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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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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s of a Hand-washing Program using Role-playing for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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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hand-washing program using role-playing was developed for preschool children and tested to verify its useful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6 preschool children (experimental group, 23; control group, 23).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7, 2017 to September 20, 2017. The first posttest was carried out on the day after the initial intervention was completed, 
and the second posttest was performed after a mont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x2 test, Fisher exact test, Shapiro-Wilk test,
Mann-Whitney test, and Friedman test. Resul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frequency of practicing hand-washin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on the next day (z=-4.94, p<.001) and after a month (z=-3.15, p=.002). The accuracy
of hand-wash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on the next day (z=-4.02, p<.001)
and after a month (z=-3.86, p<.001). Conclusion: The hand-washing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improving the frequency and accuracy of hand-washing among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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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아동 사망률은 2011년 인구 10만 명당 30.9명에서 2015년 24.3

명으로 감소한 반면, 아동 사망률 중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11년 12.95%에서 2015년 1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1]. 감염

성 질환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우리 몸에 침입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주로 전파되며, 이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2]. 손 

씻기는 손을 통하여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인체로 전파되는 경

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감염 예방법이며[3], 정확한 손 씻

기를 시행할 경우 감염성 질환의 70% 정도가 예방 가능하다[4]. 또

한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는 아동의 사망을 급격히 감소시키며, 설

사 환아의 사망률을 1/3로, 폐렴 환아의 사망률을 1/4로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집트의 학교에서는 손 씻기 증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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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Design

Pretest

Initial intervention
Posttest 1
(day after 
session 2)

Additional intervention
Posttest 2

(a month after 
session 2 of initial 

intervention)
Session 1

Session 2 
(day after 
session 1)

Session 1
(7 days after 

session 2 of initial 
intervention)

Session 2
(14 days after 

session 2 of initial 
intervention)

Exp. 1 X1 X2 Exp. 2 X3 X4 Exp. 3

Cont. 1  Cont. 2  Cont. 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X=Intervention.

그램을 실시하여 호흡기 질환과 설사로 인한 학교 결석률이 각각 

40%, 33%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6], 저소득 국가에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호흡기 질

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7]. 국내에서

도 2005년 ‘범국민 손 씻기 운동 본부’가 발족되었고, 손 씻기 시설 

보급과 함께 구체적인 국민 홍보 캠페인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

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8]. 그러나 2009년 신

종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우리나라 사람의 90.6%가 손 씻기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손 씻는 사람의 비율도 2011년 57.5%에서 2013

년 72.6%로 증가하였으나 그 중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은 

32.3%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손 씻기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rson 등[9]은 손을 씻는 행위가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

니라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손 씻기 교육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학령전기는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

이므로 이 시기에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행위를 습관화하도

록 하는 것은 평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10].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아

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11],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조기교육의 이유 등으로 유아교육기관

을 이용하는 아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12]. 유아교육기관 내

의 집된 환경에서는 직접 접촉과 비말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고, 

일단 감염병이 발생하면 아동 간에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

[13]이 있어 유아교육기관 내의 감염예방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손 씻기[4]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역할 놀이는 가상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주어진 상황 속 인물

의 역할을 수행해 보도록 한 후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

법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게 한다[14]. 학령전기 아동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며,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에 큰 

흥미를 보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험과 직접 행동을 통

한 역할 놀이는 행위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법

이다[14].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가 단기기억 저장소로 들어가고 

암송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기억이 공고화되어 장기기억으로 저

장되는데, 학령전기 아동은 이런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을 경우에만 이

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15]. 따라서 역할 놀이를 이용한 중재 프

로그램은 아동의 단기기억을 장기기억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령전기 아동의 손 씻기 증진을 위

한 중재 개발 연구는 Kim 등[16]의 연구 1편에 불과하다. Kim 등

[16]의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을 상으로 동영상과 실습을 이

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손 씻기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교육 후 손의 

미생물 검사에서 교육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만 검정하였

고, 손 씻기 실천 정도나 정확도 등 손 씻기 실천 행위의 변화는 측

정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상으로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

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가설

 가설 1: 손 씻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

은 조군보다 손 씻기 실천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손 씻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

