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회지 제9권 제3호, 2003년 7월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9 No.3, 250-258, July, 2003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김신정1) 이정은2) 김경미3) 박미옥4) 백성숙5) 송미경6) 최미선7)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문제 예방도 한계가 있어 아동 스스로 자기 방어적 자세나
안전문제 대처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아동은 생활주변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건강간호는 질병의 예방, 건강유지증진을 포함하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발달이 왕성하

며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아동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최적의

게 이루어져 성인에 비해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가 쉬우므로

건강과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있다(김계숙 외, 1999). 최근

교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민영순,

이러한 아동 건강유지증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1996).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불안전한 위험상황에서도 사고

것 중의 하나가 아동기 사고이며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불구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습관과 안전행동을 형성시켜주는 체

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ones, 1992). 또한 아동기

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고는 상해로 인해 삶의 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치료

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

및 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스트레

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이해와 사고방식,

스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Aaron, Zaglul,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Emery, 1999).

가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초등학교 아동은 활동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학교생활이 중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불안전한

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친구들과의 단체활동에 몰두하는 시

위험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습관과 안전행동

기이기 때문에 순간적 충동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실수가 많

을 형성시켜 학생의 평생 동안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 위험스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신체적인

기초를 제공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5).

성장이 빠르고 활동적인 경기나 놀이를 좋아하며, 부모의 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요구의 우선순

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반면에 주의력과 사고

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들이 학습할 내용

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주변환경

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면 교육의 목표인 바람직한 변화 즉,

에 대해 행동이 민첩하거나 상황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조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므로(Strasser 등, 1973;

그마한 신체적 활동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전춘옥,

Brennan, 1981; 최옥경, 1995; 이명선, 1999) 학습자들의 요구

1997).

가 교육내용 선정에 반영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연령에서의 안전은 성인들에 의한 보호나 안전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 내용은 교육대상자인 학습자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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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연구목적

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에 대한 요구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흥미분야나 요구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도를 반영하는 안전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

대한 지식,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학령기 아동 집단에 적절한

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대상자의 요구가 충족될 때 교육의

안전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초등학생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교육에 앞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의 요구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 안전교육의 실태를 보면, 체계적인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은 없고, 각 교과의 관련

∙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를 알아본다.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교과서 내용의 지식

∙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본다.

향상을 위한 수업에 집착한 나머지 꼭 다루어야 할 안전교육

∙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정도를 알아본다.

은 뒷전에 밀리는 실정이며, 특별 활동 시간이나 학생 생활지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도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최인범, 전순호,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1998).
또한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아동의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 대상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
식과 태도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를 살펴보면, 주로 사고발생의 실태에 관한 연구(김소선, 이은
숙, 1999; 노정근, 1998)가 대부분이며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최인범, 전순호, 1998)와 안전교육의 실
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영준, 1998; 이한용, 우종웅,

연구 방법
연구대상

김일영, 2001; 최인범, 전순호, 1998),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
분석 연구(김탁희, 2000; 김탁희, 이명선, 2001), 교사의 안전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3-5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최영일, 1998)가 있다. 이와 같이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1, 2 학년 학생의 경우, 그들의 교육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어려울 것(김계숙, 1980)을 감안하여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령기

학교의 보건교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안전교육의 내
용선정 및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자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면 교육의 목표인
바람직한 변화 즉,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요구가 교육내용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한 위험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습관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2 년 3 월부터 5월까지로, 경기
도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와 강원도에 소재한 3 개 초등학교
3-5 학년 학생 전체인 총 32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 안전행동을 형성시켜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안전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편의추출에 의해 선정한 학

교육 실시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

교에 공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안전

그런 후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하지 않은 행동과 관련된다고 볼 때, 대부분의 불안전 행동은

과 방법을 재차 설명한 후 보건교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질문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의 결핍에서 유발될 수 있다.

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

안전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부적절한 태도는 사고의 중요

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를 시행한 시간은 수업시간을 제외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지식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한 특별활동시간으로 대상자가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평균

시켜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성취시켜줄 수 있는

15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고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고예
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의 계획에 기초가 되는 아동의 사고예방에

대상자에게는 320 부가 배포되었으나 이 중 응답내용이 불
완전한 7 부를 제외하고 313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도구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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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안」(이정은, 김지현,

상(36.4%)보다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68.1% 로 대가족

김신정, 2002)을 기초로 안전교육에 대한 10 개 영역을 28 개

의 31.9% 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57.2%(179명)가 사고로 인하

문항으로 구성하여 ‘알고 싶지 않다’는 0 점, ‘보통이다’는 1 점,

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병원치료를 받은

‘알고 싶다’는 2 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가능한 점수의 범

대상자의 사고발생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1>.

