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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전기는 많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 를 내(Critical Period)

포하여 이 시기의 건강은 일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아동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

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며 면역계의 불완전

한 발달과 외부와의 접촉 증가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에 이환

되기 쉽다양재모 이정렬 박신애 홍창의( , 1992; , , 1996; , 1997;

Reinisch & Minear, 1978).

현대의 산업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의 기회를 촉진하여 어

머니 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부모의 자녀교육

기능도 약화되었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수의 감소는 아동

의 인간상호작용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어 자연히 아동이 부

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건강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결핍시켜 아동의 건강교육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커

지게 되었다이기숙( , 1997).

학령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은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기에 중요한 시기고진양( , 1993;

박위선 로 교육의 능률면에서, 1975; Marlow & Redding, 1988)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령전 아동들은 인과관계.

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여 교육시 이러한 특성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이 결여되어 현재의 잠시동안의 수고(Piaget & Inhelder, 1969)

와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경험을 하는(Pontious, 1982).

것을 좋아하여 교육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아동은 글을 배우기 전에 시각적 자료와 접하게 되며김미(

용 아직 글과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령전, 1988)

아동들을 위한 건강 교육에서 아동의 이해를 돕고 학습 동기

를 강력하게 유발해낼 수 있는 시각적 매체의 적용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만화는 시각적 전달매체로써 수용범위.

가 넓고 이해전달이 빠르며 용이하다박세형( , 1985).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가 시도하는 학령

전 아동을 위한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은 건강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 증진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건강교육자로서

가장 적합한 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령전 아동기는 습관형성기.

로써 이 시기에 형성된 습관은 일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비용효과 면에서도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대상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력히 유발해 낼 수 있는

시각적 매체의 개발과 교육 내용을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는

토의와 놀이 행동수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의 측정은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로서의 건강교육의 새로

운 방법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시도는 대상자 교육뿐

만 아니라 간호교육에의 도입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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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 아동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령전기에 교육 요구도가 높고 학

령전기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과 그들의 교육에 대한

동기 유발과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수 매체 토의와 시,

범 놀이교구 보상과 강화 그리고 조건강화로 구성된 호흡기, , ,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구의 가설
제 가설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1 :∙

을 받은 실험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호흡기Ⅰ Ⅱ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2 :∙

을 받은 실험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호흡기Ⅰ Ⅱ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3 :∙

을 받은 실험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호흡기Ⅰ Ⅱ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토오컨 강화를 적용한 실험군 는 토오컨 강4 :∙ Ⅱ

화를 받지 않은 실험군 에 비하여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Ⅰ

대한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
학령전 아동 세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의: 3 - 6∙

미한다김미예 외 하영수 이자형 홍경자 외( , 1994; , , 1994; ,

본1993; Marlow, Redding, 1988; Whaley & Wong, 1991).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 6

세의 아동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로 수행된(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유사 실험연구 이다 표(Quasi Experimental Research)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구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에C

표 연구의 설계< 1>
교육 일전(7 )

제 일1 ,

제 일2
제 일8 제 일15

실험군 Ⅰ Ok,Ob X1 Ok, Ob, Oa Ob

실험군 Ⅱ Ok,Ob X1 X2, Ok, Ob, Oa Ob

대조군 Ok,Ob Ok, Ob, Oa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을 이용한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X1 :

토오컨 강화X2 :

지식 측정 행위 측정 태도 측정Ok : , Ob : , Oa :

다니는 세 세 아동으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경력이 없으며5 , 6

정신 지체가 아닌 아동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개의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거주지의 생활 수준과 원의 규15

모와 시설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유사한 곳으로, 3

실험군 과 실험군 대조군으로 임의 할당하였다 실험군, .Ⅰ Ⅱ

과 대조군 대상 시설의 시설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

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다 사전.

측정 대상은 실험군 이 명 실험군 가 명 대조군이26 , 24 , 23Ⅰ Ⅱ

명으나 대상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령의 변수와 사전 지식 사후 지식의,

행위 점수로 짝짓기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 과 실험군 대, ,Ⅰ Ⅱ

조군의 각각 명이 최종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15 .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표 와 같다< 2> .

연구의 도구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로 적용한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과 같다< 3> .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의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을Dick & Carey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준거 지향 검사

문항 이다(Criterion referenced test items) .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는 병원체의 특성에 관한 질문 문항5 ,

병원체의 전파 과정에 관한 질문 문항 감수성 높이는10 ,

행위와 면역을 증강시키는 행위를 묘사한 그림 각각 개6

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체의 특성에 관한 질문 문항과 병. 5

원체의 전파과정에 관한 질문 문항은 연구 보조자로 하10

여금 대상 아동을 개별 면담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질문

하여 아동의 답의 진위 여부를 설문지에 표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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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본 연구의 절차< 2>
단계 기간 내용

교육 요구 조사

1996. 4 -1996. 6

1996. 11

1998. 4-5

1996-1998

학부모 대상의 유치원 아동의 건강요구도 조사1.

소아과 의사 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직접 면접을 통한 유아기의 중요한 건강문제 조사2. 11 ,

유아교육기관의 건강교육 실태 조사3.

문헌 고찰4.