은 조군보다 손 씻기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상으로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

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조

군 사전-사후 설계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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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 상자는 만 5세의 유치원생으로 실험효과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두 곳의 유치원을 선정하여 무작위로 X유치원의 아동을 

실험군으로, Y유치원의 아동을 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두 유치원

은 손 씻기 환경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환경, 야외활동, 놀이공간 등이 유사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각 유치

원은 주 4회 야외수영을 실시하고, 축구와 자전거 타기 등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야외활동을 주 3회씩 실시하며, 실내 화장실과 각 층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실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각 유치원에서는 여름철과 감염병이 유행할 때 누리과정에 있

는 기본적인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손 씻기 프로

그램은 없었다. 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질병이 없는 아동, 어

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 부모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이다.

G*Power 3.1.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력(1-β) .80, 유의수준

(⍺) .05, 효과크기(f) .25, 집단 수 2 (실험군, 조군), 시점 수 3 (사

전, 사후 1, 사후 2), 시점 간 상관 .30으로 하여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집단별로 요구되는 최소 상자 수는 19명이고, 

중도 탈락률 20%을 고려하여 실험군 24명, 조군 24명을 선정하

였다. 효과크기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위한 협동학습 기반 아

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17]

의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실험군과 조

군 모두 사후 조사 당일 결석한 아동 1명씩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실험군 23명, 조군 23명으로 총 4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손 씻기 정확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손 씻기 실천 정

도, 손 씻기 정확도 체크리스트이다. 도구 개발 과정에서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2인, 소아청소년과 전

문의 1인, 유치원 원장 1명에게 검토를 받고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1) 손 씻기 실천 정도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18]에서 권장한 손 씻기 상황을 근거로 10시

부터 14시까지 외출 후(등원, 야외 수업), 식사 전(간식, 점심), 화장

실 다녀온 후로 구성하였다. 손 씻기 실천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 관

찰을 통해 아동이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손을 씻으면 1점, 씻지 

않으면 0점으로 배정하고, 손 씻기를 실시해야 할 상황의 횟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로 손 씻기를 실시한 횟수를 분자로 하여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다.

2) 손 씻기 정확도 

연구 도구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에서 제

시한 정확한 손 씻기 6단계에 근거하여 손 씻는 방법(6단계), 손 씻

는 시간(30초 이상), 비누 사용 여부, 개인 수건 사용 여부를 체크리

스트 형식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손 씻는 방법 6단계에서 

각 단계를 정확하게 실천하였을 때 단계마다 1점을 주어 최고점 6

점에서 최하점 0점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손 씻는 시간은 30초 이

상에 1점, 30초 미만은 0점, 비누 사용과 개인 수건 사용은 비누와 

수건을 사용하였을 때 각각 1점, 사용하지 않았을 때 0점을 배정하

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은 .68로 나타났다. 

3) 뷰박스

손을 씻은 후 제 로 손을 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손 세정 교육

기구인 뷰박스(Maxi, Brevis, USA)는 Y시 보건소에 의뢰하여 여

하였으며, 규격은(W) 730mm × (D) 305mm × (H) 305mm이었다.

4. 손 씻기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램은 손 씻

기에 한 국외 선행 연구[6,7,20,21]와 국내 선행 연구[16,22]를 고

찰하였고, CDC [18], WHO [19]와 범국민 손 씻기 운동 본부의 정

확한 손 씻기 관리 지침을 확인하여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CDC [18], WHO [19]에서 제시한 손 씻기 6

단계 방법과 ‘WHY?, WHEN?, HOW?, WHAT?’을 근거로 선정

되었다. 정확한 손 씻기의 6단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에 물을 묻

힌 후 비누를 사용하여 거품을 충분히 내준 다음 첫째, 손바닥과 손

바닥을 마주 고 문질러 준다. 둘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준

다. 셋째, 손등과 손가락을 마주 고 문질러준다. 넷째, 엄지손가

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다섯째, 손바닥

을 마주 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여섯째, 손가락을 반 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는다. 그 다음에 흐