위는 0-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교육 요구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의
10개 영역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중
사고예방과 관련된 지식 및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을 구성하
였다. 문항을 구성 한 후에는 보건교사 5 인과 아동간호학 교
수 3 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였으며 학령기 아동 40 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확정하였다.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은 15 개 문항으로 대상자가 맞게 표
시한 항목은 1 점을 부여하였고 틀리거나 모르는 항목에는 0
점을 주었는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5 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병원치료를 받은 대상자의 사고발생 관련 요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내 용
집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차 안 이나 차도에서
수영장이나 물가에서
뜨거운 물체나 물에 데여서(화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팅을 타다가
동물에 의해
기타

빈도
51
22
14
40
13
19
7
44
9
48

백분율
16.3%
7.0%
4.5%
12.8%
4.2%
6.1%
2.2%
14.1%
2.9%
15.3%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는 11 개 문항으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2 점, 보통이다는 1 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평균 43.29 점이었는데, 이를

는 0 점을 주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2 점의 범위로, 점수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7.50 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가 높을수록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문항별 안전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대상자의 문항별 안전교육 요구도는 평균 1.55 점으로 안전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서로 다르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중독예방법」으로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

1.73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의 위험성」이 1.71점,

시하였다.

「친구들간의 폭력예방법」이 1.69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

본 조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침대에서의 사고예방법」로 1.34점

안전교육 요구도가 .9071,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각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시설에서의 사고예방법」이

각 .8123, .7164 로 나타났다.

1.37점, 「장난감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이 1.41점으로 나타
났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는 다음과 같

본 연구대상자는 총 313명으로, 3 학년이 12 명(3.8%), 4학년

다<표 3, 표 4>.

이 218 명(69.6%), 5 학년이 83명(26.5%)을 차지하였으며 연령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10.92 점으로

은 9-12 세의 분포로 평균 10.4세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81 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

아가 55.6% 로 여아의 44.4% 보다 많았으며 사고예방 교육 경

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

험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35.1% 만이 사고예방 교육을 받은 적

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가 .94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이 있다고 하였고 대상자의 64.9% 는 사고예방 교육을 받지

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제품은 물과 가까이 두어도 된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 .93 점, 「비비총같은 장난감으로 다칠 수 있다」가 .90

대상자 아버지의 연령은 30-59 세의 분포로 평균 41.6세이었

점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지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

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28-51세의 분포로 평균 38.2세이었다.

은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가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51.8%)이 고졸 이하(48.2%)보다

.36 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

약간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63.6%)가 대졸 이

야 하는지 알고 있다」가 .46점, 「수영할 때 다이빙은 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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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문항별 안전교육 요구도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 용
사고예방의 중요성
가스레인지에 의한 사고예방법
끓는 물에 의한 사고예방법
전기의 위험성
침대에서의 사고예방법
계단에서의 사고예방법
욕조에서의 사고예방법
중독예방법
운동장과 놀이기구에서의 사고예방법
학교시설( 수돗가, 화장실)에서의
사고예방법
복도와 계단에서의 사고예방법
친구들 간의 폭력예방법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에 대해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수칙
일반도로에서의 안전수칙
차량 내에서의 안전수칙
안전벨트를 매야하는 이유
목욕탕에서의 사고예방
수영장에서의 사고예방
강, 호수에서의 사고예방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예방
화상의 원인
화상의 예방법
장난감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
장난감에 의한 사고예방
자전거에 의한 사고예방
롤러스케이팅으로 인한 사고예방
운동과 관련된 사고예방
전 체

<표 3>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
M± SD
1.60±.61
1.65±.57
1.58±.62
1.71±.58
1.34±.75
1.51±.67
1.49±.67
1.73±.55
1.50±.69

순위
11
6
13
2
28
17
20
1
18

1.37±.76

27

1.42±.71
1.69±.61
1.55±.69
1.47±.70
1.49±.69
1.52±.68
1.43±.73
1.47±.72
1.62±.64
1.67±.61
1.61±.68
1.61±.66
1.66±.62
1.41±.77
1.43±.77
1.58±.67
1.55±.69
1.62±.65
1.55±.36