선행연구 1997. 3-1998. 3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이용한 학령전 아동을 위한 잇솔질 프로그램 개발.

교수설계 단계 1998. 4-1998. 7
학령전 아동을 위한 호흡기 전염병의 발생과정과 예방의 내용을 의 체제적 교수Dick & Carey

설계 모형을 기초로 개발,

형성평가 실시 1998. 7
세의 아동 명씩을 대상으로 일대일 평가4, 5, 6 1

세 아동 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평가5, 6 6

매체제작 단계 1998. 6-7

만화가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제작의뢰* .

퍼즐 놀이의 그림 주사위 놀이에 들어갈 그림의 내용을 결정하고 제작,

논문지도 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일부 그림의 내용을 수정*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투명 접착 필름으로 화면을 코팅처리하고 우드보드에 붙임* .

퍼즐과 주사위놀이판도 같은 요령으로 하드보드에 붙임
연구대상 선정 1998. 7 서울 구에 위치한 구립 곳을 선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C 3

사전 조사 1998. 7-8 실험군 실험군 대조군에게 각각 사전조사 실시, ,Ⅰ Ⅱ

실험 처치 1998. 8 실험군에게 일간 교육 제 일에는 실험군 에게는 토오컨 강화 실시2 , 8 Ⅱ

총괄평가
사후조사( )

1998. 8
실험군 과 실험군 는 처치 후 제 일에 대조군은 사전 측정 후 제 일에 사후 조사 실시8 , 8 .Ⅰ Ⅱ

실험군 과 실험군 는 제 일에 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 실시15Ⅰ Ⅱ

표 프로그램의 개요< 3>
제 일1

교수전략 내용방법/ 교수매체

도입동기유발/
병에 걸린 경험을 물어 보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기 유발

호흡기 단면 그림과 병원체접착식( )①

전개
병원체의 특징과 번식하기 쉬운 조건
설명

병원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림①

홍역 수두 수족구증에 걸린 환아의 사진 장, , 3②

뜨거운 물에 병균이 죽는 그림③

더러운 손에 병균이 붙어 있는 그림④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 병균이 우글거리는 그림⑤

전개결말/

병원체의 탈출경로
병원체의 전파양식
병원체의 침입경로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

말할 때 기침할 때 병균이 빠져 나와 입과 코로 들어가는 그림,①

호흡기의 단면과 병원체접착식( )②

기침할 때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하는 그림③

더러운 손이나 장난감을 입에 대었을 때 입으로 병균이 들어가는 그림④

손을 씻어 병균을 떼어내는 그림⑤

이 닦기를 해서 입과 코에 붙어 있는 병균을 떼어내는 그림⑥

토의
병원체가 존재하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 손 씻는 시기와 이를 닦아야,

하는 시기
토의 주제가 적힌 우드보드

시범
손 씻기를 해서 손에 붙어 있는 병균을
떼어내는 연습

작은 크기로 오린 세균 그림과 재접착 가능 풀

사후활동 퍼즐 놀이 조각(20 )

제 일2

교수전략 내용방법/ 교수매체

도입동기유발/

어떤 사람이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할 수
있는가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잘 듣는
사람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

전개
감수성을 높이는 조건과 행위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

병에 걸려 열이 나고 링거주사를 맞고 있는 어린이 그림①

늦게까지 놀고 늦게 일어나는 어린이 그림②

밥을 잘 먹지 않아 약해 보이는 어린이 그림③

추운 날 옷을 얇게 입어 떨고 있는 어린이 그림④

몸을 씻지 않아 더러운 어린이 그림⑤

튼튼한 어른과 약한 어린이가 비교되어 있는 그림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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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옳은 답을 하면 문항에 점 틀린 답을 하면 점1 1 , 0

을 부여하였고 무응답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점으로, 0

처리하였다 감수성을 높이는 행위를 묘사한 컷의 그림과. 5

면역을 증강시키는 행위를 묘사한 컷의 그림 모두 컷5 , 10

을 동시에 제시해주고 해당되는 곳에 갖다 놓도록 한 후

에 아동이 그림을 올바로 갖다 놓았는지를 검사하였다 아.

동이 올바른 위치에 놓으면 각각 점씩을 부여하였으며1 ,

바르지 못한 위치에 놓으면 점으로 처리하였다0 .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도 호흡기 전염병의 예방:∙

에 대한 태도는 연구의 보조자가 아동에게 비가 많이 내“

려서 요즘 열나고 머리가 몹시 심하게 아프고 기침하는

감기가 유행하는데 내일 선생님과 예방주사 맞으러 갈래?”

하고 권하였을 때 아동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 척5

도로 구성되었다 기꺼이 동의하면 점 동의하면 점 망. 5 , 4 ,

설이거나 마지못해 동의하면 점 거부의사를 보이면 점3 , 2 ,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면 점을 부여1 (Reich & Adock,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태도에 대한 측정은 사전 측1976) .

정으로 인한 사후 측정 결과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우려

되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후 측정만 실시하였다.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호흡기 전염병 예방 행:∙

위에 대한 측정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보육 시설에서 점

심 급식 전에 교사가 손 씻기 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

발적인 손씻기의 빈도와 점심 급식 후에 이 닦기 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발적인 이 닦기의 행위 이행 여부를

관찰한 후 기록하였다 수행하였을 경우에 점을 부여하고. 1 ,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으로 처리하였다 손을 씻되0 .