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어 준다. 또한 한 번 손을 씻을 때 30초 이상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23], 개인 수건을 사용하여 완전

히 건조해야 한다는 점[24]을 포함하였다.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은 CDC [18]에서 제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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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자가 유치원생임을 고려하여 외출 후(등원, 야외 수업), 식

사 전(간식, 점심), 화장실 다녀온 후로 선정하였다. 교육도구는 식

품의약품안전청[25]에서 개발한 손 씻기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연

구자가 개발한 정확한 6단계 손 씻기 동영상, 그림 그리기, 뷰박스

(Maxi, Brevis, USA)를 활용하였다.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범, 역

할 놀이를 활용한 실습과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아동의 놀이

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역할 놀이를 프로그램에 접목시킴으로써 

아동이 정확한 손 씻기에 해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교육시간

은 만 5세 아동의 경우 한 가지 사건이나 활동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라는 연구 결과[26]를 기반으로 

초기 중재는 1, 2회차 각 30분씩, 추가 중재는 1, 2회차 각 20분씩 총 

4회차, 100분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Y유치원 만 4세 아동 8명을 상으

로 손 씻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요시간이나 진행상의 문제, 준

비물,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의 타

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유치원 원장 1인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검토를 받았고, 전체 프로그

램의 평균 CVI는 .94로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5. 프로그램 진행 절차

1) 관찰자와 연구 보조자 훈련

관찰자는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원생 4명으로 아

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도를 관찰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1

주 전, 하루 2시간씩 3일 동안 관찰자 간 신뢰도가 95% 이상이 될 

때까지 연습하였다. 두 명의 관찰자가 손 씻기 실천과 정확도를 동

시에 관찰한 점수를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통해 분석한 결과값이 .98로 나타났다. 

연구 보조자는 실험군 유치원의 담임교사 1명으로 소그룹 형성

과 역할 놀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1주 전 2일

에 걸쳐 하루 1시간씩 역할 놀이와 소그룹 형성 및 프로그램 절차를 

교육하였다.

2) 소집단 구성 

친 한 또래와의 역할 놀이가 더 잘 진행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

[27]를 바탕으로 연구 보조자인 담임교사와 협의를 통해 서로 친한 

4~5명의 아동끼리 같은 집단으로 편성하여 총 5개의 소집단(혼성 

집단)을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 진행 

초기 중재는 강의와 역할 놀이를 통해 손 씻기의 ‘WHY?, 

WHEN?, HOW?, WHAT?’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추가 중재는 

초기 중재 내용을 재교육하고 역할 경험을 나누면서 실천의 지속

적 효과를 도모하는 과정이다(Table 2).

(1) 초기 중재 1회차 

초기 중재 1회차는 소그룹 형성, 손 씻기 프로그램 소개, 강의, 역

할 놀이, 학습내용 정리로 진행되었다. 첫째, 역할 놀이를 위해 아

동을 4~5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리를 배정하였다. 둘째, 연구

자가 손 씻기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주의집중과 동기유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25]에서 제작한 손 씻기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셋째, 강의를 통해 세균의 특징과 전파의 의미, 질병

과 손 씻기와의 관계, 손 씻기의 중요성 및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해 아동에게 설명하였다. 넷째, 역할 놀이를 위해 아동에게 세균, 

손, 비누, 물, 수건 역할을 배정하여 역할에 해당되는 머리띠를 착

용시켰다. 시나리오는 손에 세균이 붙어 떨어지지 않자 물이 와서 

세균을 없애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어서 비누와 수건의 도움을 받아 

세균으로부터 손을 구한다는 내용이며, 역할 놀이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OX 퀴즈를 통해 학습내

용을 확인하고,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다짐

하는 선서를 한 후 마무리하였다. 

