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 개발 필요성에 대한 분석
곽은복1, 최규일2*

1충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충청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Analysis on the development necessity of a safety health knowledge 
test for young children
Eunbog Kwak1, Gyu yil Choi2*

1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cheong University
2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Chungch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위험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지만 유아안전보건지식 측정에 대한 타당화된 검사도구의 부족으로, 유아의 안전보건지식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 및 유아교육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여 만 3∼5세의 유아 안전보건지식 측정에 적합한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개발된 측정문항은 
3-5세 유아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문항구성의 적합도와 내용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반응분포시 0.8이
하값은 삭제하였고, 상관도 r<.40이하의 문항도 삭제하였고, 신뢰도검사에서 .70이상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총 3영역 23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최종문항에 대한 안전보건지식 총점과 상관도는 .80이상으로 나타나 유의미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는 문항변별도, 문항신뢰도인 문항내
적 일치도, 내용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아안전보건지식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추후 더욱 
타당화된 검증을 위하여 유아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실시후 안전보건지식 향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유아,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 타당도, 신뢰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afety and health ability to 
safely protect body in a risky situation in infancy, but due to the lack of a valid test tool for measuring 
infant safety knowledge, measure the safety and health knowledge of infa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opinions of education exper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s were 
collected, and suitable factors for measuring safety and health knowledge of children aged 3-5 years 
were extracted. The measurement questions developed based on this were surveyed on 186 children 
aged 3-5 years old to verify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 composition and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In the distribution of the item response, values   of 0.8 or less were deleted, and items with 
a correlation of r<.40 or less were also deleted, and the reliability test showed more than .70. Afte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 was developed into 23 questions in 3 areas. The total score of safety and 
health knowledge for the final question and the degree of correlation were above .80. The tool for 
measuring child safety and health knowledge developed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o be appropriate 
for item discrimination, item reliability, and content validity, and thu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measuring child safety and health knowledge. After the early childhoo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Further research shoul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arly childhood safety 
and healt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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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유아들은 신체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상황들을 

판단 및 예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인지적
인 능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발달적 특징으로 인
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사고에 취약하며[1], 국
내의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유아 안전
사고가 선진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2].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1조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이란 
기본 개념에서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포한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사고의  효율적인 예
방은 영유아 관련 종사자들의 기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영아들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
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지고 있다[1].

어린이 사망원인 1순위는 안전사고이며(32%)이며 가
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가
장 많이 발생하고[3] 9세 이하의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어린이 사망사고의 64.1%를 차지한다. 부
모의 자녀안전에 대한 지식이 64.8점으로 어린이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4].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에 의지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모든 생활
의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유아는 이 시기에 주변 대상
들이나 환경들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태도와 습
관을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가정 및 국가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안전교육을 장기적, 조직적으로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물론 성인들이 유아를 보호
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정
도에는 한계가 있어 유아 스스로 자기 방어적 자세나 안
전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욱 요구되며, 유아기 때부터 
안전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술과 태도는 늦어
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6]. 
따라서 영유아기는 안전교육을 시작해야하는 최적의 시
기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여러 학자들은 유아기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유아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7].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

부와 영유아 관련 전문가들이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심
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예방책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그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실정이다[8].

영유아 안전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주로 특
정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특정영역에서의 안전의식의 향
상을 측정하는 연구[9-11]나 보육교사의 영아 안전에 대
한 인식[12-13]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
의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유아 안전보건지
식을 고려한 타당한 측정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부 특정영역에 대한 유아 안전
개념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연구 일부에서 변형되어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유아 안전개념 측정도구의 
표준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종
합적이고 표준화된 안전개념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부
족한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유아의 안전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안전에 연관된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질문지로 도구사용의 타당성에 관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유아의 안전보건지식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발달특성 상 
다른 연령대와 달리 질문지를 읽고 문항의 내용을 이해
하여 스스로 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해야 하는 질문지 조
사보다는 면접조사법이 적합하며, 안전에 관한 이해가 부
족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항을 구두로만 설명하여 
질문하기 보다는 안전에 대한 질문 문항의 내용을 유아
가 충분하게 이해 가능하도록 그림 등의 보조 자료를 함
께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안
전 관련 측정도구들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지못
하고 있어 기존에 개발된 도구로는 유아 안전보건의식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특성
을 고려하여 유아 안전보건의식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만 4∼5세 유아를 위한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를 개발
하기 위해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유
아의 안전보건의식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기초하여 유아
의 안전보건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다음
으로, 유아의 안전의식의 개념을 검토하고 구성요인을 분
석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에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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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유아의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의 문항은 변

