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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CTV 존재 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CCTV 존재 유무와 안전실천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실증적 분석을 하였
다. T-검증 결과 CCTV 존재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이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
과 보육교사의 안전의식이 안전실천에 양(+)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CCTV 존재 유무가 안전의식
을 통해서 안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되었다. 그 결과 안전의식이 CCTV 존재 유무와 안전
실천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is study prac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s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of the 
day-care teacher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CCTV and in particular, made a practical analysis about whether 
safety awareness have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of CCTV and safety practice. As a 
result of T-test analysis,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of the day-care teacher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CCTV is different that has been verifie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afety awarenes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afety practice. That is to say, even the mediation effects that the presence of CCTV through safety 
awareness related to safety practice were verified.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safety awareness factors 
didn't play mediator roles between presence of CCTV and safet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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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가 급증하면서 보육수요가 
급증하였다. 과거에는 영유아들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주로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로 
인식되었으나, 현대 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
회 진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영유아기는 심신의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질병 및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2]

영유아 시기의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은 부모나 
유아를 보육하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가정에서 아동이 
보육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육시설은 다수의 영유아
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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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으로 구성하는 일은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보
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8] 그 동
안의 보육은 주로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서비
스 개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로 인
해 시설적인 면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질적인 요소의 하나
인 보육교사의 안전인식이나 안전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안전인식 부족과 안전실
천 문제로 인해 많은 영유아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통계청이 밝힌 영유아의 사
망원인에 의하면, 제 1 원인은 안전사고이다.[3]

최근에는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젼)를 보육현장에 접목시켜 화상정보(교사와 아이
들의 활동모습)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끔씩 유아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아이들에 대한 교사
의 심한 체벌 등의 영유아 학대사고를 의식해 부모들에
게 신뢰감을 주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CCTV를 설
치하곤 한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기
관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부모들은 안심하고 생업
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CCTV의 설치
는 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적 요소라
고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안전교육과 안전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으며 안전실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CCTV 존재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안전의식이 CCTV 존재 여
부와 안전실천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간의 관계
와 CCTV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선
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안전교육,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CCTV와 관련하여 연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예방 및 억제, 심리적 안정감 향상 등의 목적으로 
널리 상용되고 있는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는 특수한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시스템을 가리키는 
화상통신용어이다.[6]

노호래(2005)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CCTV의 
활용법규를 마련하여 시민의 동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4]

이주락(2008)의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 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전이효과도 발생하였다.[7]

안전의식이란 안전(위험하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에 대해 늘 관심 가지면서 위험 가능한 자극들을 감
각신경으로 받아들여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자세를 말한다.

유아의 안전사고는 가정, 유아교육기관, 그 외 유아들
이 생활하는 어떤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
나 교사가 안전사고 관련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
거나 안전점검 미비, 안전지도 소홀 등 어른들의 부주의
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유아의 연령, 신체크기,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시
설과 설비를 완비하고, 우발사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수시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안
전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정미라(1993)는 보육교사는 교육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영유아들의 위생, 영양, 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도 알아야 하며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정인자(1998)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실태조사에서 사고 발생영역은 실내가 많았으며, 실외 놀
이기구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10]

Robertson(1998)은 보육교사는 안전한 행동을 보이는 
역할모델링, 부모와 유아에게 안전을 교육하는 교육자,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 

윤선화(2000)는 보육교사들은 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실천을 잘 한다고 밝히고, 유아 교사들에게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안전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

김영해(2001)은 불안전한 조건과 불안전한 행위를 통
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 지식을 부여해 줌으로써 불
안전한 조건을 배제하도록 교육하고, 불안전한 행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1]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다는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안
전실천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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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경력

3년 이하 82 40.4

4 - 6년 60 29.6

7 - 10년 40 19.7

11 - 15년 17 8.4

16년 이상 4 2.0

[표 2] 표본의 특성
[Table 2] Properties of Sample

연령

20세 이하 2 1.0

21 - 30세 137 67.5

31 - 40세 52 25.6

51세 이상 10 4.9

결 측 값 2 1.0

교육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26 12.8

전문대 졸 82 40.4

대학 졸 87 42.9

대학원 졸 5 2.5

결 측 값 3 1.5

교육기관
형태

국공립 유치원 3 1.5

사립 유치원 28 13.8

국공립 어린이집 9 4.4

민간 어린이집 65 32.0

법인 어린이집 22 10.8

직장 어린이집 62 30.5

기타 14 6.9

안전교육
수강여부

있다 180 88.7

없다 23 11.3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앞에서 제시한 CCTV, 안전의식, 안전실
천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
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가설내용