(2) 초기 중재 2회차 

초기 중재 2회차는 초기 중재 1회차 다음날 실시하였다. 첫째, 

지난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반복 설명하였고, 둘째, 연구자가 제작

한 정확한 6단계 손 씻기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정확한 손 씻

기 방법과 비누의 중요성에 해 설명하였다. 넷째, 아동이 흔히 부

르는 노래를 개사하여 정확하게 손 씻는 방법을 노래를 통해 배우

게 하였다. 다섯째, 아동이 2인 1조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맡아 

비누를 사용한 정확한 손 씻기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역할 

놀이를 시행하였다. 여섯째, 역할 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에 해 이

야기를 하며 학습을 마무리하였다. 초기 중재 2회차 후 아동이 가

정에서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부

모에게 전달하여 아동이 손 씻기를 실천하게 돕도록 하였고, 유치

원의 수돗가에 정확한 손 씻기 방법 그림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3) 추가 중재 1회차

추가 중재 1회차는 초기 중재 2회차 7일 후에 시행하였다. 첫째, 

지난 학습내용을 반복 설명하여 초기 중재에 한 내용을 상기시

켰다. 둘째, 아동이 손 씻기 전에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르고 뷰박스

(Maxi, Brevis, USA)를 이용하여 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손 씻기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손 씻기 후에 손 상태를 다시 뷰박스(M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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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and Progress of the Hand-washing Program for Preschool Children

Session (min) Topic Program content and progress Method

Initial 
intervention 
session 1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hand-washing 

1. Forming a small group (5 minutes)
2. Introducing the hand-washing program (4 minutes)
3. Providing information on how to wash hands (15 minutes)
4. ① WHY? 

- Characteristics of germs and meaning of spread
- Association between diseases and hand-washing 
- Importance of hand-washing 

    ② WHEN?
- The timing of hand-washing

5. Role-playing as germs, water, soap, towel and hands 
6. Summary (6 minutes)

․ Video
․ Lecture
․ Role play
․ OX quiz
․ Making an oath to 
wash hands 

Initial 
intervention 
session 2

Recognition of 
accurate 
hand-washing 
methods

1. Review of previous learning (10 minutes) 
2. Providing information on how to wash hands (15 minutes) 
3. ① HOW?

- Accurate hand-washing methods
    ②  WHAT?

- Importance of soap
4. Learning to sing
5. Role-playing as a teacher to teach how to wash hands.
6. Summary (5 minutes) 
7. Providing information on hand-washing for parents
8. Reminding by putting a sticker on toilet

․ Video
․ Lecture
․ Role play
․ Taking

Additional 
intervention 
session 1

Practice of 
hand-washing 

1. Review of previous learning (5 minutes) 
- Repetition of Initial intervention learning content

2. Providing information on how to wash hand (10 minutes)
- Experiencing the effects of hand-washing using a viewing box 

3. Summary (5 minutes)

․ Lecture
․ Viewing box
․ Taking

Additional 
intervention 
session 2

Practice of 
hand-washing

1. Review of previous learning (6 minutes)
- Repetition of initial intervention learning content

2. Providing information on how to wash hands (10 minutes) 
3. Summary (4 minutes)

- Expressing how to wash hands by drawing

․ Video
․ Lecture
․ Painting

Brevis, USA)로 보게 하여 손을 정확하게 씻었는지 아동이 직접 확

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정확한 손 씻기를 시행하여야 눈에 보

이지 않는 세균이 씻겨 나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

이었다. 셋째, 뷰박스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유치원에서의 정확한 손 씻기 실천 경험에 한 이야기를 나

누고, 정확한 손 씻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며 학습을 마무

리하였다. 

(4) 추가 중재 2회차

추가 중재 2회차는 초기 중재 2회차 14일 후 시행하였다. 첫째, 

지난 학습내용을 점검하였고, 둘째, 식품의약안정청[25]의 손 씻

기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셋째, 초기 중재에 한 내용

을 상기시켰다. 넷째, 정확한 손 씻기와 초기 중재에서 이루어진 역

할 놀이에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섯째,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위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며 학습을 마무리하였다. 

6.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

되었다.

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X유치원과 Y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보호자에

게 가정통신문을 보낸 뒤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연

구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절차, 방법과 연구

의 윤리적 고려에 해 설명하고 먼저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구두

로 동의한 경우에 서면동의서와 일반적 특성 설문지를 아동을 통

해 가정으로 전달하였고, 비 유지와 훼손 예방을 위해 봉 봉투

에 담아 회수하였다. 

