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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을 살펴보면 아동은 해로운 사회환경,

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

나 비록 미국의 경우도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해마다 명중5

명의 아동이 의학적 치료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나1

년 유니세프의 부유국 아(Moody-Williams, et al., 2000), 2001

동 상해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 회원국 중에서 아동 상해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26

타났으며 스웨덴이나 일본 등에 비해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률이 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유니세프 아4-5 ( , 2001),

동 안전에 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어린이 사고 중에서도 치명적인 손상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은 세 이하의 유아들이다4 (Baker, O'Neill, &

유아들은 자아 중심적 사고를 지니고 있어Ginsburg, 1992).

상상의 세계에 몰입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

으며 위험한 상황이나 사건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 스스로의 건강 및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 Garbarino(1998)

로부터 완전히 예방 가능한 것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

러한 개념에서 사회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가에 따

라 그리고 예방전략에 대한 어떤 종류의 표준이 준비되어 있,

느냐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간접적인 비용손실 즉 생산성의 손실과 가족,

의 인적손실도 큰 문제로 사고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잃,

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Saldana & Peterson, 1998).

린이 안전은 개인과 가족 및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관

심주제이다.

영유아의 사고는 특히 가정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년 에서, 1990 40%

년에는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2001 49%

둔 어머니의 취업률도 로 추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30% , 0-5

세 아동 중 약 가 취업모의 자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45%

통계청 년 우리나라 보육시설 수는 개소이( , 2001). 2000 19,276

고 보육 받고 있는 아동 수는 명에 이르고 있으며보686,000 (

건복지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2002), .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부모 뿐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보육기관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 논제가 아닐

수 없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사고율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강기숙 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명 전, (2000) 124

원과 학부모 명 중 가 보육시설 내외에서 영유아 사171 86.5%

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사.

고발생을 조사한 홍혜경 지성애와 김영옥 의 연구에서, (1998)

는 약 가 한 달에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70% 1-2

났으며 이재연의 연구에서는 한 해 동안 병원치료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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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가 건 이상 발생한 보육기관이 에 달하는 것으1 80.9%

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다윤선화 재인용 또한 학령( , 2003 ).

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희순 강규숙과 이은숙 의, (1999)

연구에서는 옥외사고가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많았으며,

옥외 사고 중에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은숙과 김정남 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2003)

발생한 사고가 로 집에서 발생한 사고 보다 월등50.6% 24.3%

히 높았다 외국의 경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 부모가 보육. ,

기관 및 학교에서는 교사가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지어져 있으나 우리나,

라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다박덕규( ,

또한 미국에서는 보육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경우1993). ,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며 아동의 사고로 인한 손,

상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Currie & Horz, 2004),

나라는 관련 법규나 규제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또한 유아기의 사고 유형을 보면 흡인 질식 화상 익사, , , ,

낙상 중독 자동차 사고 등이 있는데 이중 많은 부분이 적절, , ,

한 응급조치를 통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들을 돌보는 부모나 보육교사에게는 응급조치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교육요구도에 대.

한 김지수 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처치와 사고예방을 위(2003)

한 아동교육법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감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혜경 의 연구에서도 보육교, (2001)

사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안. 2002

전과 건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김일옥 김미예( , , 2004).

위와 같이 보육시설에서의 사고는 심각한 수준인데 반해

보육교사의 사고예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간호학 전공자에게도 보육교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므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학문 분야에

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년 말. 2004

개정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방향에서도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부모 지역주민 행, , ,

정기관 등과 협조하며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 제안되

고 있다김일옥 김미예 따라서 보건소의 간호사나 지( , , 2004). ,

역 대학의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심폐소생

술을 비롯한 아동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

처치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하

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는 사고실태나 교육요구도를 보았을 뿐, ,

보육교사의 안전지식이나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의 건강증진 모형. Pender

을 중심으로 가족의 안전관련 이행행(Pender & Pender, 1987)

위를 설명한 이인숙 에 의하면 안전실천행위에 영향을(2001)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적 특성 외에도 안전에 대한 유익성 장,

애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와. Harris

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고 사이의 관련Kotch(1994)

성은 사회적지지 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도 안전실천에 대한 중요한 예측Russell and Champion(1996)

변수의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들고 건강신념 사회적 영향 인, , ,

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경험에 의해 위험에 대한 접근성의,

가 설명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51%

강조하였다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도 어머니와 마찬가지.

