ( ) ( ) 19( 7.4%)

나무에 올라갔다가 낙상8. 15( 5.8%)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침9. 13( 5.0%)

스케이트장에서 미끄러져 다침10. 7( 2.7%)

문방구에서 쪽자를 하다가 화상입음11. 3( 1.2%)

킥보드 바퀴에 화상을 입음12. 2( 0.8%)

계 258(100%)

표 학교에서의 사고< 9>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계단에서의 낙상뛰어내려오다가 친구가 밀어서 난간에서 미끄럼 타다가 등1. ( , , ) 34(30.0%)

교실에서 책상 등 모서리에 부딪혀 다침2. 25(22.1%)

학교 운동장에서 다침친구가 던진 야구방망이 돌 부메랑 등으로3. ( , , ) 22(19.5%)

연필심 칼 과학도구 날카로운 종이에 손 다침4. , , , 17(15%)

복도에서 뛰다가 친구들끼리 부딪혀 다침5. 9(8.0%)

과학실에서 쪽자 과자 만들다가 화상6. 3(2.7%)

창문에 손을 찔림7. 3(2.7%)

계 113(100%)

표 식품안전사고< 10>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자판기 우유 학교 앞 불량식품 아이스크림 우유 빵 등을 먹고 식중독1. , , , , 129(96.3%)

비누방울 놀이하다가 비눗물을 마심2. 5( 0.7%)

계 134(100%)

표 집밖에서의 사고< 11>

사고유형 빈도백분율( )

오락실이나 학교부근에서 모르는 형들이 돈 달라며 구타함1. 36(67.9%)

엘리베이터에 손이 끼임2. 8(15.1%)

태권도 검도 등 도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침3. ( , ) 6(11.3%)

지하철 문에 손이 끼임4. 3( 5.7%)

계 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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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문제인가 아동 부모 교사의 힘으로 해결 할 수?, ’ , ,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한 결?‘

과 다음의 가지 문제와 해결전략이 설정되었다8 .

문제1. 저학년 아동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가 낮아 무심

코 친구를 칼로 찌르거나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교

육함으로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사 례 수업 중에 연필깍는 칼로 무심코 친구의 팔: ㆍ

을 찔러 상처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장난삼아 친구의 눈을 연필로 찔러 눈에 손ㆍ

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다.

운동장에서 놀다가 친구에게 돌을 던져 머리ㆍ

를 다치게 한 사례가 있었다.

미끄럼틀 위에서 친구를 밀어 추락하여 팔이ㆍ

골절된 사례가 있었다.

해결 전략 어린 시절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ㆍ

은 절대 하지 않도록 인식시킨다.

가해 아동의 부모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ㆍ

수도 있다며 문제삼지 않는 태도는 아동’

으로 하여금 문제 행동을 강화시킨다.

무심코 혹은 재미로 하는 행동이 친구ㆍ

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

히 인식시킨다.

문제 교통사고2.

사 례 아동이 불법 주차된 트럭 사이에서 뛰어나: ㆍ

오다 지나가던 차에 치어 사망한 사례가 있

었다.

주차장에서 차 뒤에서 놀다가 그 차가 후진ㆍ

하는 바람에 다친 사례가 있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뛰어서 무단 횡단ㆍ

하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인 사례가 있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도에 내려ㆍ

서 있다가 지나가던 택시에 발을 치인 사례

가 있었다.

집 근처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ㆍ

찻길로 굴러가자 공을 주우러 달려 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친구들과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ㆍ

은 길을 걸어 하교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

에 부딪혀 팔이 골절된 사례가 있었다.

아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ㆍ

타고 있던 아동이 크게 다친 사례가 있었다.

학원차에서 내리던 중 차 문에 옷이 끼었는ㆍ

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서둘러 출발하다

가 다친 사례가 있었다.

해결 전략 아동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ㆍ

이 부족하므로 부모들이 평소 모범을,

보이고 교통 안전 수칙을 실제 도로상

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시범보여야

한다.

아동은 어른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ㆍ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단 횡단하는 모,

습을 보여주어서는 절대 안되며 자녀,

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평ㆍ

소 생활 속에서 교육한다.

문제 놀이중 사고3.