별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의 문항은 신

뢰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안전보건지식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대상

유아의 안전보건지식 측정 문항개발을 위해 C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전체 19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고, 응답을 중간에 포기한 6명을 제외한 186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식측정 문항에 대해 면담기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공립에서는 3세, 4세, 5세가 각각 
33.3%였고, 사립은 5세가 38.3%, 4세가 32.8%, 3세가 
28.9%였다.

Division Infant age Total3 years old 4 years old 5 years old
National 
public 2(33.3) 2(33.3) 2(33.3) 6(100.0)
Private 52(28.9) 59(32.8) 69(38.3) 180(100.0)
Total 54(29.0) 61(32.8) 71(38.2) 186(100.0)

Table 1. Research subject         (%)

2.2 측정도구
일반적으로 안전보건지식은 사물, 사건, 상황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2]. 유아의 안
전보건지식은 유아기에 획득해야 할 안전관련 정보를 이
해하고 있는 정도로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
고능력의 기반이 되는 안전 정보에 대한 관련 지식을 의
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안전지식 측정도
구는 Scott, R. J.(1992)[14]가 개발한 (Preventing 
Injury: A Safety)의 내용을 토대로 곽은복(2000)[2]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한 검
사 도구와 양진희(2013)[15]의 유아안전보건지식 검사도
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전문가 1인과 협의하여 추가 및 
수정‧보완하였다. 화재안전에 대한 내용은 불장난하지 않
기, 화재시 대피법, 대인안전에 대한 내용은 유괴방지, 소
중한 몸 지키기, 놀이안전에 대한 내용은 위험놀이금지, 
위험장소놀이금지,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기, 물놀이 안

전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은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
등보기,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이다. 생활보건안전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타기, 약다루기, 폭염시 유의점, 전기
위험성, 동물의 위험성, 우산쓰기, 어른물건조심, 인터넷
게임 유의점이며 재난안전에 대한 내용은 천동, 번개, 쓰
나미에 관련된 내용이다.

Division Question number 
Fire safety 1, 17, 26, 37 .734

Interpersonal safety 2, 10, 23, 27, 34 .862
Play safety 3, 7, 16, 18, 20, 28 .826

Traffic safety 4, 5, 14, 22, 30, 33 .894
Health safety 6, 19, 21, 24,25, 29,31,32, 

35,36 .938
Disaster safety 8,11, 12, 13,15 .831

Table 2. Composition and contents of questions for 
measuring infant safety knowledge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유아안전에 

대한 지식 검사 도구를 구성하고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유아안전 지식 측정 검사도구를 완성하였다.

첫째, 유아안전 관련 문헌분석과 선행연구 분석 및 관
련된 검사 도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분석에서 구축한 유아 안
전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유아교육 및 안전교육전문가의
견을 수렴하여 유아 안전보건지식 측정검사 도구의 구성
요인을 측정하였다.

셋째, 교육학박사 2명, 유아교육과 교수 2명, 유아교
사 1명과 합의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유아를 대상
으로 2019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C
시 소재 유치원 유아반 유아교사에게 설문지의 작성 목
적과 의도를 알리고 직접 방문하여 192부를 배부하고 교
사 1명이 유아 3명씩 담당하여 직접면담조사법으로 설문
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연구
자가 직접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답변 6부를 제외하고 총 
186명에 대해 문항변별도와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실
시하였다.

