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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오늘날 사고는 아동기 사망원인의 위를 차지하고 있1

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현대의 발달된 기.

계문명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만큼 부담도

증가시켰다 따라서 오늘날의 아동들은 과거 세대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이기숙 강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 , , , , ,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종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학령전기 아동은 발달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동은.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

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학령전기 아동. ,

은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

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나 판단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가 흥미를 가진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주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감정의 통제력.

이 미숙하여 너무 활발하거나 성을 내어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상상의 세계에 몰두하기

가 쉽고 위험한 행동을 흉내내기 쉽다 또한 이 시기에.

는 변화에 유의하거나 열중하는 능력이 없어 계속적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

한다 이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은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영, .

유아기보다 감독을 소홀히 하며 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낮다(Glik et al, 1991; Russell, 1996).

이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은 교육을 통해 행동을 변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사고예방을, ,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함은 질병에 있어 예방접종의 효과 이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한 후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추리력 주의력 동작의 속도 동작의 안정도, , , , ,

행동특성 등을 통해 사고 경향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적어도 우리가 아동.

의 생활 속에 잠재된 사고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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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안전교육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교육이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

향 예측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립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통

해 그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간호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대상자의 사고경향을 파악한다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2.

경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학령전기 아동의 특성1.

학령전기 아동은 세까지를 의미하며 취학전기 또4-6

는 유치원 시기라고도 하며 정규의 학교교육을 받도록

준비하는 시기이다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 , , , ,

선영, 1999).

유아기 말기부터 자신을 독립된 인간으로 알기 시작하

면서부터 학령전기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

능력의 빠른 발달과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행동과 경

험을 추구한다 신체활동이 왕성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

아져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분주하며 새로운 형태의 움직

임의 습득에 도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즐겨 특별히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상력이.

풍부하여 흥미본위로 활동하며 신경계와 뇌의 발달로 주

위 상황을 지각하게 되므로 주위환경을 더 많이 탐색하

고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된다조희숙 최인숙 김경중 정( , , ,

갑순 신화식 류왕효 조경미 박은준 최재숙 류인숙, , , , , , ,

에 의하면 이 시기의 발달과제는 솔선1997). Erickson

감으로 아동은 자율적이고 솔선수범하며 역할모델인 성

인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하기 쉽다 그리하여 혼자서.

길거리에 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인지기술을 사용하여 그

주변 세상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학령전기 아동의 주.

의는 순간적으로 매력적인 환경에 쉽게 포획되어 전체적

인 위험한 환경에 대한 주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유인(

숙 조희숙 등, 1988; , 1997).

학령전기 아동은 매우 활동적이고 운동능력과 인지기

능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아동은 적극.

적이고 사교적이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계속 탐구한

다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호.

기심과 창의성 및 그들이 접하게 되는 환경이 솔선감을

발달시킨다 솔선감을 갖게 되는 아동은 자기 세계에서.

아주 활동적이 된다 새로운 발달을 성취하려 하고 이에.

대한 흥미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볼 때는 전조작기에 해당되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즉 에 의하. , Piaget

면 이 시기 사고 의 특성은 자아중심주의( )考

이어서 자신의 경험이 전부이고 모든 세(egocentrism)

계는 자신의 주위를 회전하는 것 같이 느낀다 또한 중.

심화 로서 아동은 한 상황에서 오직 한가지(centration)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들의 생각을 되돌리거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다 이러한 비가역성 의 특성이 있다 생명. (irreversible) .

이 없는 대상에 그 나름대로 생명과 느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물활론 도 가지고 있다 즉 물활론에 따(animism) . ,

라 아동 앞에 있는 자동차가 아동이 손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아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만화의 주인공이 총,

이나 차에 의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 실제 생활

에서도 가능하다고 믿는 환상적인 사고를 한다(Sewell,

Gains, 1993).

아직 사고와 지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이 시기의

아동들의 개념과 사태에 대한 이해는 어떤 사물이나 사

건의 특징적인 면을 지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으

로 상이한 면이나 서로 다른 차원을 연결하지 못한다.