사례 초등학교 학년 아동들끼리 수영하다가 익사: 1ㆍ

한 사례가 있었다.

밤을 따다가 떨어지는 밤송이에 눈이 찔려 한ㆍ

쪽 눈을 실명한 사례가 있었다.

학교 놀이기구 꼭대기에서 일부러 뛰어내리다ㆍ

가 허리 골절로 한달 동안 입원한 사례가 있

었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늑골이 부러진 사례가ㆍ

있었다.

공사장에서 쌓아둔 나무에 올라가서 놀다가ㆍ

나무가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친 사례

가 있었다.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ㆍ

가 팔의 골절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문구점과학실에서 족자 과자를 만들다가 화( )ㆍ

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다.

해결 전략 주기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 점검: ㆍ

을 철저히 한다.

아동들은 호기심이 많아 높은 곳을 올라ㆍ

가거나 뛰어내리기도 하므로 안전한 놀

이 지도를 해야한다.

아동들은 공사장 등에서 놀기를 좋아하ㆍ

므로 반드시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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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킨다.

문제 가정에서의 사고4.

사 례 호기심에 젓가락을 전기콘센트에 넣어보다가: ㆍ

감전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노루발로 지지하여 열어 두ㆍ

었는데 바람에 문이 거세게 닫히면서 문 뒤

에 서있던 아이의 머리를 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현관문이나 방문이 꽝 닫히면서 문 사이에‘ ’ㆍ

손이나 발이 치여 골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젓가락을 물고 다니다가 앞으로 넘어져 젓가ㆍ

락이 인두와 후두를 관통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사례가 있ㆍ

었다.

초등학교 학년이 테이블 보를 잡아당1 TVㆍ

기는 바람에 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TV

사례가 있었다.

전기 밥솥의 증기 구멍에 손을 대어 화상을ㆍ

입는 사례가 있었다.

라면 국물이나 보온병의 물이 쏟아져 화상을ㆍ

입는 사례가 흔하다.

공중목욕탕의 뜨거운 물 꼭지에 화상을 입는ㆍ

사례도 흔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팔의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ㆍ

있었다.

해결 전략 위험한 물건은 아동이 닿지 않는 곳에: ㆍ

보관한다.

가구나 특히 아동 방의 물건은 되도록ㆍ

튼튼하고 모서리가 둥근 것을 사용한다.

거의 모든 화상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ㆍ

다 뜨거운 밥솥 등은 아동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며 전열기구나 가스렌,

지 사용시 주의점을 철저히 교육한다.

콘센트는 특히 위험하므로 안전220V ,ㆍ

덮개로 구멍을 막아둔다.

문에는 안전지지대를 설치하고 아동에ㆍ

게 현관문을 닫을 때는 주의하도록 지

도하고 문 바로 앞이나 뒤에서 놀지,

않도록 교육한다.

문제 학교 운동장에서의 사고5.

사 례 야구하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지나가던: ㆍ

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례가 있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다가 떨어져 이빨이ㆍ

부러지고 안면 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운동장에서 줄넘기하던 학년 여아가 남아4ㆍ

가 던진 부메랑에 눈을 맞고 각막손상을 입

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핸드볼 골대가 넘어지는ㆍ

바람에 학년 남학생이 그 밑에 치어서 다6

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해결 전략 주기적으로 운동장의 놀이시설에 대한: ㆍ

안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운동장은 많은 아동이 한꺼번에 크게ㆍ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해를 줄

수 있어 안전한 놀이 지도가 요망된다.

철봉에서 떨어지거나 정글짐에서 떨어ㆍ

지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운동기구마다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아동들이 늘 기억

하도록 환기시킨다.

문제 학교 실내에서의 사고6.

사 례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넘어져 사물함: ㆍ

모서리에 부딪혀 얼굴이 찢어진 사례가 있

었다.

운동장 조회하러 한꺼번에 계단을 내려오다ㆍ

가 뒤에서 내려오던 아동들이 밀어 밑에 깔

린 아동이 크게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학년 여학생이 교실에서 의자를 흔들다가6ㆍ

넘어져 이마가 찢어진 사례가 있었다.