2.4 자료처리
본 자료는 SPSS(ver, 18.0)를 사용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였다. 인구특성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고, 문항변
별도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 및 문항 신뢰도분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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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타당도를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 내용타당
도 분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문항 변별도 검증

3.1.1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변별도란 문항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구분해 준다는 의

미로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양 극
단값 근처에 나타나는 문항(1점 혹은 5점 근처)과 표준편
차가 많이 작아 점수에 대한 분포가 좁은 문항은 변별력
이 낮은 문항이어서 버려야 한다[16]. 이 연구에서는 평
균이 2점 이하, 4.5점 이상인 문항을 양 극단값으로 간주
하고 표준편차가 0.8이하인 값을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통안전 22번 문항
(M=4.48, SD=.699), 신변안전 34번(M=4.66, SD=.656)
문항을 변별도 제고를 위해 삭제하였다.

3.1.2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문항-총점 간 상관은 문항에 대한 점수와 전체 검사점

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말한다. 문항과 전체 총점 사이
의 상관이 많으면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전
체 점수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문
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전체 점수에서도 저득
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떤 문항에서 높은 점수
인지 낮은 점수인지 개인이 알 경우 그 개인의 전체점수
에 대한 높음과 낮음을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변별력이 높음을 말해준다. 모든 문항들에 
대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높을수록 각각의 문항이 전체 
검사와 같은 특성을 측정함을 말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
한 신뢰도가 높게 된다.17]. 일반적으로 문항-총점간 상
관이 r<.40인 경우 변별도가 낮은 문항으로 삭제가 권장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항-총점간의 상관을 구하
여 r<.40문항은 제거하였다. 재난안전 8번(r=.305)문항
은 삭제하였다.

3.1.3 문항 간 다중공선성 검증
문항 간에 상관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문항 간 공분산이 

크다는 말이다. 상관이 지나치게 클 경우(.90)이상 그 문
항에 대한 정보는 이미 타 문항에서 설명될 것이기 때문

에 별도 문항이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문항 사이에 상관
이 많이 낮다면(.10미만) 그 문항은 구성개념과 다른 개
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6]. 신변안전 2번 
r=.001,  재난안전 12번 r=.095, 재난안전 13번 r=.025 
재난안전 15번 r=.077 은 .10보다 낮아서 삭제하였다.

3.1.4 문항내적 일치도 검증
유아 안전보건지식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을 삭제할 시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이
용하였다. 신뢰도가 높은 문항 개발을 위해 문항을 삭제
할 시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가 각 지식의 크론바하 알
파 계수보다 높은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3.1.5 문항 신뢰도 검증
유아 안전보건지식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위에서 삭제한 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 검증을 실
시하였다. 처음 문항을 구성한 신뢰도 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났고, 재난안전 항목이 없어지고 재난 11번은 신변안
전으로 구성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이 대인안전은 
0.904, 교통안전은 0.928, 생활보건안전은 0.938로 나
타나 크론바흐 알파값이 전체적으로 0.7보다 높게 나타
나 문항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Division Question number 
Fire safety 1, 17, 26, 37 .734

Interpersonal safety  10, 11, 23, 27 .904
Play safety 7, 16, 18, 20, 28 .834

Traffic safety 4, 5, 14, 30, 33 .928
Health safety 6, 19, 21, 24,25, 

29,31,32, 35,36 .938

Table 3.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for 
infant safety knowledge

 

3.2 요인구조 탐색
유아 안전보건 지식의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양호도 검증결과 삭제한 문항을 
제외한 문항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요인분석 적합성 검증
탐색 요인 분석은 KMO와 Bartlett의 검증값을 산출

하여 요인분석에 맞는 자료인지 검증 절차를 거쳤고, 공
통요인분석 방법인 주축요인 분해를 통하여 요인 수와 
누적 적재량을 탐색하였고, 주축요인분석과 요인 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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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요인구조 행렬을 산출한 후 문항을 조정하고 해
석하였다.