물만 묻힌 경우에는 씻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월말에서 월초까지 약 일7 9 45

에 걸쳐 이루어졌다 교육 실시 전에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

자가 연구참여를 수락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담임 교사들을

찾아가 사전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모

든 편의를 제공받았다 연구 보조자가 대상 어린이들을 일 대.

일로 면접하고 설문 내용을 질문하여 아동의 응답내용의 진

위를 설문지에 기록하였다.

대조군은 사전 조사를 실시한 지 주일 후에 사후 조사가1

실시되었으며 실험군 과 실험군 는 각각 프로그램 적용 제, Ⅰ Ⅱ

일에 사후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 일에 실험군 에게 토8 . 8 Ⅱ

오컨 강화가 적용되었으며 제 일에 실험군 과 실험군15 Ⅰ Ⅱ

을 대상으로 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다‘ ’ .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SAS program(6.12)

리하였다.

대상자의 제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실험군 실험군 대조군에 대한 제특성의 동질성 분석, , ,∙ Ⅰ Ⅱ

집단간 연령 사전지식과 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하,

여 를 실시하였다Kruskal-Wallis Test .

실험군 과 실험군 대조군의 교육 전 호흡기 전염병 예,∙ Ⅰ Ⅱ

방에 대한 지식 행위에 대한 평균값을 공변량 처리하고,

교육 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 과 실험군 대조군 간의 태도의 차이를 보기 위,∙ Ⅰ Ⅱ

표 프로그램의 개요 계속< 3> ( )
제 일2

교수전략 내용방법/ 교수매체

전개결말/
면역을 증강시키는 행위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

건강한 모습을 한 어린이 그림①

밥을 잘 먹어 튼튼한 어린이 그림②

추운 날 옷을 충분히 입은 어린이 그림③

일찍 자는시계가 시를 가리키는 그림( 9 )④

깨끗이 씻는 그림⑤

예방 주사를 맞아 병균을 물리치는 그림⑥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예방주사 맞고 즐겁게 나오는 그림⑦

토의
민석이는 왜 열이나고 기침을 할까?①

민석이는 어떻게 건강해졌을까?②
토의 주제가 적혀있는 우드보드

연습 주사위 놀이 인용(4 )
건강 증진행위와 감수성을 높이는 행위가 그려져 있는 주사위 놀이용
말판과 가지 색의 말4

보상강화/
교육을 받은 어린이에게 교육 내용을
피드백 해주면서 선물을 나누어 줌

컷의 건강증진행위가 그려져 있는 크기의 책받침6 A₄

제 일8

교수전략 내용방법/ 교수 매체

조건강화실험군( )Ⅱ
실험군 에게 손 씻기와 이 닦기에Ⅱ

대한 토오컨 강화 실시
반 전체 어린이의 이름이 적힌 토오컨 강화용 챠트와 손 씻기와 이 닦기
이행 후에 붙일 연두색 분홍색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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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를 실시하였다ANOVA .

실험군 에게 토오컨 강화 적용 후 실험군 과 실험군∙ Ⅱ Ⅰ Ⅱ

의 호흡기 전염병예방 행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를 실시하였다paired t-test .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하여 를Duncan's test∙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 검증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실험“

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Ⅰ Ⅱ

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의 지식 점”

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과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값은 값은 로4> < 5> F 5.89, P 0.0197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은 지지되었다P<0.05 1 .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의 공변량 분석< 5>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P

집단 2 79.51 39.76 17.9 0.0001

공변량 1 13.08 13.08 5.89 0.0197

추후 검증에서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군 과< 6> Ⅰ

실험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실험군 과 대조군,Ⅱ Ⅰ

실험군 와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Ⅱ

다 즉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이 대상 아동의 호흡기. ,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을 유의하게 상승시켰음을 의미한다.

표 호흡기 전염병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의 추후 검증< 6>
유의도 자유도

평균표준

오차

최소

유의차
집단 평균

Duncan

Grouping

실험군Ⅰ 20.60 A

0.05 42 2.48 1.46 실험군Ⅱ 21.40 A

대조군 18.23 B

에서는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Duncan Grouping ,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표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도•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실험“

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Ⅰ Ⅱ

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태도 점수”

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표 에 제< 7>. < 8>

시된 바와 같이 로 나타나 수준에서F=3.29, P=0.0469 P 0.05＜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평균값도 실험군이 모두 대조군보다 높

게 나타났다.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도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8>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집단간 2 14.53 7.27 3.29 0.0469

집단내 42 92.67 2.21

총합 44 107.20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점수의 평균과 교정된 평균< 4>
실험군Ⅰ

(n=15)

실험군Ⅱ

(n=15)

대조군

(n=15)

전체

(n=45)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사전 16.33 0.65 18.40 0.62 17.60 0.51 17.44 0.36

사후 20.60 0.29 21.40 0.45 18.27 0.46 20.09 0.30

교정된 평균 20.87 21.1693 18.2291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도 점수의 평균< 7>
실험군Ⅰ