과학 실험실에서 알코올 램프가 넘어져 안면ㆍ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실과시간에 과일을 깎다가 손의 인대가 손상ㆍ

된 사례가 있다.

해결 전략 운동장 조회 등으로 아동들이 한꺼번에: ㆍ

많이 이동할 경우에는 교사의 안전질서

지도가 필요하다.

수업중 알코올 램프나 칼등을 사용할 경ㆍ

우 사전에 철저한 안전 지도와 함께 사

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요원의 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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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집밖에서의 사고7.

사 례: 엘리베이트를 탄 친구와 경주하느라 아파트ㆍ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져 다리의

골절상을 당하여 수술을 한 사례가 있었다.

백화점의 자동문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ㆍ

데 억지로 열려고 손을 넣었다가 다친 사례

가 있었다.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가다ㆍ

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구개골의 골절상

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해결 전략 계단에서의 사고가 흔하므로 난간을 설: ㆍ

치하고 안전 지도를 한다.

내리막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ㆍ

도록 지도한다.

문제 식품 안전 사고8.

사 례 나프탈렌을 사탕인줄 알고 먹어 병원에 가서: ㆍ

응급 처치한 사례가 있었다.

빵이 변질되어 식중독을 일으켜 일주일동안ㆍ

입원한 사례가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에 걸ㆍ

려 입원 치료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결 전략 식품을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도: ㆍ

록 교육한다.

안전한 식품 선별 방법을 지도한다예( ,ㆍ

팽창된 우유나 통조림 지나치게 착색,

된 식품)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살펴보

면 전체 대상자의 가 안전사고를 적어도 한번 이52.8%

상은 경험하였고 회 이상이나 경험한 아동도 로, 5 2.0%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김희순 강규숙 이. , ,

은숙 은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고실태를 조(1999)

사하였는데 대상자의 가 한번 이상 사고를 경험, 73.1%

한 바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은 발

생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초등.

학생으로서 통계자료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 (2002)

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

로 조사한 김소선 이은숙 의 연구에서는, (1999) 51%,

농촌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복주

의 연구에서는 로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2001) 60.1%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의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인 유형은

교통사고였는데 이경자 이정렬 강규숙 한정석, , , , (1995)

의 사고발생의 원인별 분석에서도 교통사고가 로32.4%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아동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신호등이 없는 길을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발생

하는 경우 였다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의 통계(16.7%) .

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의 교통사고

발생 유형으로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어린이 안전학교( , 2002).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정문과 가장 근접한 횡단보도는 차선 구분없이 신호등

설치를 법제화하여 아동들이 가능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로 안전하게 건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놀이터가 아닌 집 부근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

인 경우 도 많았는데 이는 아동들의 안전한 놀(16.2%) ,

이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반영하

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

이시설 및 장소의 제공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이면도로를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 도(14.6%)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가 많은 우리

나라의 도로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교통체증

이 심해짐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되

며 이는 앞으로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심각해질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및(12.3%)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아동을 배려하

는 안전한 운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아울러 녹색신호주기도 아동의 보폭에 맞.

추어 보다 길게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 주차된 차량사이를 뛰어나가다가 차에 치이는 경

우도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아동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근에는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하

고 운전자들에게 아동 보호구역내에서는 노상주차장 설,

치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며 서행 운전 등 제반 준수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여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정차된 차량사이에서 아동이 뛰어나오는 경우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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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보다 사고 발생률 면에

있어서 배나 위험하다고 한다 또한 아동들이 무단횡18 .

단이 옳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완전 노출된 장소보다

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사이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운행중인 차를 타고 가다가 발생하던 사고가 아닌 보행

중 사고로서 아동의 교통사고 유형 중 보행 중 사고가,

약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고80%

경화 의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1992)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사례도

이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5.6% ,

용의 권장으로 아동의 두상 상해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아동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

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원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미리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명9 (1.7%)

이나 있었는데 선진국에서는 아동 수송버스의 운전자를,

기사라기 보다는 교육자로서 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10

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 다른 운전자보다 매우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고 한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수송버스 운전자의 자격기.

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해 자부심을 느끼

며 운전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보다 만전

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아동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원

의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발생율을 보이는 사고의 유형은 가정

에서의 사고 로서 가정은 안전한 안식처이나 실(26.3%) ,

제로는 가정내에서 아동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들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 초등.