25
3
14
21
19
16
23
22
8
4
10
9
5
26
24
12
14
7

이빙대에서만 해야 한다」가 .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정도는 17.96점으로, 이를 100 점 만
점으로 환산하면 81.74 점으로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가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인 72.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
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집 안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가 1.93 점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는 「집에는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가 1.90점, 「길을 건
널 때 차가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가 1.79 점의 순이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난 문항은 「집에서 개를 키우는

번호
내 용
1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플러그는
2
꽂아 두어도 된다
3 전기제품은 물과 가까이 두어도 된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하면 생명을
4
구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 어린이는 뒷자석에 앉는 것이
5
안전하다
좁은 골목길이나 길을 다닐 때는 뛰어다녀도
6
된다.
7 혼자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영할 때 다이빙은 꼭 다이빙대에서만 해야
8
한다.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9
알고 있다.
10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1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12 비비총 같은 장난감으로 다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브레이크나 타이어
13
등을 잘 점검해야 한다.
잘 아는 개에게는 물리지 않고 잘 모르는
14
개에게만 물린다.
개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는 건드려서는
15
안 된다.
전 체

M
.71

SD
.45

.81

.39

.93

.24

.94

.23

.87

.34

.87

.34

.65

.48

.56

.50

.36

.48

.46
.57
.90

.50
.50
.30

.89

.31

.61

.49

.78

.41

.73

.16

<표 4>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정도
번호
1
2
3
4
5
6
7

내 용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으면 받겠다.
집에는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는 멋있어 보인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는 항상 한다.
동물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안전하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시므로 사고가
8
일어나지 않는다.
집안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9
말씀드리겠다.
길을 건널 때 차가 없으면 신호등을 무시해도
10
된다.
위험한 장난감은 절대로 가지고 놀아서는 안
11
된다.
전 체

M SD
1.58 .69
1.61 .62
1.90 .30
1.66 .64
1.73 .54
1.63 .73
1.04 .71
1.48

.73

1.93

.31

1.79

.56

1.61

.68

1.63

.25

것은 안전하다」가 1.04 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는 선생님이 계시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가 1.4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점,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가 1.58 점의 순으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는 사고예방
교육 유무(t=1.819, p=.070), 아버지 학력(t=-1.381, p=.168), 어
머니 학력(t=-.625, p=.532),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
(t=-.986, p=.325)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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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의 차이
특성

구분

실수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2
218
83

성별

남아
여아

174
139

사고예방
교육

유
무

110
203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51
162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99
114

가족형태

핵가족
대가족

213
100

사고로인한
병원치료
경험

유
무

179
134

안전교육 요구도
M(SD)
72.79(15.61)
78.20(17.85)
76.32(18.62)
F=8.692, p=.003
75.67(19.23)
79.78(16.02)
t=-2.059, p=.040
80.00(18.25)
76.14(17.71)
t=1.819, p=.070
76.05(18.73)
78.85(17.17)
t=-1.381, p=.168
77.01(18.25)
78.34(17.50)
t=-.625, p=.532
74.21(18.72)
79.04(17.43)
t=-2.229, p=.027
76.63(17.80)
78.65(18.19)
t=-.986, p=.325

사고예방 지식
M(SD)
63.06(15.02)
75.04(14.00)
72.81(17.12)
F=.029, p=.865
74.23(16.07)
71.08(16.22)
t=1.157, p=.249
78.03(13.63)
69.70(16.80)
t=3.058, p=.003
70.98(15.86)
73.89(16.31)
t=-1.041, p=.300
71.44(15.75)
74.73(16.65)
t=-1.196, p=.234
72.88(15.54)
72.76(16.61)
t=.040, p=.968
72.30(16.69)
73.48(15.52)
t=-.430, p=.668

사고예방 태도
M(SD)
78.18(10.92)
84.84(11.93)
80.42(13.03)
F=2.483, p=.117
80.03(13.49)
83.82(11.29)
t=-1.789, p=.076
88.00(9.40)
78.01(12.90)
t=5.308, p=.000
80.78(13.62)
82.31(12.07)
t=-.694, p=.489
81.19(13.03)
82.52(12.14)
t=-.616, p=.539
81.98(12.52)
81.59(12.79)
t=.180, p=.858
80.27(12.90)
83.69(12.13)
t=-1.604, p=.111

(F=8.692, p=.003), 성별(t=-2.059, p=.040), 가족형태(t=-2.229,

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

p=.027)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고예방에 대한

을 알 수 있다.