즉 이 시기의 아동의 지적 기능은 보고 느낀 대로 판단,

하는 감각 지각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 시기의 아동이

한 물체나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그

자극이 주는 단순하고 뚜렷한 직관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두가지의 사고 를 동시에. ( )考

진행시키는데 곤란을 느끼며 전체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그 부분들에 몰두한다 즉 부분들을 동시에 생각. ,

하는 능력이나 이 부분들을 전체에 연결시키는 능력에는

어려움을 보인다.

이 시기의 아동은 옥외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많고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놀이 친구로부터 용감한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험물에 대한 이해가 미숙한 반면

부모들은 아동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기에는 신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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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으로 지치게 되므로 영 유아기보다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므로 사고의 발생률이 높다김계숙 등( , 1999).

사고예방에 있어서 행동을 논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는 행동은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

로 아동의 발달특성을 이해하는 부모는(Smith, 1994),

많은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즉 아동. ,

의 발달수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환경을 아동이 위험

에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간호사가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집단 혹은 개인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사고와 안전교육2.

사고는 예상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비의도적으로 발생

하는 사건 으로 미국안전협회의(Jones, 1992) , (The

National Safety Council)의 정의에 따르면 사고는 항‘

상 발생하는 것이며 연쇄적으로 사망 손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정의’ .

에서는 사고는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손해가 가‘

져오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서술된다’ .

항생제와 예방접종 및 화학요법의 사용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고는

세 연령의 아동들에게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1-9 .

예를 들면 년대 이래로 전염성질환에 의한 사망은1930

감소된 반면 사고로 인한 사망은 감소되지 않고 있90%

다 그리하여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아동 사고의 심각성.

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면서 정부 관련 전문가가,

참여 지원하여 공공차원에서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사고는 현존.

하는 건강문제 중 가장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

망 통계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

지만 사고로 인한 아동기의 이환률과 불구를 추정할 수

있는 국내의 자료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국가

나 사회의 관심은 매우 미흡하다.

사고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어떤 사고도.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양.

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서로 연관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고도 숙주와 병인.

사고요인 환경이 상호작용을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 ),

보며 이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차단하면 사고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 사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리 막을 수 있는 사.

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사고를 당한 결과 성

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는 생

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경우 사고의 대부분은 성인들이 하는 일을 단,

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한 사고

유형으로는 자동차 사고 나무나 다른 높은 곳에서의 낙,

상 놀이기구에 의한 상처 개에게 물림 등 많은 사고를, ,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모방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승인되는 행동을 배우고 적응하므로 성인들의 안전한 행

위는 아동에게 좋은 학습의 모델이 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그들이 돌보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

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이,

아동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성인의 반(Smith, 1994).

응 역시 아동의 잠재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을 통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학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영향은 아동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비록 치명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장애나 상처를 입,

히지 않는다 할 지라도 그 사고들은 항상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사고를 경험한 아동은 낯선 사람 동물 물건 또. , ,

는 환경에 처했을 때 몹시 불안해 하거나 수줍어 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사고로 이끄는 모험적인 행동을 저지.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짧은 간격으로 사고가 났

다면 그의 불안 요인과 수줍어 하는 성격이 일반화되어

자신감을 잃게 된다 결국 사고는 위축된 성격을 형성.

하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된다.

아동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고가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교육을 통해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킴은 각 사고.

별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환경을 개선하도록 법적인 조

치나 제도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며 인간의 행동을 변화

시킴은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가 일

어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과 설비

를 완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고에 대한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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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한 아동 자신의 바른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교육일 것이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태도는 단순한 지시나 감독에 의

한 것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갖게 되므로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예방전략은 모든 발달단계에 따라 일괄적일 수 없으므

로 등 도 발달연령에 근거한 중요한 사고Guyer (1989)

예방 교육은 아동기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지식과 실천은 오랜 기간에 걸

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국 아동에 대한 사.