(n=15)

실험군Ⅱ

(n=15)

대조군

(n=15)

전체

(n=45)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사후 4.67 0.17 3.53 0.43 3.40 0.49 3.87 0.23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태도 점수의 추후 검증< 9>
유의도 자유도

평균표준

오차
Critical value for F

최소

유의차
집단 평균

Duncan

Grouping

실험군Ⅰ 4.67 A

0.05 42 2.21 3.22 1.38 실험군Ⅱ 3.53 B

대조군 3.40 B

에서는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표시* Duncan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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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검증에서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군< 9>

이 실험군 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Ⅰ Ⅱ

타나 통계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실험“

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Ⅰ Ⅱ

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의 행위 점”

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값은 값은10> < 11> F 0.00, P 0.9512

로 나타나 가설 은 기각되었다 즉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3 . ,

로그램이 대상 아동들의 예방 행위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오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점수의 공변량 분석< 11>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P

집단 2 3.68 1.84 3.96 0.0268

공변량 1 0.0018 0.0019 0.00 0.9512

토오컨 강화 적용 후 실험군 과 실험군 의 호흡기 전• Ⅰ Ⅱ

염병 예방 행위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토오컨 강화를 적용“

한 실험군 는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을 받은 실험군 에Ⅱ Ⅰ

비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

증하기 위하여 실험군 에게 토오컨 강화 실시 전의 실험군Ⅱ

과 실험군 의 행위 점수에서 토오컨 강화 적용 주후의1Ⅰ Ⅱ

실험군 과 실험군 의 행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Ⅰ Ⅱ

를 실시한 결과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paired t-test , < 12>

험군 은 사후 평균치가 감소하여 으0.27 t=-1.2929, P=0.2170Ⅰ

로 나타난 반면 실험군 는 증가하여, 0.9333 t=4.5252,Ⅱ

로 매우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 가설P=0.0005 . 4

은 지지되었다 즉 토오컨 강화가 대상 아동들의 예방 행위. ,

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특성 및 동질성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임의 표출된 5

세와 세의 아동으로서 대상자의 성별 형제 순위와 유무 부6 , ,

모의 유무 부모와의 동거 유무 주된 양육자의 분포는 집단, ,

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결과에 가장 중(P>0.05),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간의 연령 사전 지,

식 사전 행위에 대한 동질성 분석을 위하여, Kruskal-Wallis

로 분석한 결과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변수가Test < 13>

모두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

즉 연령 사전의 지식 사전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간에 동질, ,

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상자의 동질성 분석< 13>
변수 자유도 값²Χ P

연령 2 0.06466 0.9682

사전지식 2 5.2004 0.0743

사전행위 2 2.3098 0.3151

논 의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진단적 평가(Diagnostic

형성 평가 그리고 총괄 평evalualtion), (Formative evaluation),

가 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진단적 평(Summative evaluation) .

가 또는 맥락 평가 에는 대상자의 건강(Contextual evaluation)

상태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위험행위 그리고 지각된 교,

육 요구의 사정 등이 포함된다(Allensworth, 1993; Israel et al.,

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점수의 평균과 교정된 평균< 10>
실험군Ⅰ

(n=15)

실험군Ⅱ

(n=15)

대조군

(n=15)

전체

(n=45)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사전 1.33 0.21 1.20 0.09 0.93 0.21 1.16 0.11

사후 1.67 0.11 1.00 0.19 1.13 0.17 1.27 0.11

교정된 평균 1.6682 1.0004 1.1313

표 토오컨 강화 적용 전후의 행위에 대한< 12> paired t-test
강화 전 강화 후 강화전후 차이

t P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실험군Ⅰ
(n=15)

1.67 0.16 1.40 0.16 0.27 0.20 -1.29 0.2170

실험군Ⅱ
(n=15)

1.00 0.19 1.93 0.07 0.93 0.20 4.56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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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육의 목1995; Israel et al., 1994; Simon et al., 1995).

표의 범위는 지식과 태도 행위 그리고 건강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 사회적지지 의사 결정 네트워크 조직과 지역, , , ,

사회 건강 정책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란도

있다(Eng & Parker, 1994; Freudenberg, 1994; Green &

Kreuter, 1991; Israel & Schurman, 1995; Simons & Simons,

1988) .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 사정을 위하여 학부모

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요구를 조사하였고 학령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수학습 기능을 측정하였으며 유아 건강,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의 실태와 사용 매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수행하였으며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요구를

사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교육 요구의 사정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진단적 평가는 충실.

히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의 두번째 영역인 형성 평가는 과정평가(process

라고도 하며 일 대 일 평가evaluation) , (one to one evaluation),

소집단 평가 현장 평가 의(small group evaluation), (field trial)

형태로 수행된다 형성 평가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목표 대상자들에게 적용김신자( , 1997; Dick & Carey, 1996)

하여 대상자의 반응 매체 부족한 부분 프로그램의 역동성, , ,

등을 확인하여 수정한다(Winsor et al., 1994).

형성 평가의 목적은 교육의 범위와 영역을 결정하고 교육

수행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Israel et al., 1995).