서면동의서가 회수된 아동을 상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관

찰자 두 명이 세면 에서 떨어진 곳에서 아동의 손 씻기 실천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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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정확도를 관찰하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이때 관찰자에게 

관찰 상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관찰하게 함으로

써 실험자 기 를 줄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실험 처치

본 연구의 실험 처치는 아동의 정확한 손 씻기 실천과 정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한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중재 제공 장소는 X유치원 교실이었다. 실험군에게는 초기 중

재 1, 2회차에 각 30분씩, 추가 중재 1, 2회차에 각 20분씩 총 4회차 

100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도구는 역할 놀이를 위한 

세균, 물, 수건, 비누, 손 모형 머리띠와 식품의약품안전청[25]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올바른 손 씻기 

동영상, 그림 그리기 도구, 뷰박스(Maxi, Brevis, USA)를 활용하

였고,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범, 역할 놀이를 활용한 실습과 체험으

로 구성하였다. 특히 초기중재 1,2회차에 역할 놀이에 중점을 둔 교

육이 10분씩 총 20분간 이루어졌다. 1차 중재시 아동에게 역할 놀

이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2차 중재시에는 아동이 2인 1조로 선생님과 학생

의 역할을 맡아 비누를 사용한 정확한 손 씻기를 서로 가르치고 배

우게 하는 역할 놀이를 시행하였고, 정확한 손 씻기를 즐기면서 몸

에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간은 유치원의 편의에 맞추어 오

전 중에 이루어졌다. 

3) 사후 조사 1 
사후 조사 1은 실험군의 경우 초기 중재 2회차 다음날 사전 조사

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조군은 실험군과 같은 시점에 사

전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사후 조사 2 
사후 조사 2의 측정시기는 만 4~5세 아동을 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Ahn 등[28]의 연구에서 교육 후 

지속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4주에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의 입속 미생물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추가 중재 종료 4주 후에 사후 조사 2를 실

시하였다. 사후 조사 2는 사후 조사 1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연구 변수에 한 정규성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

수,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 변

수에 한 동질성 검증은 Mann-Whitney U 분석으로 실시하였

고, 손 씻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와 Friedman test를 이용하였다.

8.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o. GIRB-A17-Y-0029)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아동의 보호자에게 손 씻기 프로그램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연구자

가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연구 목적과 자료 수집 과정을 설명하였

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두로 받은 후에 추후 연

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소각할 것임을 설명

하였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군에게도 실험이 종료된 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연구 종료 후 감사의 표시로 각 유

치원에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연 구 결 과

1.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도의 정규성 검증

실천 정도의 경우 조군은 정규분포를 따르나(p=.166) 실험군

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었고(p=.030), 정확도의 경우에는 실

험군은 정규분포를 따르나(p=.154) 조군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었다(p=.004) (Table 3).

2. 일반적 특성 및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성별은 실험군, 조군 모두 남자가 각 12명(52.2%)으로 나타났

고, 가족수는 실험군, 조군 모두 3명이 5명(21.7%)으로 나타났

다. 최근 2개월 내 질병 여부는 ‘아니오’의 경우가 실험군은 15명

(65.2%), 조군은 14명(60.9%)이었다.

종속 변수에 한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손 씻기 실천 정도

(Z=0.40, p=.390), 정확도(Z=1.71 p=.088)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어 실험군과 조군의 연구 변수는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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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erification of the Frequency and Accuracy of Hand Washing (N=46)

Variables
Exp. (n=23) Cont. (n=23)

Shapiro-Wilk p Shapiro-Wilk p

Frequency .90 .030 .93 .166

Accuracy .93 .154 .85 .00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The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N=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3) Cont. (n=23)

x2 Mann-Whitney 
z (p)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2 (52.2)
11 (47.8)

12 (52.2)
11 (47.8)

0.00 (＞.999)

Number of family 
members*

3
4
≥5

 5 (21.7)
16 (69.6)
 2 (8.7)

 5 (21.7)
16 (69.6)
 2 (8.7)

   (＞.999)

Illness within 
the last 2 months

No
Yes

15 (65.2)
 8 (34.8)