고예방 교육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전망

을 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과. Sewell

도 다양한 연령집단에 따른 안전과 위험Gaines(1993)

을 이해하는 것이 간호사가 아동과 부모를 교육하고 상

담 지지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부모와, .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잠재적인 안전의 위험에 대해 인

식하면 그들은 그들의 아동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며 안전한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안전은 간호사와 부모 학교와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는 안전이란 상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행동‘ ’ ‘ ,

기술 조건 등을 의미하며 사고의 예방과 개인적 피해, ’ ‘

또는 사고로부터 오는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

인간행동의 변화로 인한 상태 또는 조건 위험의 가능‘ ’, ‘

성을 촉소하는 물리적 환경의 조정에 의해 사고를 줄이

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에 서로 공통된’ .

일반적 개념은 안전이 사고 방지와 사고의 감소를 수반

하는 관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안.

전은 특히 아동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아동

기는 직접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안전사고

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자주 놓이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행동에

대한 경험의 총체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의 목표는 여러 상.

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

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며 그에 따른 안전한 태도를 기

르는데 있다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익.

힘으로써 미래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를

준수하는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는 기본적 소양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자신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길러주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

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

해 준다.

안전에 대한 교육은 개인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

동에 노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전기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모든 생활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아동이 이 시기에 주

변에 있는 환경인 대상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태

도와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변.

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아동에게 안전교육

을 실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고 있다 더구.

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

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를 아동기 때부터 확립시켜 줌으로써 위험 대비 능력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

다 우리 환경 속에 내재한 위험요소는 모두 제거할 수.

는 없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동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실천적 내용이 선

정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간호 제공과 상담. ,

협동 의뢰를 통해 간호사는 아동기 사고와 관련된 신체,

적 손상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를 위해 다른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다.

아동간호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

달을 도와 아동이 가진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

록 도와주는데 있으며 이러한 건강 간호의 목표는 아동

의 안전이 보장될 때 가능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험

군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사고

경향을 예측해 봄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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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조군 전후 설계(Simulated control group

실험연구이다pretest-posttest design) .

연구대상2.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유치원과 놀이방 시,

립과 구립 어린이집 학원 등의 개 기관의 학령전기, 12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실험군은 개 기관의 학. 6

령전기 아동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 역시150 6

개 기관의 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명의 아동을150 300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3.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1999 8 1

년 월 일 까지이었다2000 2 28 .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각 기관의 담당교사에게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아동의 어머니에

게는 담당교사를 통해 문서화된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에

대한 참여를 허락받았다.

실험군에게는 교육책자 슬라이드 등의, Video, OHP,

교육매체를 사용하여 회에 분 내로 구성한 내용으로1 30

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대상자 교육시 시4 ,

간의 제한을 둔 이유는 학령전기 아동은 주의집중을 하

지만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이었다.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질문지의 검사는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검사시간과 방

법 기록 요령 등을 설명한 후 문제를 읽어주고 각 영역,

에 대해 주어진 시간을 제한하여 아동이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익

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3.

본 연구의 도구는 만 세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4-6

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의 가 제작東京

한 APP (Accident Proneness Prospect) paper test

로 연구의 도구내용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

는 상황을 그린 그림과 질문으로 구성된 개 영역으로6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작성하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 ,

추리력 동작의 속도와 동작의 안정도 주의력에 대한, , 5

개 영역과 유치원 교사가 작성하는 개로 구성된 아동10

의 행동특성 영역에 관한 것이다1 .

각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세와 세4 5 ,

세용의 판정기준에 따라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각 영역6

에서의 사고경향과 종합적으로 모든 영역을 합한 종합판

정에서의 사고경향을 파악하였다 즉 종합판정에서는 아. ,

동이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함 사고경향이( ),

있어 주의가 요구됨 사고경향이 높아 위험함 의( ), ( )

개 집단으로 분류됨으로써 대상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3

는 사고경향의 정도를 예측 파악하는 것이다 이 도구는, .