가설 1
CCTV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의식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CCTV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실천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보육교사의 안전의식은 안전실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CCTV의 존재 유무는 안전의식을 통해 안전실천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어린이 보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306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03부의 데이터를 가지
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
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측정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요인 분석을 통해 부적
절한 항목들이 일차적으로 제거되었다. 요인 추출방법으
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수인 
CCTV는 명목척도이므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
으며, 종속변수인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대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각 요인별 적재량이 0.5이상인 변수들
만 추출하였으며, 그 중에 다른 요인에 대한 적재량의 차
이가 뚜렷하지 못한 요인은 제거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모두 0.9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존재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의식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의 
결과를 보면 CCTV 존재여부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의
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채
택되었다. 즉 CCTV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
전의식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분산에 대한 검정
을 통해 등분산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으로 T-검정을 하면 90% 신뢰구간에서 
CCTV 유무에 따라 안전의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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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등분산 
검정(F)

F의 sig
(유의확률)

t

(통계량)

t의 sig
(유의확률)

등분산이 가정됨 9.273 0.003 1.769 0.07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13 0.071

[표 3] CCTV와 안전의식에 대한 T-검정
[Table 3] T-Test of CCTV and Safety Awareness

CCTV 존재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 
결과를 보면 CCTV 존재여부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실
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가 채
택되었다. 즉 CCTV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
전실천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실천은 99% 신
뢰구간에서 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의식에 대한 90% 신뢰구간 보다 높은 값이며, 
이는 CCTV의 존재 유무에 따라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모
두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특히 안전실천에 더 많은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CCTV와 안전실천에 대한 T-검정
[Table 4] T-Test of CCTV and Safety Practices

안전의식 등분산 
검정(F)

F의 sig

(유의확률)

t

(통계량)

t의 sig

(유의확률)

등분산이 가정됨 29.725 0.000 2.752 0.00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839 0.005

보육교사의 안전의식이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안전의식이 안전실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이 채
택되었다. 즉 보육교사의 안전의식은 안전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eta 값이 1.019로 나타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실천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증가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회
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41.6%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
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2:

안전실천 1.019 11.962 0.000
R2: 0.416 

Adj.R2: 0.413

[표 5] 안전의식와 안전실천간의 회귀분석
[Table 5] Regression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s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11]
의 연구에 기초하여 보육교사의 안전의식에 대한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의 회귀계수가 독립,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의 회귀계수보다 작으므로 매개효과가 없음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CTV 존재 유무는 보육교사
의 안전의식에 의해 매개되어 안전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변수 독립→매개 독립→종속 독립
매개 →종속 매개

효과
beta t beta t beta t

가족
형태 -0.064* -1.769 -0.156*** --2.752

-0.092** -2.087
기각

0.997*** 11.710

* p<0.1, ** p<0.05 *** p<0.01 (유의확률 *0.1, ** 0.05 *** 0.01) 

[표 6] 안전의식의 매개 효과 회귀분석
[Table 6] Intermediate Effects Regression of Safety Awareness

5. 결론

본 연구는 CCTV 존재 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안전
의식과 안전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CCTV 존재 유무와 안전실천 간의 관계에서 안전의
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실증적 분석을 하
였다.

어린이 보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306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재 등과 
같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03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T-검정 결과 CCTV 존재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
전의식과 안전실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
히 안전의식 보다는 안전실천에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안전의식에 따른 안전실
천은 양(+)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보육
교사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이 41.6%로 높게 나
타났으며, Beta 값이 1.019로 나타나 두 변수의 변화가 
거의 동일한 정도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CTV 존
재 유무가 안전의식을 통해서 안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되었다. 그 결과 안전의식이 
CCTV 존재 유무와 안전실천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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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째, 모집단에 대한 표본에 있어 CCTV를 설치한 보
육기관이 설치하지 않은 보육기관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모집단에 대
한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CCTV를 
설치한 보육기관의 수가 적은 관계로 인해 설치 장소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치 여부만을 기준 
삼아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포
함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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