는 세 세 세 아동들을 대상으로일 대 일 평가와 소집단4 , 5 , 6

평가를 수행하여 텍스트의 내용과 매체의 일부를 수정보완

하였으며 놀이의 방식도 일부 수정하였다 현장 평가는 실험.

처치로 대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형성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형성 평가가 지니(Dick & Carey, 1996).

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마지막 영역인 총괄 평가는 프로그

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

의 효과에서 별도로 논의될 것이다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한 과정으로서 그 결

과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김신(

자 김형립 외 본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 개, 1997; , 1996).

발된 준거지향 검사문항에 대한 신뢰도 평균의 Cronbach's α

값이 으로 일반적인 인식상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0.46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항수가 적고 측정값이 점1

척도이며 대상자 수가 적은 것에 비하면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거지향 검사문항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의 하위 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김신자( ,

된 것으로 타당도는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1997) .

본 연구에서 텍스트를 전염병의 원인 요인인 병원체 환경,

요인인 전파과정 그리고 숙주 요인인 감수성과 면역양재모, ( ,

이정렬 박신애 최삼섭 에 대한 내용을 연1992; , , 1996; , 1990)

속적으로 구성하였다 학령전 아동이 인과관계 개념의 형성이.

불완전하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위주로 이해김재(

은 정명숙 이기숙 주영희 이영 조연순, , 1986; , , 1996; , , 1996)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호흡기 전염병의 인과관계를 이해시키

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전염병 예방 교육이 행위 위주로.

이루어진김일옥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령전 아동의 인( , 1998)

과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염병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방 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동들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할 때 담화문 의 형태(narrative)

로 한 것은 담화문이 아동의 생활에서 가장 친숙한 형태고은(

님 이며 교육자도 실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1997) .

교수 매체란 수업설계체제 내에서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교수적 자극을 총칭하며(Gagné &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종류의 교수학습Briggs, 1979), -

과정에서 동원되는 학습자료를 포함하는 일체의 교육환경이다

권옥자 외 교수 매체는 학습내용을 학습자에게 알려( , 1994).

주는 기능과 학습자의 정신기능을 발전시키는 기능의 두 가

지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최인현 특히 어린 아( , 1981)

동 즉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처리기,

술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된,

언어와 이해능력 때문에 설명하는 것 이상의 다른 방법송지(

호 즉 교수매체와 같은 외적인 교수 방법을 필요로, 1990),

하게 된다정경숙( , 1983)

아동은 글을 배우기 전에 일러스트레이션과 접하게 되며김(

미용 아동의 첫번째 상징은 비언어적이므로 구체적인, 1988)

시각적 청각적 정보와 동영상 이 정보의 흡수와, (motor image)

재생을 촉진 할 수 있다 이는 아동(Arnerson & Triplett, 1990) .

을 위한 교육에서 시청각적 매체의 사용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교육 내용을 담아서 이를 학습자에게 시공간

의 제약성과 인간의 감각적 수용기관의 제한성을 동시에 극

복해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데 기여최인현( , 1981)

하여야 하므로 매체선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행동적인 결

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정신상태와 정신과정에 의하

여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효과(Gagné, 1980) .

를 높이고자 학령전 아동의 정신상태와 정신과정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시각적 매체를 만화로 제작하였다.

더욱이 만화는 모든 사상 이 회화적 과장과 미학적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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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의해 표현된 그림이종현 으로 약속된 부호에 의( , 1983)

해 수학의 공식과도 같이 간결한 선과 생략된 형태로 전달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주는 시각

언어로서 그림이라는 점에서 영상매체의 특징을 지니며김미(

용 이원복 수용범위가 넓고 이해전달이 빠르며, 1988; , 1988).

용이하다 따라서 만화는 여러 형식과 내용으로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만화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

화가 새로운 영상교육 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시각은,

사물을 간결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 만화가 아동에게 이해

되기 쉽다는 점 교육 내용에 충실히 제작되어 합목적성의 요,

건을 충실히 지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의는 교육 대상자 특히 아동의 경우 즉각적인 욕구에 의,

하여 발생되며 아동으로 하여금 능동적 귀납적 추론을 하게

최윤정 하므로 교육 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본 프( , 1997) .

로그램에서는 토론의 주제가 적힌 우드보드를 보여주면서 소

개하고 그 목적을 설명한 다음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제기,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물론 대.

상자들의 특성상 산만한 아동들도 있었으나 대상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있었으므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토의는.

어떤 문제 및 원리에 대한 개념 및 추상적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올바로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이(

경식 외 황보선 외 시킬 수 있으므로 아동들의, 1990; , 1994)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고 건강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교육에 토의를 포함시켜야 하겠다.

시범은 이론과 아울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실물을

사용하든지 실제 장면을 만들어내어 지도하는 교육방법이다

황보선 외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볼 수( , 1994).

있으므로 동기유발이 용이하며 대상자들의 수준이 일정치 않,

아도 비교적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또한 교사의 준.

비에 의해 좌우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쉽다김화중 윤순( ,

녕 박노예, 1998; , 1993).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령전 아동이 실천해

야 할 건강행위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중요한 목표 행동을

손 씻기로 정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세균

조각들을 아동들의 손바닥에 접착시키고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손바닥에 접착되어 있는 세

균 조각이 떨어질 정도로 깨끗이 씻을 것을 지도하였다 이는.