지식 및 태도 정도는 각각 학년(F=.029, p=.865; F=2.483,
p=.117), 성별(t=1.157, p=.249; t=-1.789, p=.076), 아버지 학력
(t=-1.041, p=.300; t=-.694, p=.489), 어머니 학력(t=-1.196,

<표 6> 대상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와의 관계
안전교육
요구도

p=.234; t=-.616, p=.539), 가족형태(t=.040, p=.968; t=.180,
p=.858),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t=-.430, p=.668; t=-1.604,
p=.11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고예방 교육
유무(t=3.058, p=.003; t=5.308, p=.000)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와의 관계

안전교육
요구도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r=1.00
r=.166, p=.048

r=1.00

r=.265, p=.001

r=.427, p=.000

r=1.00

고찰 및 논의

대상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
식과 태도 정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6>.

본 연구결과에서 사고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유의

64.9% 로 나타나 사고예방 교육을 받은 대상자 수보다 더 많

한 상관관계(r=.166, p=.048)가 있었으며 태도와도 유의한 상

았다. 이는 아직도 많은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

관관계(r=.26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고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다. 한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

정도가 높았으며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

로 한 연구에서도 안전교육 실시정도를 묻는 질문에 54.3% 이

다. 또한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와도 유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4.2% 는 충분했다고, 11.5% 는 불충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427, p=.000) 대상자

분했다고 응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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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가 체계적인 지도내용의 준비 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팔꿈치 보호대, 장갑 등)의 착용은 전체 대상자의 50.3% 가 착

(최영일,1998). 이는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조차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도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

에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

하며 교육계획안을 수립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교육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실력을

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믿고 이러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가정생활 중의 사고(16.3%)를

한용, 우종웅, 김일영, 2001).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초등학생

가장 많이 경험하였는데, 이는 이자형 등(2002)이 15 세 이하

대다수가 사고예방과 건강증진 행위을 하고 있는 것과

의 아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는 집이라

(Polivka, Ryan-Wenger, 1999) 비교되며, 자전거나 롤러브레이

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드를 탈 때 헬멧 착용만으로도 심각한 두부손상의 60% 가량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교

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욱

육과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Wilson 등, 1991)을 증명하고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아동기 사고는 중

있다.

요한 아동 건강문제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 비의도적인 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는 100 점 만점으로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환산했을 때 77.50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

위한 여러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전띠 착용이나

항별 안전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중독예방

자전거 탈 때의 헬멧착용을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Schwebel

법」이었으며, 「전기의 위험성」, 「친구들간의 폭력예방

& Plumert, 1999).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고 발생율의 차이로

법」 순이었다. 한편 김탁희, 이명선의 연구에서는(2001) 초등

어머니의 아동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를 보

학생이 원하는 안전교육의 영역별 요구도에서 영역별 순위는

였는데 사고 위험행동을 많이 하는 남아에게 안전장비 착용

사고대처 및 응급처치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안전, 화재

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Lillo & Tremblay, 2001).

및 폭발물 안전, 안전의 의의 및 기본원리, 놀이 및 여가안전,

또한 본 연구에서 「운동장과 놀이기구에서의 사고예방

학교안전, 교통안전 영역의 순으로 학교안전이 낮게 나왔으며

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비교적 낮게 나왔는데 Coppens와

정명애(2000)의 연구에서도 운동시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낮

Gentry(1991)는 놀이터에서의 사고 위험 상황에 대한 비디오

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교육 요구도에서

분석을 통해 오르기 시설과 그네기구, 특히 미끄럼이 사고위

「학교시설에서의 사고예방법」이 요구도가 낮게 나온 반면,

험 상황의 기여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아동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한 학내 안전교육 내용 중 지

안전과 예방을 위한 인식의 부족으로 아동의 대다수가 사고

도해야 할 우선순위로는 운동장의 놀이와 운동 중 안전이

위험 상황을 중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29.1%, 교내 휴식 시간 중의 안전이 28.1%, 체육 학습에서의

타났다.