Kaiser-Meyer-Olkin .959

Bartlett 
test

Approximate chi-square 5440.257
Degrees of freedom 378

P .000

Table 4. KMO and Bartlett verification results

3.2.2 문항과 요인 간 다중 공선성 검증
문항과 요인 간 다중 공선성에 대한 검증 위해 공통성 

추정값(SMC)을 산출하였다. 역행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성분 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분석 방법에서 지나
친 다중 공선성이 발견되거나 변수 특성이 완전히 일치
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한다[18]. 공통분이 1.0에 근접
하거나 요인의 고유값이 0에 근접하면 다중 공선성에 대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이 연구 결과 공통성 
추정값은 화재안전 1번(.595)에서 대인안전 23(.828)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
은 결과는 의미상에 있어 중복되는 문항을 사전에 조정
하였기 때문이다.

3.2.3 요인구조 행렬 추출
유아안전보건지식 측정 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요인행렬을 먼저 구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축요인 추출법을 이용한 설
명된 총분산 산출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Com
pone
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Cumulati
ve % Total % Cumulati

ve % Total % Cumula
tive %

1 17.307 61.812 61.812 17.30761.812 61.812 10.73038.323 38.323
2 2.001 7.145 68.957 2.001 7.145 68.957 6.97524.912 63.235
3 1.009 3.603 72.559 1.009 3.603 72.559 2.611 9.324 72.559

Table 5. Explained total variance calculation result

3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초기 고유치는 전체 분산의 
72.559%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 제곱
합 적재치는 72.559%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학분야에
서는 통상 총분산의 60% 정도까지 설명해주는 요인을 
선정한다[19]. 기초요인행렬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

문에 베리맥스 (Varimax) 방법을 통해 요인구조를 회전
하였다. 이 연구는 안전요소 간 독립성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인 것을 가정하는 
베리맥스방법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Division Component
1 2 3

Q1 .318 .703 -.009
Q3 .550 .551 .045
Q4 .739 .409 .098
Q5 .815 .269 .101
Q6 .603 .591 .179
Q7 .763 .386 .018
Q10 .707 .416 .003
Q14 .734 .418 .122
Q16 .729 .397 .121
Q17 .780 .290 .143
Q18 .639 .629 .133
Q19 .739 .373 .160
Q20 .489 .685 .161
Q21 .075 .143 .831
Q23 .816 .375 .348
Q24 .520 .633 .424
Q25 .513 .677 .681
Q26 .231 .000 .838
Q27 .678 .540 .832
Q28 .546 .482 .859
Q29 .673 .535 .160
Q30 .729 .455 .136
Q31 .602 .577 .182
Q32 .304 .783 .130
Q33 .794 .739 .145
Q35 .462 .309 .194
Q36 .670 .528 .132
Q37 .758 .410 .171

Table 6.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nfant 
safety measurement test 

모든 문항에 대한 아이겐값들이 1.0을 초과하고 있고 
유아안전보건지식과 관련하여 3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
다고 볼 수 있다. 3개 요인 모델들의 전체 설명 변량은 
69.09%으로 나타났다. 요인 Ⅰ은 Q05, Q06, Q07, 
Q10, Q14, Q16, Q17, Q18, Q19의 9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Q20은 다른 문항 간 요인계수에 비해 차이가 크
게 나타나 절단기준으로 삼았다. 요인 Ⅰ ‘생활 놀이 안
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Ⅱ는 Q27, Q28, Q29, Q30, 
Q31, Q32, Q33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Q35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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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문항 간 요인계수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절단 기
준으로 삼았다. 요인 Ⅱ ‘신변 안전’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Ⅲ은 Q21, Q23, Q24, Q25, Q26, Q27, Q26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통안전’ 으로 명령하였다. 또
한 본 검사도구의 요인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도 검
사에서 카이제곱과 자유도,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 RMSEA값은 0.036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2.4 상관분석
요인 Ⅰ ‘생활 놀이 안전’ , 요인Ⅱ는 ‘신변 안전’, 요인