로 안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심리적 요

인을 포함하여 안전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

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

및 응급처치 관련 지식 실천 및 안전실천에 영향을 주는 관,

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의 건강증진모형최명애 이인Pender ( ,

숙 역 을 기초로 개인적 특성과 행위와 관련된 인지 및, 1997)

인간상호간의 영향인 사회적 지지 상황적 영향인 스트레스를,

변수로 포함하여 행위결과인 안전실천과의 관련여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

육기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고안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과

응급처치 관련 지식 실천 정도 및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관리와 응급처치에 대,∙

한 지식 및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안전과 응급처치 지식 및 실천 안,∙

전수행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의 차이를 비교한다, .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실천 건강신념 수행자신감, , ,∙

및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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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관련 지식 및,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의 건강증진모형. Pender

최명애 이인숙 역 으로 건강증진모형에 안전에 관한( , , 1997)

변수를 대입하여 안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과 경험으로는 연령 학력 교육경. , , ,

력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교육 수혜여부 행위와 관련된, ,

인지와 감정으로는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안전수행 자신감, ,

안전에 대한 태도를 인간상호간의 영향으로 사회적 지지를, ,

상황적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포함시켰으며 행위결과로서 건강

증진행위인 안전실천을 설정하여 관련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그림< 1>.

개인적 특성과
경험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행위결과

개인적 요인:
연령
학력

교육경력
안전에 대한 지식

이전의 관련 행위:
안전교육
수혜여부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수행 자신감

인간상호간의 영향
: 사회적지지

상황적 영향
: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 안전실천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그림 연구의 이론적 기틀<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개 시 지역 내 보육교사 중1

연구목적을 설명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명을 편의표출116

하였다.

연구도구
안전지식•

안전지식은 문헌고찰을 기초로 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묻는 개의 문항을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선다형의15 .

개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은 점 오답은 점으로 처리하고10 1 , 0 ,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예 아니오 로 묻는 개의“ ”, “ ” 5

이분문항에 대해서는 예 의 경우 점 아니오 의 경우 점“ ” 1 , “ ” 0

처리하여 점 만점에 대한 점수를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15 .

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전실천•

문헌고찰을 토대로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안전실천에 관한

사항을 문항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25 ‘ ’

점 가끔 실천한다 점 항상 실천한다 점의 단계 점0 , ‘ ’ 1 , ‘ ’ 2 3 2

만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실천을 잘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였다. Cronbach's .79 .α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의 건강증진모형최명애 이인숙 역 에서는 건Pender ( , , 1997)

강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으로 행위에 대한 유익성 장애,

성 자기효능감 행동과 관련된 감정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 , .

서는 안전실천행위에 대한 유익성 장애성 자기효능감 안전, , ,

실천과 관련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문항10

의 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으로 명명5 ,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는 였다, Cronbach's .69 .α

안전수행 자신감•

남혜경 이 보육교사의 안전관련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2001)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점 척, 10 4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관련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남혜경 의 연구에서는. (2001) Cronbach's .85α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88 .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에 대한 태도는 안전에 대한 중요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안전사고 원인 사고예방 가능성의 내용으로 문, ,

항을 구성하여 자가보고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개 문항의 점5 5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 ,

구에서의 는 였다Cronbach's .59 .α

사회적지지•

안전수행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주위사람이나 동료의 지

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의 사회적지지 도구를(1985)

기초로 개 문항을 선택하여 일부 수정한 후 간호학과 교수5

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명에 대한 예비조사2 15

후 가 이상으로 나와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Cronbach's .80 . 5α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는 였다Cronbach's .89 .α

자료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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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연구 협조 요청을 하여 해당 지

역 내 모든 보육기관에 연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보건소 주최 보육교사 모임 시 연구목적을 설명하였다 이후.