안전이 25.2%, 실험실습에서의 안전이 14%, 청소활동 및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불안전한

작업 시의 안전이 1.8%, 일반교과 학습에서의 안전 1.4% 순

위험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습관과 안전행동

으로 응답하여 운동장 놀이와 운동 중 안전, 교내 휴식시간

을 형성시켜 학생의 평생 동안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의 안전, 체육 학습에서의 안전이 82.4% 로 나타나(최일영,

기초를 제공하는데, 학습자들의 흥미분야나 요구도가 교육내

1998) 교사와 학생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

용에 반영되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일영, 1998)에서 학내외

도움이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목에서 각 부분과

의 안전교육 내용별 우선순위를 보면 위험물 접촉, 접근에서

연관되는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의 안전이 69.8%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감정, 그리고 행위 의도에
대한 일관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태

또한 본 연구에서 「자전거에 의한 사고예방」과 「롤러스

도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케이팅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 요구도가 그다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생활이나 위험의 상황에서 행위선택

지 높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안전태도의 형성은 생활의 과정에서 실

구에서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놀이기

제 행위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Worick, 1975), 안전태도

구를 탈 때는 안전용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다’의 교육

의 체제가 바로 기본적인 안전능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요구도와 실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백경원, 1999)와

본 연구에서 사고예방 교육의 유무에 따라 사고예방에 대

일치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로 롤러스케

한 지식 및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사고예방에

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보호장구(헬멧, 무릎보호대,

대한 지식이나 태도 정도에 있어서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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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행하고 있는

∙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

안전교육 프로그램 중,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는 학년(F=8.692, p=.003), 성별(t=-2.059, p=.040), 가족형

태도를 습득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초등학교에서는 위험한 상

태(t=-2.229, p=.027)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

황을 인식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피하

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는 사고예방 교육 유무

는 행동습관을 기르고 바람직한 안전생활을 실제적으로 경험

(t=3.058, p=.003; t=5.308,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시킨다(Caballer, 1980).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전사고 예방행동에 영

∙ 대상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가장

식과 태도 정도와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안전교육 요구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지각된 학교 안전교육의 학습내용’

는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태도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안전습관 실천정도’, ‘사고발생에 대한

(r=.166, p=.048; r=.26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도’, ‘안전에 대한 지식정도’, ‘부모님의 안전습관 실천정

대상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도 태도 정도와 유의한 상

도’, ‘사고발생에 대한 염려 정도’ 순으로 나타나(백경원, 1999)

관관계(r=.427,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상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

이와 같은 연구는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 요구도

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영역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를 좀 더

와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전체적이고 세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지식과 태도 정도에 맞는 안전교육

부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파악하였다. 대

을 구성하게 하여 직접적으로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상자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의 결합이 안전교육의 성공을

기대된다.

가져오므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참고로 양쪽의 요
구가 통합되고 대상자의 수준에 적절한 안전교육 내용에 대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한 지식,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학령기 아동 집단에 적절한

∙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대상자의

안전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초등학생에게 실질적인

요구도가 먼저 파악되어 대상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내용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02년 3 월부터 5 월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1 개
초등학교와 강원도에 소재한 3 개 초등학교 3-5 학년 31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고예
방 교육안」(이정은, 김지현, 김신정, 2002)을 기초로 안전교
육에 대한 요구도 28개 문항과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15 개

과 방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 사고경향이 높은 아동의 안전교육 요구도를 조사, 연구하
여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사고예방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관심을 확대시켜나갈 필
요가 있다.
∙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의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문항, 사고예방에 대한 태도 11 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내
용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사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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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ducation Needs and Knowledge and Attitude of Injury
Preven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im, Shin-Jeong1) Lee, Jung-Eun2) Kim, Kyung-Mee3)
4)
5)
6)
7)
Park, Mi-Ok Baek, Sung-Sook Song, Mi-Kyoung Choi, Mi-Sun
1)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2)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3) School nurse, InChang elementary school, 4) School nurse, BukPyung elementary school
5) School nurse,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6) School nurse, DongCheon elementary school, 7) School nurse, MungJu elementary school

P 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direction and strategy of safety education proper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 M ethod: The subject of this survey consisted of 313 3rd- 5th grade from 4 elementary schools in
Kyungi-Do and Kwangwon-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May, 2002 using a questionnaire about safety
education needs , knowledge about injury prevention ,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R esult: 1. The degree
of safety education needs showed averaged 77.50 on the basis of 100 points. 2. The degree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showed averaged 72.81 and 81.74 seperately on the basis of 100 points. 3. With
the respect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fety education need
according to children's grade(F=8.692, p=.003), sex(t=-2.059, p=.040), family type(t=-2.229, p=.027) and in
knowledge &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there statis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xperience of
injury prevention education(t=3.058, p=.003; t=5.308, p=.000) each. 4. The level of safety education needs is
correlated at signficant level with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of childrens(r=.166, p=.048;
r=.265, p=.001) and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r=.427, p=.000). C onclusion: From this results, nurses can plan safety education program appropriate to children's
needs,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Key words : Safety education needs, Knowledge and attitude, injury preventi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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