Ⅲ은 ‘교통 안전’에 대한 내적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안전보건지식 측정검사도구의 하위 구성요인
인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아안
전보건지식 측정검사도구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 요인은 전체 총점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총점과 
1요인 생활안전(r=.922), 요인 2 신변안전(r=.832), 요인
3 교통안전(r=.834)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간 영역별 상관도 유의한 상
관을 보이고 있다. 개발한 평가도구가 하위요인 간 영역
들이 같은 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므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야 하나 각 상관이 너무 높을 경우 
변별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평가
도구는 영역 간 상관이 .65미만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Division Life Play 
Safety Personal safety Traffic safety

1. Life Play Safety 1
2. Personal safety .647*** 1
3. Traffic safety .742*** .634*** 1
4 .Safety knowledge .922*** .832*** .834***

***p<.001

Table 7.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factors of the child safety knowledge 
measurement test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 능력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지식에 대한 타당화
된 검사도구가 부족하여서 검사도구의 적절성이 검증된 
유아안전보건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안전보건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포괄적이고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로 유아기 안전보건지식에 대한 발달을 
지원하는 유아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연
구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아안전에 대한 관련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에 대
한 분석과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요구
도에 관련된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유아안전보건지식 검
사도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교육학 박사 2명, 유아교육
과 교수2명, 유아교사 1명과 협의하여 추가, 수정, 보완
하였다.

첫째, 유아 안전보건지식 검사도구는 시안의 문항양호
도 검사에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한 분포와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여 문항 반응분포를 분석하였다. 표준편차가 
0.8이하인 값을 변별력이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둘째,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삭제한 
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0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공인타당도와 구인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KMO와 Bartlett
의 검증 수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맞는 자료인지 검
증했고, 공통요인분석 방법인 주축요인분해를 통하여 요
인의 수와 누적 적재량을 살폈으며, 주축요인분석과 요인 
회전을 통하여 요인구조행렬을 산출한 후 문항을 조정・
해석하였다. 구성요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그 결과 아이겐 값이 1.0인 것은 3개 요인으로 나타
났고, 이 과정을 통해  요인이 요인으로 수정되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Ⅰ ‘생활 놀이 안전’으로 명명하였
고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Ⅱ ‘신변 안전’으로 
명명하였고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Ⅲ ‘ 교통안전’ 으
로 명령하였고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 본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검사도 구는 신뢰와 타
당도가 확보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2007년 개정 유치
원 교육과정[20]에는 ‘안전하게 놀이하기’, ‘나와 다른 사
람의 몸을 소중히 하기’,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교통안전규칙지키기’’를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3-5세 누리과정[21] 
에는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를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
어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한 궁극
적인 목적은 유아가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안
전에 대하여 유아들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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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스스로 여러 위험 관련 갈등상황에서 다양한 해

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태도의 함양이 중요하다. 안전보건
지식에 대한 것은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
한 문제해결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정
보 즉 안전에 대한 지식을 먼저 학습해야만 한다[23].

유아안전보건지식에 대한 검사도구 개발의 목적은 유
아기에 자주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유아의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유아의 해결 능
력 및 이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변화로 3세 이전부터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
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 표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린 유아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
에[24] 앞으로 단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보다 사고력과 적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
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과 유아교
육현장의 교사들의 유아에 대한 안전과 연관된 요구도 
조사 분석을 통하여 유아안전문제해결 사고에 대한 구성
요소을 구하고 검증된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유아안전문제해결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된 검사도구에 대한 양호도 검증은 전국적 
규모에서 무선표집 절차를 안거치고 특정 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후에는 체계적인 표집 절차를 
거처 보다 표준화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안전 측정 검사도는 유아에게 빈번하게 노
출되는 가장 위험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아
의 문제 해결능력과 이해수준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는 개개인의 유아들에게 요구되는 안전교육의 
정도와 안전문제해결사고에 대한 이해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도구에 대한 개발은 시대적 
변화와 문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검사도구의 개발은 시대성을 반영한 검사도구로서의 가
치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한 후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
을 거친 도구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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