일본에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도구이며 본 연구자가 년 우리, 1998

나라 학령전기 아동 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516

를 검증한 도구이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는 어린이집이 개175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이(58.3%) 68

개 기타 개 놀이방 개(22.7%), 31 (10.3%), 26 (8.7%)

의 순 이었다 대상 기관에서의 사고예방 교육은 대부분.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79.7%) 20.3%

로 년 이자형 등의 연구에서 사고예방 교육을 실, 1998

시하지 않는 기관이 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낮은30.8%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대상자의 주거형태는 층이상 아파트가 개6 158

로 가장 많았으며 혼합형 주택 개(52.7%) 55 (18.3%),

층이하 아파트 개 단독주택 개 의5 54 (18%), 33 (11.0%)

순 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많았으며 세5 43% 4

세 의 순 이었다 성별은 남아가 여34%, 6 23% . 51%,

아가 이었으며 아동의 순위는 첫째가 로 가장49% 56%

많았고 둘째 셋째 의 순 이었다 대상자의39.7%, 4.3% .

대부분 이 과거 사고경험이 없었으며 사고경험이(83.3%)

있는 경우는 에 불과했다 가족형태는 대부분16.7% .

이 핵가족이었으며 대가족은 이었다(88.3%) 11.7% .

어머니의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많았으며31-34 44.6%

세 세 이하 세 이상이35-39 36.8%, 30 15.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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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 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가 대졸3.0% 57.4%

이상이었으며 가 고졸 이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상42.6% .

태는 가 전일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없는 경우42.9%

가 시간제인 경우가 의 순 이었다39.2%, 17.9% .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대상자의 사고경향2.

안전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의 집단에 따른 대상자의 사고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1>.

각 영역에서 아동의 사고경향을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함 사고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 ( ),

사고경향이 높아 위험함으로 분류한 결과 생활안전 영( )

역에서는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 이(77.3%) (70.0%)

많아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2.690, p=0.260).

교통안전 영역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이 많았

으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자동차 사고=0.340, p=0.844).

는 세 이상 아동들의 사고 사망률의 제 의 원인으로1 1 ,

학령전기 아동에서 전체 사고로 인한 사망 중 자동차 사

고는 남아에서 와 여아에서 를 차지할 만큼 매33% 40%

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학령전기 아동은 길을 건널.

때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걷거나 달릴 때 보행

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모두 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되며 이는 우

리 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각 기관에서 교통안,

전에 대한 교육을 잘 실시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리력 영역에서는 두 집단이 모두 이 많아 사고경

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998, p=0.607).

동작의 속도(χ2 동작의 안정도=4.373, p=0.112),

(χ2 주의력=1.551, p=0.460), (χ2=3.731, p=0.155)

영역에서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행동특성 영역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했는데(χ2

실험군의 경우 이 많은 반면=11.690, p=0.003)

표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대상자의 사고경향< 1>

청 황 적 합계 χ2 값, p

생활안전 실험군 116(77.3) 30(20.0) 4(2.7) 150(100.0)
χ2=2.690

p=.260
대조군 105(70.0) 42(28.0) 3(2.0) 150(100.0)

221(73.7) 72(24.0) 7(2.3) 300(100.0)

교통안전 실험군 94(62.7) 52(34.7) 4(2.7) 150(100.0)
χ2=0.340

p=.844
대조군 91(60.7) 56(37.3) 3(2.0) 150(100.0)

185(61.7) 108(36.0) 7(2.3) 300(100.0)

추리력 실험군 35(23.3) 76(50.7) 39(26.0) 150(100.0)
χ2=0.998

p=.607
대조군 35(23.3) 83(55.3) 32(21.3) 150(100.0)

70(23.3) 159(53.0) 71(23.7) 300(100.0)

동작의 속도 실험군 117(78.0) 29(19.3) 4(2.7) 150(100.0)
χ2=4.373

p=.112
대조군 101(67.3) 42(28.0) 7(4.7) 150(100.0)

218(72.7) 71(23.7) 11(3.7) 300(100.0)

동작의 안정도 실험군 105(70.0) 29(19.3) 16(10.7) 150(100.0)
χ2=1.551

p=.460
대조군 111(74.0) 29(19.3) 10(6.7) 150(100.0)

216(72.0) 58(19.3) 26(8.7) 300(100.0)

주의력 실험군 129(86.0) 15(10.0) 6(4.0) 150(100.0)
χ2=3.731

p=.155
대조군 132(88.0) 17(11.3) 1(0.7) 150(100.0)

261(87.0) 32(10.7) 7(2.3) 300(100.0)

행동특성 실험군 58(38.7) 40(26.7) 52(34.7) 150(100.0)
χ2=11.691

p=.003*
대조군 31(20.7) 50(33.3) 69(46.0) 150(100.0)

89(29.7) 90(30.0) 121(40.3) 300(100.0)

종합판정 실험군 59(39.3) 60(40.0) 31(20.7) 150(100.0)
χ2=0.979

p=.613
대조군 52(34.7) 61(40.7) 37(24.7) 150(100.0)

111(37.0) 121(40.3) 68(22.7) 300(100.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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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은 이 가장 많았다 즉 행동(38.7%), (46%) .