일부는 연구자가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보육교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일부는 보건소와의 협,

조하에 연구자가 시행한 여러차례의 안전교육에 참여한 대상

자들로부터 교육 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같은 기관의 교.

사는 같은 날 자료를 수집하여 안전교육이나 설문 정보가 확

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2003 9 1

월 일까지였다10 30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SPSS Win 11.5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고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 및 실천 등의 차이는 와t-test

로 분석하였다ANOVA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세였으며 교육경력은 평균28.91 ,

년이었다 근무 전이나 근무 중 안전교육경험이 있는 경4.91 .

우는 명 이었으며 없는 경우는 명 이었다97 (83.6%) , 19 (16.4%) .

교육시기에 따라 다시 구분해보면 보육시설에 근무하기 이전,

에 안전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명 이었으며 교육시간은 시간이내와 시간의 경55 (47.4%) , 2 3-8

우가 비율이 높았다 보육시설 근무를 시작한 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명 이었으며 교사연수를 통해서88 (75.9%) ,

받은 경우가 로 가장 높았고 시간은 시간이 가장 많58.6% , 3-8

았다 표< 1>.

보육교사의 안전에 관련된 태도 지식 및 실천,
보육교사의 안전에 관련된 태도 및 안전교육 현황•

보육교사는 대부분 어린이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

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어린이를 돌볼때 상대적,

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도 였다 사고발생 원73.7% .

인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부족 및 부주의가 로49.1%

보호자의 감독소홀 나 안전시설 미비 보다 높았24.6% 25.4%

다 사고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고는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로 가장 높았으며 전적으로78.3% ,

예방가능하다고 본 경우는 였다 학부모에 대한 연간계20.9% .

획을 갖고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에 불과했27.9%

으며 교육을 하는 경우도 유인물만을 배부하는 경우가, 63.5%

로 가장 많았다 표< 2>.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 지식•

보육교사에게 안전 및 응급처치에 대한 선다형의 개 문10

항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이분문항 개 문5

항으로 구성된 개 문항으로 지식을 측정한 결과 점 만점15 15

에 점이었으며 정답률은 였다 가장10.23±1.52 , 34.8% 98.3% .～

정답률이 낮은 항목은 창문의 안전창살 간격에 대한 것이었

으며 가장 정답률이 높은 항목은 만 세 이하의 영유아가 세, 2

제를 먹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것이었

다 표< 3>.

보육교사의 안전실천•

안전실천 점수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개50 42.01±5.66 25

문항 중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밀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로 점 만점에 점’ 2 1.97

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보호, ‘ (

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항목으로 점이었다 표) ’ 1.13 < 4>.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16)
변수 구분 실수(%) or M±SD

지역특성 도시 28(24.1)

농촌 9( 7.8)

도농복합 53(45.7)

무응답 26(22.4)

최종학력 보육교사 양성과정 26(22.4)

전문대 51(44.0)

대졸이상 39(33.6)

안전교육 수혜경험 있음 97(83.6)

없음 19(16.4)

근무 전 없음 55(47.4)

교육수혜시간 시간이내2 22(19.0)

시간3-8 21(18.1)

일2-4 5( 4.3)

일5-7 1( .9)

일 이상8 12(10.3)

근무 후 없음 26(22.4)

교육수혜시간 시간이내2 31(26.7)

시간3-8 40(34.5)

일2-4 12(10.3)

일5-7 3( 2.6)

일 이상8 4( 3.4)

근무 후 보육시설 자체교육 10( 8.6)

교육수혜 방법 교사연수 68(58.6)

특강 10( 8.6)