14 (60.9)
 9 (39.1)

0.09 (.760)

Frequency 0.45±0.24 0.45±0.17 0.40 (.390)

Accuracy 2.81±1.12 2.18±1.22 1.71 (.088)

*Fisher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 가설 검증

1) 가설 1

‘손 씻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손 씻기 실천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손 씻기 실천 정도의 평

균이 실험군은 사전 0.45±0.24회, 사후 조사 1 0.76±0.27회, 사후 

조사 2 0.70±0.17회로 시점별 변화가 있었으며(x2=17.42, p<.001), 

조군도 사전 0.45±0.17회, 사후 조사 1 0.24±0.20회, 사후 조사 2 

0.46±0.22회로 시점별 변화가 있었다(x2=9.95, p=.007). 그러나 

사후 조사 1과 사전의 변화량은 실험군은 0.31회 상승하였으나, 

조군은 오히려 0.22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이 조군보다 

중재 다음날에 더 많이 상승하였다(z=4.94, p<.001). 그리고 사후 

조사 2의 변화량도 실험군은 사전에 비해 0.25회 상승하였으나 

조군은 변화가 없었다(z=3.15, p=.002).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손 씻기 실천 정도가 상승하여 가설 1은 지

지되었다(Table 5).

2) 가설 2

‘손 씻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손 씻기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 제공 

전후의 손 씻기 정확도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2.81±1.12점, 사후 

조사 1 6.85±1.70점, 사후 조사 2 6.64±2.25점으로 시점별 변화가 

있었으며(x2=29.03, p<.001), 조군도 사전 2.18±1.22점, 사후 

조사 1 2.56±2.16점, 사후 조사 2 2.78±1.00점으로 시점별 변화가 

있었다(x2=11.32, p=.003). 그러나 사후 조사 1과 사전의 변화량은 

실험군 4.03점, 조군 0.69점 상승하여 실험군의 상승량이 유의하

게 더 높았고(z=4.02, p<.001), 사후 조사 2와 사전의 변화량도 실

험군 3.91점, 조군 0.60점 상승하여 실험군의 상승량이 조군보

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z=3.86, p<.001).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손 씻기 정확도가 상승하여 가설 2는 지지

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아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도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손 씻기 프로그램 중재를 적용

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중재 전보다 중재 다음날의 손 씻기 실

천 정도 변화량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램은 손 씻기 실천 정도를 증진

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을 상으로 손 씻기 프로그램의 손 씻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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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the Hand-washing Program on Frequency and Accuracy (N=46)

Variables Groups

Time
Friedman test

Mann-Whitney test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Posttest 1 - Pretest Posttest 2 - Pretest

M±SD M±SD M±SD x2 (p) M±SD z (p) M±SD z (p)

Frequency
 

Exp. (n=23)
Cont. (n=23)

0.45±0.24
0.45±0.17

0.76±0.27
0.24±0.20

0.70±0.17
0.46±0.22

17.42 (＜.001)
9.95 (.007)

0.31±0.25
-0.22±0.28

4.94
(＜.001)

0.25±0.35
0.00±0.24

3.15 (.002)

Accuracy Exp. (n=23)
Cont. (n=23)

2.81±1.12
2.18±1.22

6.85±1.70
2.56±2.16

6.64±2.25
2.78±1.00

29.03 (＜.001)
11.32 (.003)

4.03±1.88
0.38±2.39

4.02
(＜.001)

3.91±2.47
0.60±1.72

3.86 (＜.001)

*The significance level for program effectiveness verification was corrected to .02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천 정도에 한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으로 매주 1회, 6주간의 교육

과 2주간 5회의 피드백을 적용하였을 때 손 씻기 실천 정도가 증가

하였다는 Kim [29]의 연구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상으로 매

주 1회, 8주간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손 씻기 실천 점수가 증

가되었다는 Kim과 Choi [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초등

학생 1,718명을 상으로 10개월 동안 건강교육패키지를 실시하

여 실험군에서 손 씻기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Bieri 등[30]

의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령전기 아동을 

상으로 하는 손 씻기 프로그램은 아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치원 

내의 감염 위험성이 높고[13], 손 씻기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방

법[2-5,8,16,20-22,29]임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은 유치원 아동의 