특성의 영역에서 안전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은 사고에 대한 개인의 안전의식.

이나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행동의 변, ,

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판정에서는 실험군 과 대조군(40.0%) (40.7%)

모두 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나타난 바=0.979, p=0.613).

와 같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재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되며 실험군

에게 실시한 안전교육이 회이었으므로 비교적 짧은 기4

간이 아니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서 행동특성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안전교육의 효과를 입

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안전교육은 결과적.

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안전한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특성의 차이가,

곧 아동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3.

고경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는 기관에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작의 안정도 영역(χ2 과 행동특성=8.844, p=0.012)

영역(χ2 에서 주거형태가 혼합형주=6.699, p=0.035) ,

택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10.37, p=0.006) ,

대상자의 연령이 세인 경우는 주의력 영역4 (χ2=9.525,

에서 세인 경우는 행동특성 영역p=0.009) , 5 (χ2=

에서 대상자가 남아인 경우 생활안전7.324, p=0.026) ,

영역(χ2 동작의 속도 영역=7.981, p=0.018), (χ2

과 행동특성 영역=6.661, p=0.036) (χ2=8.837,

에서 대상자가 여아인 경우 추리력 영역p=0.012) , (χ2

에서 아동이 과거 사고경험이 없는=9.78, p=0.008) ,

경우는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 아=9.862, p=0.007) ,

동의 순위가 둘째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χ2=14.31,

에서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는 동작의 속p=0.001) ,

도 영역(χ2 과 행동특성 영역=6.341, p=0.042) (χ2=

에서 어머니 연령이 세 이하인 경9.326, p=0.009) , 30

우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 어머니=16.40, p=0.000) ,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는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 대졸 이상인 경우는 추리력 영8.375, p=0.015) ,

역(χ2 과 행동특성 영역=9.803, p=0.007) (χ2=

에서 어머니 직업이 시간제인 경우는6.205, p=0.045) ,

동작의 속도 영역(χ2 에서 직업이=10.99, p=0.004) ,

없는 경우는 동작의 안정도 영역(χ2=8.490, p=

과 행동특성 영역0.014) (χ2 에서=10.11, p=0.006)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작의 안정도 영역에서 실험군 과 대조군(70.0%)

모두 이 많았으나 대조군이 더 많아 유의한(83.1%)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작의 안정도가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과 많이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

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동작 역시 안정성이 높아지며이자형 김신정 이정은( , , ,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기질적으로1998)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수준이 높으므로서수경( ,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1993) .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재검증을 하여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특성 영역에서는 실험.

군의 경우 안전함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 ) 38.7%

군은 사고경향이 높음이 로 나타난 유의한 차( ) 44.9%

이가 있었다 이는 안전교육의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

이는 안전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행동특성이 사고경향

이 낮아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주거형태에 따른 각 영역에서의 두 집단의 차이는 혼

합형 주택의 경우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χ2

를 보였으며 다른 모든 영역에서=10.37, p=0.006)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행동특성 영역에서 실.

험군은 안전함이 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조군은( ) 48.4%

사고경향이 높음이 로 가장 많아 사고경향이( ) 49.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비. ,

교해서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어 아동의 활동을 제약하기

보다는 동작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

과는 안전교육의 효과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경희 는 아동의 주택환경이 아동의 성격에 미치(1981)

는 영향에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은 옥외생활을

적게 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지면으로의 높이 자체가

옥외장소로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어머니 혹은 보호자의

주의가 쉽게 닿을 수 있지 못하므로 놀이터에 나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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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횟수가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이수정 은(1997)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이 사고를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는 주거형태만이 아닌 아동과 관련된 요소.