학령전 아동들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추

리하는 경향이 있음김일옥 김재은 정명숙 서봉( , 1987; , , 1986;

연 이순형 이기숙 주영희 이영 조연순, , 1990; , , 1996; , , 1996;

을 고려한 것이며 행위를 교육할 때Piaget & Inhelder, 1969)

는 정확성과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하(Dick & Carey, 1996)

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었다.

아동의 생활은 곧 놀이이고 놀이가 아동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자발성과 창의성 및.

반복성의 본질을 갖고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높여주는 중요

한 학습 방법이며 가장 훌륭한 교육적 탐구활동이며 아동의

학습을 위해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옥 놀이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없으나 놀이는 내( , 1980).

적 동기에 의한 것지혜련 김판희 이 분명한 반면 일( , , 1993) ,

은 즐거울 때라도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business)

김수영 외 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1997) .

아동 교육 시설에서 행해지는 놀이는 자유 놀이와 구조적

인 놀이로 크게 나누어진다 특히 은 풍부한 자유 놀이. game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내용에 관련된 일과 진행에 따라

교사가 목적을 가지고 유도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이다이원(

옥 그러므로 유아가 자유 놀이를 통해 조화있는 성장, 1980).

발달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을, game

통하여 부과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또한 게임만이 가진 특성.

인 높은 흥미성과 단체조직성 등을 이용하여 자유 놀이에서

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높은 학습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퍼즐 맞추기는 교육 제 일에 배운1

호흡기 전염병의 병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주요 내용들을 복

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부수적으로 아동들의 소근육 활동을

촉진 도형 수 색채의 개념 크기와 무게의 개념 재료의 성, , , , ,

질을 이해이명희 이연섭 이원옥( , 1985; , 1995; , 1980;

하고 협동 정신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도 영Lederman, 1987)

향이명희 황응연 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 1985; , 1963) .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 제 일에 실시한 숙주 요인 즉 감2 ,

수성을 높이는 행위와 면역을 증강시키는 행위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된 주사위 놀이판 게임은 사용되는 주사위나 말을

통해 아동이 판 위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게이연섭 해 주었으며 건강에 긍정적인 습관이 나오( , 1995) ,

면 전진 부정적인 습관이 나오면 해당칸 만큼 후진하는 주사,

위 게임은 숫자의 개념 차례를 지키는 사회성이 함양되며 영,

양 위생에 대한 긍정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행위를 구별하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Lederman, 1987) .

놀이는 아동이 자기 자신의 물리 사회학적 세계와 의사 전

달 체계에 대한 지식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지혜련 김판희 따라서 유해 색소의 문제 재( , , 1993). ,

료의 프라스틱 편중성을 극복하고 내구성 있는이은경( , 1981)

게임도구를 건강 교육 내용과 관련시켜 창의적이고 조직적으

로 구성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좋은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시장.

성과 전망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요구도가 높은 주(Mai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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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놀이 기구가 제작된다면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소개되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목적

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실험군 과 실“ Ⅰ

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증”Ⅱ

하기 위하여 사전의 지식점수를 공변수로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후에 유의한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지식 변화는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통

적으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본 프로그램에서.

는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병인 요인과 환경 요

인 숙주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의 상호 작용,

과정과 이에 기초한 예방 행위로 구성하였다 이는 인과관계.

의 개념의 정립이 완성되지 않은 학령전 아동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동들의 건강 교육은 바람직한 일상 생

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였다.

병인 요인에서는 병원체의 명칭과 특성 환경 요인에서는,

병원체의 전파과정 즉 병원소로부터의 병원체의 탈출과 전파,

그리고 신숙주로의 침입과정 숙주 요인에서는 감수성과 면역,

의 개념을 기초로 하였으며 학령전 아동들의 이해를 돕고 흥

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만화로 제작된 매체를 사용하였다.

와 의 연구에서는 세된 아동의 그Drummey Newcombe(1995) 3

림에 대한 내재적 기억은 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 3

세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아 기

억상실증 이 존재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infantile amnesia) .

서 이들의 연구는 세 이상의 유아의 교육에서 그림의 사용3

이 아동의 교육 내용 이해를 도와줌은 물론 기억을 향상시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식은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기초이며 개

인이 경험한 사건과 장소 그리고 중요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지식의 중심부분이다 특히 인생 초기 몇 년의 기억은 발달에.

결정적인 것으로 인격 구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eingold & Tenny, 1982).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실험군 과 실“ Ⅰ

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증”Ⅱ

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진술한 목표는 당연

히 태도 목표이다 그러(Dick & Carey, 1996; Thomas, 1971).

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올바른 전염병의 예방과 건강증

진 행위를 그림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을 태도로 보지 않고

지식의 목표로 간주하였다 현실적으로 학령전 아동에게 태도.