기타 5( 4.3)

연령(M±SD) 28.91±6.35

교육경력(M±SD) 4.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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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육교사의안전에대한지식 문항정답률< 3> (N=116)
문항 정답률(%)

세 이하 영유아가 세제 먹지 못하도록2•

관리하는 방법
98.3

자동차에 아이를 안전하게 앉히는 방법• 94.8

세 영유아의 사망원인 순위1-5 1• 93.0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탈출 방법• 81.7

유아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80.9

세 영아가 우유 먹다 질식 시 처치방법1• 73.0

출혈 시 지혈방법• 70.4

아이가 뜨거운 물이나 화염으로 화상 시•

응급처치 방법
68.7

책상모서리에 부딪쳐 멍들었을때 응급처치 방법• 59.1

연기감지기의 위치와 작동여부• 56.5

질식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49.6

연령에 따른 주요 사고유형• 46.1

가정이나 기관에 공급되는 적정 온수온도• 35.7

창문의 안전창살 간격• 34.8

옷에 불이 붙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31.3

보육교사의 안전수행 자신감•

안전관련 행동 중 안전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한 결과

가장 자신 있는 항목은 화장실 내에서의 안전규칙 지도 놀이,

시의 안전규칙 지도였으며 가장 자신 없는 항목은 심폐소생,

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것이었다 표< 5>.

표 보육교사의 안전수행 자신감< 5> (N=116)
문항 M±SD

화장실 내에서의 안전규칙 지도• 3.47±.667

놀이 시의 안전규칙 지도• 3.32±.656

다쳤을때 데리고 갈 적절한 병원 판단• 3.24±.790

장난감과 놀이기구의 안전성 점검• 3.10±.718

소화기 사용법• 2.96±.777

찢어졌을 때의 응급처치• 2.88±.807

화상 시의 응급처치• 2.86±.847

이물질 흡인 시의 응급처치• 2.54±.901

팔 골절 시의 응급처치• 2.44±.860

숨을 쉬지 않을 때의 심폐소생술• 2.08±.850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비교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역 교육경,

력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없었으며, ,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보육교사의 안전에 관련된 태도 및 안전교육 현황< 2> (N=116)
항 목 구 분 빈도(%)

어린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는가?

항상 있다 60(52.2)

가끔 있다 32(27.8)

보통이다 14(12.2)

별로 없다 9( 7.8)

전혀 없다 0( 0 )

어린이를 돌볼 때 여러 가지 사항 중 상대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9)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0( 0 )

보통이다 1( .9)

중요한 편이다 28(24.6)

가장 중요하다 84(73.7)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린이의 안전의식 부족 및 부주의 56(49.1)

타인의 부주의 1( .9)

교사 및 부모의 지도감독 소홀 28(24.6)

어린이 보호용 안전시설 미비 또는 부족 29(25.4)

보육시설에서의 사고가 예방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24(20.9)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90(78.3)

사고는 운이 나빠 생기는 것이므로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9)

학부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31(27.9)

사고발생 우려가 높을 때마다 14(12.6)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3( 2.7)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63(56.8)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방법은? 강의 8(15.4)

집담회 5( 9.6)

개별면담 4( 7.7)

유인물 배부 33(63.5)

기타 2( 3.8)

무응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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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른 차이•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안전지식 안,

전실천 안전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은 대졸이상인 경우 전문대졸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표< 6>.

안전교육경험에 따른 차이•

보육기관 근무 전이나 근무 동안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지식 안전수행에 대한 자신감 안전에 대한, ,

건강신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안전실천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표< 7>.