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연령이 세의 경우에는 주의력 영역에서 실4

험군 과 대조군 모두 이 많아 안전한(78.0%) (90.2%)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9.525,

즉 실험군 에 비해 대조군 에p=0.009). , (7.3%) (9.8%)

서 은 더 많았으나 의 경우 명의 아동이 모두 실, , 6

험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의 경우에는 행. 5

동특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χ2=7.324,

실험군은 로 안전함이 많았는데p=0.026) 44.4% ( )

반해 대조군은 가 사고경향이 높음으로 나타45.8% ( )

났다 주의력의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 ,

서 주의집중 시간도 분에서 분 정도로 증가하게 되10 30

나 조결자 외 이는 안전교육의 영향을 받는다기( , 1997),

보다는 기본적인 아동의 성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세의 경우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의한. 5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세를 전후하여 위험한 장난이나 놀5

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결과를 설명할 수 있

을 정도로 아동의 인지능력이 발달하므로김경중 최인( ,

숙 행동특성에서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 1989)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남아인 경우

생활안전 영역(χ2 동작의 속도 영=7.981, p=0.018),

역(χ2 과 행동특성 영역=6.661, p=0.036) (χ2=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에서 유8.837, p=0.012)

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실험군.

와 대조군 에서 모두 이 많았으나 이 대83.6% 62%

조군 보다 실험군 에서 감소되었으며(31.3%) (16.4%)

은 실험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안전교육의 효과로 추측

된다 동작의 속도 영역에서는 실험군 과 대조군. (82.8%)

모두 이 많았으나 생활안전 영역과 마찬가지(62.5%)

로 이 대조군 보다 실험군 에서 적었(32.5%) (15.1%)

으며 도 대조군 보다 실험군 에서 적었(5.0%) (4.1%)

다 행동특성 영역의 경우 대조군은 이 로 가장. 53.8%

많았으나 실험군은 과 이 각각 로 많았다37.0% .

대상자가 여아인 경우 추리력 영역(χ2=9.78, p=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조군0.008) (64.3%)

과 실험군 모두 이 많았으나 은 대조군(48.1%)

보다 실험군 이 적었고 은 대조군(22.9%) (16.9%)

보다 실험군 에서 오히려 더 많았다(12.9%) (35.1%) .

이는 연령같은 성숙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아에서 사고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며 학령전기 아동에 있어 전체적인 사고비율은 남

아가 여아의 배였다 이1.29 (Gallaher et al., 1984).

는 아동의 기질은 성과 유사한 상관이 있어 행동에 차이

가 나타난다고 보겠다 남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영역에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여아의 추리력 영역의 경우 다른 기질적인 요인

이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따른 추후 검증이 필

요하다고 보겠다.

사고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사고경험이 없는 경우 행,

동특성 영역(χ2 에서 실험군과 대조=9.862, p=0.007)

군 대상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험군은,

로 이 많아 안전한 것으로 대조군은 로38.1% , 43.2%

이 많아 사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인.

간의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신체적 위협으

로 생활하는 곳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데 아동 개인,

의 정서적 반응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의 행

동양식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자형 등 의. (1998)

연구에서는 과거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가 사고경향 또한

높다고 나타났는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사고경험이 없는 경우(Jones, 1980), ,

안전교육을 통해 행동특성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변화

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순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순위가 둘째

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에서(χ2 유=14.31, p=0.001)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군은 이 로 많아 안42.6%

전한 것으로 나온 반면 대조군은 로 이 많아 사50.8%

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순위에서 특.

히 둘째 아동이 가장 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변수자 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1974)

과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아동.

의 순위만이 아닌 성별이나 다른 특성과 연관되므로 이

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 동작의 속도(χ2=6.341,

와 행동특성 영역p=0.042) (χ2 에=9.326, p=0.009)

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작의 속도 영.