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학령전 아동의 발

달 특성과 실험 세팅을 고려하였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령전 아동들에게 전염병 예방에 있어 가장 대표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예방 주사를 주제로 측정가능한 방법

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들에게 폭우로 인하여 감기와 뇌“

막염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예방

주사 맞으러 가자 는 제의를 하였을 때 아동의 반응을 관찰” ,

하여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아동이5 .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아동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중

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실제 주사기와 약을 가져다 놓은 상

황에서 검사를 하였다면 이보다는 더 긍정적인 반응이 관찰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주사기와 약을 가져다 놓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아동들의 공포를 심하게 자극한

다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예방주사와 치료를

위한 주사를 혼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되어 예방주사에

대한 제의만으로 측정하였다.

태도는 준비성 에 대한 경험을 통해 구조화되는(readiness)

정신적이고 신경적인 상태이며 관계된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태도는 잠재적인 행위로 정의된다(Insko, 1967; Thomas,

본 연구의 결과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1971).

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방주사도 다른 주사와 마찬

가지로 아동들의 가장 일반적인 공포의 대상송지호( , 1990;

송지호 이며 예방주사는 아동기에 실천해, 1987; Wong, 1988) ,

야 할 중요한 예방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의 이행과 직결되는

태도의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 가설인 호흡기 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3 “

램으로 교육을 받은 실험군 과 실험군 는 대조군에 비하여Ⅰ Ⅱ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의 행위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이 아.

동들의 예방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군 의 경우는 교육 후에 증가한 반면 실험군 의. Ⅰ Ⅱ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행위가.

변화되려면 보다 장기간의 교육과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프

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동들의 행동의 결정 요소는 가정의 환경과 학교의 환경,

일반적인 사회 환경의 환경적 요인과 아동개인의 인지적 요

인 동기유발적정서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결, -

정된다최윤정 이 중에서 아동의 인지적 요인과 동기( , 1997).

유발적정서적 요인은 교육에 의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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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 예방 행위의 척도로 이용된 점심 급식 전 손

씻기와 급식 후 이 닦기의 이행이 유아 교육기관이나 보육

시설의 급식 방식 즉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암시,

해준다 실험군 의 경우 점심 급식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 Ⅰ

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들은 교사들로부터 점심 식사를 받기.

위하여 집에서 닦아온 빈 도시락을 들고 줄을 서야 했다 이.

때 아동들은 교사 앞에 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

을 상기하고 손을 씻으러 가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반면 실. ,

험군 의 경우에는 전체 원아들이 모두 지하 식당에 모여 함Ⅱ

께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동들은 각 반 별로 줄을 서.

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야 하므로 교사들의 특별한 지도가

없으면 손을 씻지 않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학령전 아동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행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행위에 대한 상황 유발적인 요인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상 아동들의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행위의 보다 적

극적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실험군 에게 적용한 토오컨 강Ⅱ

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 과 실험군 을 대상으Ⅰ Ⅱ

로 사전사후의 행위의 차이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t-test .

토오컨 강화를 적용한 실험군 는 토오컨 강화를 적용하지Ⅱ

않은 실험군 에 비하여 증가되었다 실험군 의 사후 행위.Ⅰ Ⅰ

점수의 평균치가 감소된 반면 실험군 의 사후 행위0.2666 Ⅱ

점수의 평균치는 증가하여 로 매우0.9333 t=4.5252, P=0.0005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 강화 즉 토. ,

오컨 강화가 아동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 유발

도구이성진 유효순 였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고 할 수( , , 1998)

있다.

교실 내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은 와 의 연구를Birnbrauer Lawler(1964)

필두로 하여 주의 집중이 곤란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

의 집중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한 와 의 연Walker Buckly(1968)

구 명의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주도의 토오컨 강, 15 1

화를 실시하여 교실 내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를 이끌

어낸 의 연구 그리고 학업성취의 양과Breyer & Allen(1975) ,

질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한 과 의 연Patterson Guillion(1971)

구 초등학교 학년생의 인종간의 통합성을 증가시킨, 1

등 의 연구가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수행되Hauserman (1973)

었다.

토오컨 강화는 아동들의 교육 뿐 아니라 정신과 영역 성인, ,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다양하다 고혈압.

노인의 투약 이행을 위하여 토오컨 강화가 적용되었는데 노

인의 손녀가 투약을 이행할 때마다 토오컨을 지급하여 노인

의 투약 이행이 바람직하게 증가하였다 노인들(Kazdin, 1980).

의 특성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화물인 토오컨

이 효과적이었으며 흥미를 가지고 토오컨을 지급하는 손녀의

도움이 노인의 바람직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었

다 이 경우 토오컨 강화를 감독한 손녀에게는 학습의 효과와.

함께 보람을 가져다주었으며 강화의 대상이었던 노인에게는

정확한 투약의 이행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훌륭

한 보조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오컨 강화와 같은 조건 강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선 조건 강화 자극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루

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각 개인의 주위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조건 강화 자극을 사용하고 여러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조건 강화 자극이나 후속

강화 자극을 얻는데 심한 경쟁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김동연 외( , 1989).

등 은 교육 현장에서 토오컨을 사용하여 학령Lepper (1973)

전 아동의 외적 보상의 효과를 사정한 연구에서 아동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제 그룹에게는 그림 그리기에 대한 보. 1

상을 미리 주고 제 그룹에게는 같은 활동을 하고 나서 보, 2

상을 해주지만 보상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제 그룹은 전3

혀 보상하지 않은 대조군 이었다 대조군의 반응이 약간 증가.