감염 예방에 한 의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쉽

게 반복 설명하고, 아동이 즐기면서 스스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역

할 놀이를 적용하여 중재할 때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14]을 

반영하여 중재함으로써 아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동영상, OX 퀴즈와 그림 그리기, 이

야기 나누기 등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기시

킨 것이 손 씻기 실천 정도를 증진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 손 씻기 프로그램으로 중재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중재 전보다 중재 다음날의 손 씻기 정확도 변화량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손 씻기 프로그램은 손 씻기 

정확도를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손 씻기의 

정확도가 증가한 것은 아동이 흔히 부르는 달팽이 송의 가사를 6단

계 손 씻기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여 손을 씻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내용에 맞추어 손을 씻게 하였고, 뷰박스

(Maxi, Brevis, USA)를 확인하여 아동이 정확하게 손을 씻는 것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동영상을 이용

하여 정확한 손 씻기를 알게 하고 반복 설명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역할 놀이를 이용하여 노래를 통해 익힌 정확

한 손 씻기를 친구에게 직접 가르쳐 봄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손 씻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누 사용률이 미흡하고[5], 손 씻는 시간과 정확

한 손 씻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23]에서 아동 상의 정확

한 손 씻기 증진 전략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손 씻기 프로그램으로 중재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중재 전보다 중재 한 달 후의 점수 변화량이 유의하게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학령전기 아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도를 지속

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 놀

이를 통해 체험하고, 노래를 부르며 정확한 손 씻기를 반복 실습하

였으며, 수돗가에 정확한 손 씻기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속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였으므로 중재 종료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여 가정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를 격려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역할 놀이를 이용하여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가상의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14], 선생님 역할을 맡아 

친구를 가르쳐 보면서 직접 행동을 통해 실천력과 정확도 높였다

는 데에 특징이 있다. 또한 동요를 부르며 반복적으로 손 씻기 학습

을 하였고, 몸으로 익힌 행동으로 인해 기억이 지속되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역할 놀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에게 

실천율과 정확도를 증진시키고 기억을 장기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

기 프로그램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

그램 구성 측면에서 보면 CDC [18]와 WHO [19]에서 제시한 정확

한 손 씻기 방법과 우리나라의 올바른 손 씻기 운동 본부에서 제시

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특징이 있다. 중재의 방법에서 역할 

놀이를 활용하여 아동이 스스로 정확한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였고, 학령전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즐거운 놀이를 통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함으로써 선행 연구[16,22,29]에 비해 

중재의 횟수와 총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씻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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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단기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 씻기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 내의 감염 위험을 고려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감염 예방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손 씻기의 실천 정도, 정확도와 같은 손 씻기 행동

에 한 효과만을 검정하였고 손 씻기 중재에 한 학령전기 아동

의 심리적 반응과 손 씻기 실천 정도 및 정확도 증가에 따른 결과, 

즉 손의 미생물 변화와 아동의 감염에 한 효과를 측정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

기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도 증진

에 장, 단기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동영상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 반복 설명하였고, 역할 놀이

를 통해 손 씻기에 관련되는 요소들을 직접 역할로 체험해보고, 정

확한 손 씻기 행동을 반복 실습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

래를 개사하여 아동이 쉽게 따라 부르며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여 

정확도를 증진시켰고, 뷰박스(Maxi, Brevis, USA)를 통해 손 씻기

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결과라 생각된다. 특히 유치원에 재원 중

인 학령전기 아동은 감염 위험성이 높고, 평생동안 지속될 건강습

관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손 씻

기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에게 매우 의의 있는 중재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유치원에서 아동의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

도를 증진시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인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실천 정도와 

정확도가 감소되는 시점을 밝혀내어 구체적인 추가 중재의 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와 둘째, 손 씻기 실천 정도와 정확도의 증가에 

따른 결과, 즉 손의 미생물 집락과 감염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다른 

연령의 아동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연구와 넷째, 역할 

놀이가 학령전기 아동의 다른 건강행위의 증진 전략으로도 유용한

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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