안전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이•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명 이었으84 (72.4%)

표 보육교사의 안전실천< 4> (N=116)
내 용 M±SD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밀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1.97±.160

교실이나 마루 마당 등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발견되면 즉시 치운다, .• 1.91±.283

응급 시 사용할 약품이나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1.90±.334

동전이나 건전지 위험성 있는 장난감을 가져온 경우 귀가 시까지 교사가 보관한다, .• 1.92±.270

계단과 복도는 잘 정리되어 다니는데 방해물이 없다.• 1.89±.318

칼 가위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 .• 1.88±.330

약품이나 세제 등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 1.87±.363

어린이 혼자 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1.85±.356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82±.426

아이들의 목욕이나 물놀이 시 낮잠 잘 때도 항상 옆에 있는다, .• 1.81±.436

창문근처에 있는 의자나 가구는 치운다.• 1.75±.454

커튼이나 블라인드의 줄은 아이가 손대지 못하도록 높게 묶어둔다.• 1.75±.566

세 이하에게는 작은 조각이 있는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4 .• 1.72±.490

발판 등에 갈라진 틈 나무 돌 등 발에 걸리는 것이 없다, , .• 1.70±.498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전화번호를 전화기 옆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있다.• 1.69±.612

계단 옆의 벽에 어린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지 않는다.• 1.65±.596

놀이기구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가장자리가 없다.• 1.65±.533

놀이터 바닥에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다 작은 나무 조각 덮개 모래 안전고무 또는 고무 소재의 재료( , , , )• 1.57±.673

모든 비닐봉지는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1.56±.549

기관 내 화재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 .• 1.55±.776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콘센트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가구로 막아 놓고 있다.• 1.53±.680

옥상 베란다 창문 등에 추락 방지용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 .• 1.48±.814

비나 눈이 올 때에는 현관출입구에 미끄럼 방지 깔개를 깐다.• 1.43±.709

욕실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있다/ .• 1.21±.881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안전조치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 ( ) .• 1.13±.810

표 학력에 따른 차이< 6>
변수

보육교사

양성원(n=26)

전문대졸

(n=51)

대졸이상

(n=39) F p

M±SD M±SD M±SD

안전지식 9.93±1.21 10.45±1.88 10.12±1.18 .669 .515

안전실천 43.11±4.10 41.35±6.01 42.01±5.66 .598 .553

안전수행 자신감 29.35±4.54 28.30±4.75 29.36±6.98 .506 .604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38.91±3.62 38.71±3.74 40.89±3.25 4.352 .015

표 안전교육 수혜 경험에 따른 차이< 7>
변수

교육경험 있음

(n=97)

교육경험 없음

(n=19) t p

M±SD M±SD

안전지식 10.39±1.51 9.11±1.67 2.429 .018

안전실천 41.96±5.82 42.31±4.91 -.204 .839

안전수행 자신감 29.54±5.54 25.63±4.37 2.898 .005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39.82±3.80 37.89±2.30 2.86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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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았,

다 그러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 8>.

변수별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은 안전수행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강,

신념 및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와,

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전실천과 안.

전지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논 의

사고예방은 아동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인데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및 취업모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영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안전은 아동의

중요한 건강관련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태도 지식 그리고 안전실, ,

천 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의 시사점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보육교사 중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

우는 명 으로 비율이 높기는 하였으나 모든 위험이84 (72.4%) ,

나 사고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일이 부모와 교사의 최우선

적 임무라 한 의 말을 상기할 때 안전사고에Lubchenco(1982) ,

대한 바른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교사나 보호자의 책.

임이라기보다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부족 및 부주의함을 이유

로 들고 있는 비율이 로 높아 백윤미 등 의 연구와49.1% (2001)

유사하였는데 아직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연령임을,

감안할 때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

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관리와 세심한 돌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은숙과 김정남 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2003)

생각하는 사고원인으로 어린이의 부주의와 보호자의 지도감독

소홀이 각각 와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31.0% 34.3% .

구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안전수행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우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성만 인식한다.