한 것에 비하여 기대된 활동 후 보상 그룹인 제 그룹은 반1

응이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토오컨 강화와 외적 강화는 이미 그 관심도가 높

은 수준에 있었던 경우에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입

증해 줌으로써 토오컨 강화 전략을 사용할 때 이 점을 역시

유념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Krugalanski

등 또 다른 등 의 연구에서도 발견되(1972), Krugalanski (1971)

었다 와 는 토오컨으로 변화된 행동은. Kranser Kranser(1972)

일반적인 강화 자극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토오컨 강화를 계획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유념하여 충분한

계획과 피드백 하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행동을 정하고 대상자들의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토오컨을 획득할 수 있다면 토

오컨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를 위한 훌륭한 동기 유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령 사전,∙

지식과 행위의 점수로 짝짓기를 시도하였으나 각 집단의

대상자의 수가 각각 명이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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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가 아니므로 연구의 결과∙

를 확대 해석할 수 없다.

가능한 외생 변수를 통제하려 했으나 각 보육 시설의 원∙

아지도 방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세부터 세의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5 6

내용과 만화와 사진 토의 및 시범 그리고 놀이 보상 강화, , ,

조건 강화로 구성된 호흡기 전염병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

수행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협

조하기로 동의한 서울시에 위치한 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실3

험군 과 실험군 대조군으로 편의할당 하였으며 연령 사, , ,Ⅰ Ⅱ

전 지식과 사전 행위의 변수로 짝짓기를 실시한 명의 아동45

이었다 교육 전 일 대 일 면접을 통한 사전 지식 정도에 대.

한 조사와 관찰을 통한 행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사전 측정 후 제 일에 사후 측정을 받았다 실험군 과 실험8 . Ⅰ

군 는 일 동안 호흡기 전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제2 8Ⅱ

일에 사후 측정을 받았다 제 일에 실험군 는 조건 강화인. 8 Ⅱ

토오컨 강화를 적용받았고 제 일에 실험군 과 실험군 는15 Ⅰ Ⅱ

행위에 대한 측정을 받았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자.

가 의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을 통해 개발한 학Dick & Carey

령전 아동을 위한 호흡기 전염병 프로그램의 준거지향 검사문

항과 행위 관찰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

분석 결과 학령전 아동을 위한 호흡기 전염병 예방 프로그,

램이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학령전 아동의 지식과 태도에 유

의한 효과를 가져왔지만 행위에는 유의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건 강화 전략인 토오컨 강화는 학령전 아.

동의 전염병 예방 행위에 매우 유의한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

서 만화와 사진 토의 시범 놀이 그리고 보상 강화를 통한, , ,

프로그램은 학령전 아동의 지식과 태도 행위의 강도를 변화,

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행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동기 유발 도구인 토오컨 강화가 유효하다는 결

론을 얻었다.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

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에 가장 중요하고 빈도가 높다고 판단∙

되는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었는데 추후

에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른 영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만화도 학령전 아동들의 흥미를 자극∙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지된 화면 이(Still)

아닌 애니메이션의 제작도 필요하며 시대의 요구에 발맞,

추어 첨단 매체인 의 개발도 요CD-ROM title, Video game

구된다.

유아 교육 기관과 보육 시설은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교육∙

하기에 이상적인 세팅이지만 임상에서도 환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매체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지식 태도 그리고,∙

행위와 같은 교육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만을 측정

하였는데 앞으로는 호흡기 전염병의 유병율 발생율의 측,

정과 같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의 측정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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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eal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ofA Study on Heal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ofA Study on Heal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ofA Study on Heal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of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for Preschool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for Preschool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for Preschool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the Measurement of It's Effects*Children and the Measurement of It's Effects*Children and the Measurement of It's Effects*Children and the Measurement of It's Effects*
Kim, I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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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and measure it's effects. Method: The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consisted of texts, cartoons, photographs, discussions, demonstrations, puzzle games, die games,

compensation/reinforcement, and token economy which were directed under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by

Dick & Carey. This study was a quasi experimental study under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ith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 preschool children who are attending 3 different district

nursery schools and they were matched by the age, pretest knowledge, and pretest behavior.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criterion referenced test items that were developed by a researcher for evaluating the subjec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 pretest was administered a

week before treatment. Experimental group was administered by the treatment of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program. Experimental group was administered by above program with token economy

program. The posttest was conducted on the eighth day. The third test for behavior was completed 15th day.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6.12 program with Kruskal Wallis test,

ANCOVA, ANOVA, Duncan's test and paired t-test. Result: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F=5.89, P=0.0197).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F=3.29, P=0.0469). 3) There was a non-significant

difference in behavior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F=0.00, P=0.9512). 4) In the

experimental group , there was highly significant increase in behavior after token economy(t=4.5252, P=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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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preschool children was

effective in changing the preschoolers' knowledge and attitude on the respiratory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but not enough for changing the preschoolers' behavior. Token economy was improved as an effective and strong

method for inducing desirable changes of preschoolers' behavior.

Key words : Preschooler,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Health education, Token economy,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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