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복주 의(2001)

연구에서도 가정에서의 사고빈도는 로 학교에 이23.1%

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통계에 의하면 년도 전국 개 병2000 17

원에서 조사된 아동 안전사고 건 중 에 달하1,196 62%

는 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김희순 강규숙741 . , ,

이은숙 은 학령전기 아동의 가장 흔한 안전사고(1999)

발생장소는 가정 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64.4%) .

가정에서의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는 있었지만

이에 비하여 발생율이 낮은 것은 초등학생이 학령전기

아동에 비하여 활동반경이 가정밖으로 커지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

고 일상 생활에서 안전교육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아동 혼자 집에 있다가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

하여 연기경보기를 설치하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을 예,

방하기 위하여 튼튼한 안전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뉴욕시의 경우 아파트마다 창문 안전대를 설치토. ,

록 한 결과 추락 상해를 감소시켰으며 추락으로50% ,

인한 사망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35% .

놀이터에서의 사고와 놀이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각각

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17%, 13.6% .

김복주 의 연구에서도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 발(2001)

생율을 로 본 연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15.3%

한 바 있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밝혀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

대 도시의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곳에 대한 안40

전실태 조사결과 곳이 한 가지 이상의 사고 위험 요인34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놀이터 관.

련 사고 중 미끄럼틀 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

네 시소 등이었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놀이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미끄럼틀 철봉 정글짐 구름다리 등 높은 곳에, , ,

서 추락하는 사고로서 아동은 신체적 안정성이 미숙하,

여 순간적으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시

설과 놀이 지도가 요망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

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계단이나 복도에

서 부딪히는 사고 및 운동장에서 다른 아동이 던진 돌,

공 부메랑 야구방망이 등에 맞아서 다치는 사고가 빈발, ,

하였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정기적으로 운동장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철저

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안전사고의 특성은 많은 아동.

이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해를 줄

수 있어 교사의 안전한 운동 및 놀이 지도가 필수적이다.

또한 실험실에서 알코올램프나 칼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에 철저한 안전 지도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

조 요원의 배치도 필요할 것이다.

자판기나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 아이스크림 우유, , ,

빵 등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식품 안전사고도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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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미국에서는 안전하게 포장하기를 법규화한 결과,

섭취와 관련된 아동 사망률의 가 감소되었다고 한75%

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량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들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화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근절

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아동들이 많이 먹는 식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사례를 조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

여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사례,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도시부산시의 아파트 지역과 영세 지( )

역 및 농촌경남 소재에 소재하는 개 초등학교에 재학( ) 6

중인 학년 아동 명과 학부모 명을 임의1 6 2,458 1,494～

표출하였다 연구도구는 아동의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자가보고형 설문지 문항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에 대한10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아동 안전사고1 ,

발생 사례 및 해결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일리노이

대학의 가 개발한 대상자 전문Dr. John Reeves(1987) -

가 협의과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년 월부터. 2000 9

년 월까지 수집되었다2001 4 .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Window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10.0 ,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아동 안전사고,

발생 사례 및 해결전략을 발굴하기 위하여서는 학부모,

교사 및 연구자가 전문가 협의 과정(negotiated

을 통하여 아동 안전사고의 사례를process approach)

모으고 이를 토대로 문제 발굴 기준 설정 우선 순위, , ,

선정 및 전략을 선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전체 아동 대상자1. 2,458

명 중 명 을 제외한 나머지 명1,160 (47.2%) 1,298

이 안전사고를 적어도 한번 이상은 경험하(52.8%)

였고 회 이상이나 경험한 아동도 명 으로, 5 50 (2.0%)

아동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았다.

사고의 유형은 교통사고가 건 으로 가장2. 520 (27.3%)

높았고 가정에서의 사고도 건 으로 상당, 501 (26.3%)

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놀이터 사고.

건 및 기타 놀이중 사고도 건324 (17%) 258

으로 빈발하고 있었다(13.6%)

아동 교통사고의 가장 흔한 발생원인은 신호등이 없3.

는 길을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경우 였고 놀(16.7%) ,

이터가 아닌 집 부근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인

경우 와 이면도로를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16.2%)

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신호등(14.6%) .