역의 경우 실험군에서는 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80.8%

였으나 대조군의 경우 이었으며 과 이 실험군73.6%

보다 많았다 행동특성 영역의 경우 실험군은 이. 36%

로 많아 안전한 것으로 대조군은 이 로 많아, 45.7%

사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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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과 핵가족 아동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대가족 하

에서 자란 아동의 행동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으며 주의

력이 높다는 보고인간발달학회 가 있다 그러나( , 1995) .

현재 우리 나라의 가족형태의 대부분은 핵가족으로 안전,

교육 후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안전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연령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어머니 연령이

세 이하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에서 두 집단이 유의한30

차이(χ2 를 보였는데 실험군은 이=16.40, p=0.000)

로 많아 안전한 것으로 대조군은 이 로47.4% , 66.7%

많아 사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형 등.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연령이 세 이하인 경우(1998) 30

가 아동의 사고경향이 가장 높고 세 이상인 경우 사고40

에 대한 아동의 안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에,

대해서 세 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대부분이 자녀양육40

경험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

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 또한

안전교육의 영향으로 고려된다.

어머니 교육 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에도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8.375, p=0.015)

데 실험군은 과 이 모두 이고 주의를 요40.7% (

함 은 인데 반해 대조군의 경우는 이) 18.6% , 50.7%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이 이31.3%, 17.9%

의 순 이었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추리력 영역.

(χ2 과 행동특성 영역=9.803, p=0.007) (χ2=6.2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리력 영역에서p=0.045) .

는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 이 많아 주(52.9%) (60.2%)

의를 요한다고 나타났으며 행동특성 영역의 경우 실험군

은 이 로 많아 안전한 것으로 대조군은39.1% ,

로 이 많아 사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2.2% .

즉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행동특성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숙.

과 이수정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정(1993) (1997)

도가 높을수록 사고예방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본 연구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서 아동사고와

관련된 각 영역에서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 사고와 관련된 이후의 연구에서의 재검증을 통해

좀 더 확실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 직업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어머니 직업이

시간제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 영역(χ2=10.99, p=

에서 실험군은 이 로 가장 많았고 은0.004) 91.2%

에 불과했으나 대조군은 이 이5.9% 52.6%,

를 차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 직업42.1% .

이 없는 경우는 동작의 안정도 영역(χ2=8.490, p=

과 행동특성 영역0.014) (χ2 에서=10.11, p=0.006)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작의 안정도 영역에서는 실험.

군 과 대조군 모두 이 많아 주의가 요(52%) (61.5%)

구되었으나 실험군은 이 이고 은 에 불44.0% 4.0%

과하였으나 대조군은 이 보다 많(19.8%) (18.7%)

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행동특성 영역에서는 실험군

은 로 이 많아 안전한 것으로 대조군은52% , 50.5%

로 이 많아 사고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동작의 안정도나 동작의 속도

같은 영역은 안전교육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이나 기질

같은 요소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안전교.

육은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특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

화하고 유도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더 큰 사고의 위험

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령전기 아동은 그

연령의 발달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

되어 있다 또한 어떤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사고를 일.

으키기 쉬운 특성 및 상황으로 인해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기 쉬운 소인을 지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

전교육은 아동에게 사고예방과 관련된 지식 태도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학령전기 아동은 솔선감과 자신감이 발달함에 따.

라 부모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때에는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부모가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이 금지된 것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죄의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모는 어떠한

원칙을 세워 놓고 계속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돌.

보는 부모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수단을 쓰지 말고 매사

에 일관성있는 태도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도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놀이에 있어.

서는 항상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고 주기적으로

놀이용품의 안전점검을 하며 아동에게 위험물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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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넣어주고 또한 그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

는지를 자세히 지도하며 쓸데없는 용감성과 모험심이 얼

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도록 하여 스스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령전기 아동은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 있고 모방감과 솔

선감이 이러한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므로 효과적이며 행

동에 있어서는 원인의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좋지 않은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idwell-Udin,

과 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는 예Jacobson Jensen(1987)

측 가능하며 더 중요하게는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동 간호사는 대중매체나 지역사회 강연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나 지역

사회 사람들이 아동에게 있어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

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는 개인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정책적 뒷받

침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사고와 이에

따른 상해는 아동 건강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안전교육이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 예측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립된 안전교

육의 실시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통해 그

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간호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놀이방 시립과 구립 어린이집 학원 등의 기관 중 실험, ,

군으로는 개 기관의 학령전기 아동 명과 대조군으로6 150

개 기관의 학령전기 아동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6 150 .