고 해서 지식이나 실천이 높지는 않았으므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지식전달과 실천 동기화 및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는 유아의 안전지식 정도에 영향을 주는Briggs(1991)

것은 유아의 연령이나 성 지적 수준 등이 아니라 유아를 돌,

보는 사람이 안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보육기관이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려면 교사부터 안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들의 재해. ,

예방에 대한 교육은 유아 혼자만을 교육하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박용길( ,

본 연구결과 부모에게 안전교육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2003),

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으며 교육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간단,

한 유인물을 전달하는 경우여서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기대하

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과 실천을 비교한

결과 학력에 따른 지식과 실천은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정미,

라와 배소연 의 연구에서 교사의 학력이나 연령 교육경(1999) ,

력에 따라 안전에 관한 지식 총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는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학력에 관계없이 보육기관 근무.

전이나 근무 동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

우는 였는데 이들은 안전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83.6% ,

안전지식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

유의하게 높았다 정미라와 배소연 의 연구에서는 안전. (1999)

표 안전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이< 8>
변수

안전가장중요

(n=84)

안전가장중요아님

(n=32)
t p

안전지식 10.34±1.60 9.82±1.24 1.213 .229

안전실천 42.35±5.33 40.85±6.71 1.029 .307

안전수행자신감 29.81±5.21 26.97±4.97 2.597 .011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40.32±3.57 37.11±2.87 4.305 .000

표 변수별 상관관계< 9> (N=116)
안전지식 안전실천 수행자신감 안전건강신념 사회적지지

안전실천 .161

수행자신감 .352** .336**

안전건강신념 .124 .318** .312**

사회적지지 .231 . 375** .445** .495**

스트레스 -.002 -.297** -.157 -.19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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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지식 점수가 높기는 하였지만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몇 가지 개별 문항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지식,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학력보다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안전에 대

한 지식 습득에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

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 유아의 건강 및 보건관련 과목이 개설

되어 있기는 하나 건강이나 보건의 부분에서 안전교육 내용

이 일부 다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교육내용의 범위나,

시간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교사연수를 통해서도 유아,

안전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

은데정미라 배소연 앞으로는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 , 1999),

과정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과 이후 보

육교사로 근무 중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을 제안한다.

보육교사의 안전실천 중 실천 정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모

서리 안전 보호대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콘센트 덮개, ,

사용 등으로 안전용품의 적절한 사용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화재 안전환경에 대해 조사한.

윤선화 의 연구에서도 전기콘센트덮개 사용률이 로(2002) 46.9%

여러 안전조치 중 특히 낮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안전용품,

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실용적인 상품들이 다양하게 개,

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윤미 등 도. (2001)

보육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후 손가락 보호대 방문고정장치, ,

모서리 보호대 미끄럼 방지매트 같은 영유아 안전용품 활용,

이 적극 권장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안전용품들은 제조하는 회사의 수

가 매우 제한적이며 대형 할인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 외,

에는 일반인이 쉽게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안전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안전실천 점수가 높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한 심각한 분석,

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선화 의 연구에서는 화재. (2002)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화재안전 환경관리를 유

의하게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안전교육경험의,

유무보다는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안전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머물러서,

는 안되며 실기 강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안전실천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안전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자신없는 항목은 심폐소생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일반,

인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

및 실습강좌가 생기고 있지만 특히 영유아를 가까이에서 돌

보는 보육교사에게는 아동에게 적합한 심폐소생술을 실제 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보다.

심폐소생술 습득이 일반화 되어있는 선진외국에서도 아동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지식과 자신감이(Conrad & Beattie, 1996).