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및 불법 주차(12.3%)

된 차량사이를 뛰어나가다가 발생하는 사고 도(9.2%)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었다.

가정에서도 화상 낙상 감전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4. , ,

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화상으,

로서 주로 주방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조리기구로 인

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그 외 다리미 모기향 라이터, , ,

성냥 뜨거운 목욕물 및 수도꼭지 등이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낙상하여 얼굴이나 팔 다리를 다치는 경,

우도 많았고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발생(18.3%)

하는 사고도 많았다.

어린이 놀이터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5. ,

놀이기구 중 미끄럼틀에서 가장 많은 사고(34.3%)

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으로는 그네.

철봉 등이었으며 대부분이 미끄(30.6%), (8.6%) ,

럼틀 그네 철봉 정글짐 구름다리 등 높은 놀이기, , , ,

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사고였다 놀이중 사고의 주.

요 원인도 높은 축대나 옥상 다리 등에서 뛰어내리, ,

다가 혹은 친구가 무심코 밀어서 발생하는 낙상이었

으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퐁퐁 등 놀이기구를 타, , ,

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스케이트장 등 유원,

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학교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계6.

단 교실 운동장 과학실 순이었으며 사고의 유형으, , ,

로는 낙상 타박상 좌상 화상 등이 유발되고 있었, , ,

다 식품안전사고로는 자판기의 우유나 학교부근에서.

불량식품 등을 사먹고 발생하였으며 비눗물을 마신

경우도 있었다 그 외 집밖의 장소에서의 사고로는.

인위적인 구타나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의 자동문에 손이 끼어 다친 사

례도 있었다.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에서7.

의 문제점으로는 아동들이 위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

로 무심코 친구를 다치게 함 교통사고 놀이중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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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사고 학교에서의 사고 학교 실내에서의, ,

사고 집밖에서의 사고에서의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으,

며 각각에 대한 해결전략도 모색되었다, .

본 연구 결과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학교 경찰 의료인 구급요원 및, , , 119

응급구조요원 등 관련전문가들에게 아동의 안전 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로

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명의 경찰이 개의 초등학교를 전담하여 자신이 맡1. 1 1

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

적인 노력을 하는 경찰 학교 전담제 각 초등학교1 1 ,

와 유치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안전사고 예방 교2.

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보3.

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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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hild Accident, Safety, Prevention

A Study on the Occurrences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ccident

in Children

Bae, Jeong-Yi*

Accidents are important causes of death and

disability in children. They also have enormous

financial implications. Young children become an

victim of accidents easily because of their

physical fragileness and their coping behavior

being vulnerable to any actions taken by

accidents. Once they have a accident, the

children whose not fully developed, suffer from

devastating long-term after-effects. Lee, Lee,

Kang and Han(1995) reported that ninety

percent of accidents can be prevented. But there

is no national system to manage, evaluate and

analyse the information about child accidents,

even though it is necessary for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health promotion of the

general public.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how often children have accidents and define

the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in children.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descriptive study

by performing the surveys, interviews, and

workshops for the 2,458 young children, 10

teachers, and 1,494 parents. The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began on September 2000 and

completed on April 20, 2001.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with

Window SPSS 10.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those children, 1,298 children(52.8%)

injured from accidents. The children who had

accident answered that they injured from traffic

accident(27.3%), inside the home(26.3%), on

the playground(17.0%), during playtime(13.6%),

in the school(5.9%) and food poisoning(7.1%).

To define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for

the school children, the parents and the

teachers who had a special interest in this topic

formed a special task force under the guidance

of the investigator. The team was charged to

prepare the basis of content material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setting standards for

the program, prioritizing the process, and

selecting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Eight issues and concerns identified

by the team were: 1)allowing young children to

learn undesirable habits and behaviors that

would bother others without knowing; 2) not

guarding young children from car accident;

3)unattended accident at playground; 4)

considering home places safe; 5)unattended

accident at school. These issues were found to

be coinciding with the actual child accident

cases occurred recent years in Korea.

Greater efforts are required to reduce

unnecessary deaths and disability from

childhood accidents. This study gave a very

useful and important data to prepare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 and to prepare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