높다하더라도 안전실천을 위해서는 기관의 협조와 여건이 따

라야 할 것이므로 보육교사뿐 아니라 보육기관의 경영자가 안

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는 교육 기회 제공과 관련 법규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은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

감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및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안전실천과 안전지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상황요건을 고려하지 않,

은 교육이나 지식의 주입은 실천을 이끌지 못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의 건강증진 모형을 중심으로. Pender

가족의 안전관련 이행행위를 설명한 이인숙 에 의하면(2001)

안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적 특성 외에도

안전에 대한 유익성 장애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위, ,

사람들의 지지가 어느정도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도 안전실천에 대한 건강신념 사회적 지지, , ,

스트레스는 모두 관련있는 변수로 확인되어 의 모형이Pender

지지되었다 도 영아의 사고에 대해 가. Harris & Kotch(1994)

족갈등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였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설명요인임을 보고하여 돌보는 사람의

심리사회적 상황이 안전실천 및 사고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의. Russell & Champion(1996)

연구에서도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안전실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는 자기효능감 이었으며 위험에 대한,

접근성의 와 위험 발생률의 가 건강신념 사회적 영51% 44% ,

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전의 경험에 의해 설명되었고 지식, ,

은 안전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은 또한 안전실천. Russell & Champion(1996)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는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실천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나 우울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비록 어머니와 보육교.

사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돌봄제공자라는 공통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대상으로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효용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사회

적 지지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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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천의 관련요인에 대해 특히 심리사회적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영유아 안전에 있,

어 보육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뿐 아니라 영유아가 머무는,

시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가 안전관

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영유아 사고예

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을 위한 시설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

법규의 강화와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본 연구.

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의 사고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전에 관한 태도 지식 및,

실천 정도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탐색해 봄

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과 사회적 지지도 안전실천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보육시설 영유아의 사.

고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관련 지식 및,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개 시 보건소의 협조 하에 지, 1

역 내 보육시설에 협조공문을 보낸 후 보육교사 중 연구목적

을 설명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명을 편의표출 하였다116 .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안전지식 및

실천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관한, , ,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안전수행 자신감은 남혜경 의, (2001)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2003 9 1 10

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30 . SPSS Win 11.5

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고실태는 실수와 백,

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 및 실천 등의 차이는,

와 로 분석하였다t-test ANOVA .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의 안전에 관련된 태도는 보육교사 대부분이 어∙

린이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

었으며 어린이를 돌볼때 상대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

다는 응답도 였다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어린73.7% .

이의 안전의식 부족 및 부주의가 로 가장 높았으며49.1% ,

사고는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로 가장 높았다78.3% .

보육교사의 안전 및 응급처치 지식 점수는 점 만점에15∙

점이었으며 각 문항의 정답률은10.23±1.52 , 34.8% 98.3%～

였다 안전실천 점수는 점 만점에 평균 점이. 50 42.01±5.66

었다.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안전지식 안,∙

전실천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은 대졸이상인 경우 전문대졸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보육기관 근무 전이나 근무 동안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지식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안전에 대, ,

한 건강신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안전실천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명 이었으84 (72.4%)∙

며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강신,

념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그러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 . ,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었다.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은 안전수행 자신감 안전에 대한 건,∙

강신념 및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

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전실.

천과 안전지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의 안전지식과 중요도 인식 및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전교육 수혜경험에 따라 안전,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안전실천에는 차이가 없었고,

안전실천은 안전지식보다는 건강신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모형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Pender . ,

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안전실천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건강

신념과 수행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관리 등,

사회심리적 요인을 감안하여야만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안전실천 간호중재 프로.

그램의 적용 후 이의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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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Kyung-Sook
1)

1)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Purpose: To investigate the attitude, knowledge, and practice of safety and related factors of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Methods: The total sample consisted of 116 teachers from child care centers in Kyunggi Province. A

questionnaire and checklist were used to collect data, which was analyzed with SPSS 11.5 Wi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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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Most of the teachers were anxious about child accidents, and thought of safety as a primary concern. The

mean score for knowledge on safety was 10.23, and the rate of correct answers ranged from 34.8% to 98.3%. The

mean score on practice of safety was 42.01. Teachers with higher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safety efficacy. Teacher's knowledge on safe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but this did not apply to safety practice. Safety practi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onfidence in safety

performance, health beliefs on safety, stress, and social support, but not related to knowledge of safety.

Conclusion: Psychosocial fact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in safety practice. Related factors found in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safety programs for child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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