실험군에게는 교육책자 슬라이드 등의, Video, OHP,

교육매체를 사용하여 회에 분 내로 구성한 내용의1 30

안전교육을 회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는 만 세의4 4-6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의 東

가 제작한 APP (Accident Proness京

를 사용하였다Prospect) paper test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추리력 동작의 속도 동작의 안1. , , , ,

정도 주의력 행동특성의 각 영역에서 아동의 사고경, ,

향을 사고경향이 낮아 비교적 안전함 사고경( ), (

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 사고위험이 높음으로), ( )

분류한 결과 행동특성 영역에서 실험군의 경우 이

많은 반면 대조군은 이 가장 많아(38.7%), (46%)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χ2=11.690, p=0.003),

생활안전 영역(χ2 교통안전 영=2.690, p=0.260),

역(χ2 추리력 영역=0.340, p=0.844), (χ2=0.998,

동작의 속도p=0.607), (χ2=4.373, p=0.112),

동작의 안정도(χ2 주의력=1.551, p=0.460), (χ2=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3.731, p=0.155)

다 즉 행동특성의 영역에서 사고예방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2.

경향의 차이는 기관에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 동작의 안정도 영역(χ2 과=8.844, p=0.012)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 주거형=6.699, p=0.035) ,

태가 혼합형주택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χ2=10.37,

에서 대상자의 연령이 세인 경우는 주의p=0.006) , 4

력 영역(χ2 에서 세인 경우는=9.525, p=0.009) , 5

행동특성 영역(χ2 에서 아동의=7.324, p=0.026) ,

순위가 둘째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χ2=14.31,

에서 대상자가 남아인 경우 생활안전 영p=0.001) ,

역(χ2 동작의 속도 영역=7.981, p=0.018), (χ2

과 행동특성 영역=6.661, p=0.036) (χ2=8.837,

에서 대상자가 여아인 경우 추리력 영역p=0.012) ,

(χ2 에서 아동이 과거 사고경험=9.78, p=0.008) ,

이 없는 경우는 행동특성 영역(χ2=9.862, p=

에서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는 동작의 속0.007) ,

도 영역(χ2 과 행동특성 영역=6.341, p=0.042)

(χ2 에서 어머니 연령이 세=9.326, p=0.009) , 30

이하인 경우 행동특성 영역(χ2=16.40, p=0.000)

에서 어머니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경우는 행동특,

성 영역(χ2 에서 대졸 이상인=8.375, p=0.015) ,

경우는 추리력 영역(χ2 과 행동=9.803, p=0.007)

특성 영역(χ2 에서 어머니 직업=6.205, p=0.045) ,

이 시간제인 경우는 동작의 속도 영역(χ2=10.99,

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는 동작의 안정도p=0.004) ,

영역(χ2 과 행동특성 영역=8.490, p=0.014) (χ2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10.11, p=0.00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사고경

향의 차이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해 행동특성 영역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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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안전.

교육은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특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유도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들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시간

을 보내므로 그들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그들의 사고예,

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 간호.

사는 건강과 관련된 아동상담시 사고에 대한 예방적이,

고 연령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예방과 안전대책

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고예방 및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1.

경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고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2.

램 개발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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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stabilished through more systematic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preschoolers(150

preschooler a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150 preschoolers are assinged to control

group) from 4 to 6 years old using APP paper

test which consists of questions and drawings.

To experimental group, safety education were

done 4 times within the time of 30 minutes per

1 time using education books, video, OHP, slid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behavioral character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χ2=11.690, p=

0.003). So, safety education have effect on

the behavioral character of preschooler.

2. In the accident proneness on preschooler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

prov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were done,

movement stability(χ2=8.844, p=0.012) and

behavioral character(χ2=6.699, p=0.035),

in the case of housing pattern is mixed-type,

behavioral character(χ2=10.37, p=0.006),

in the case of subjects' age is 4 years old,

watchfulness(χ2=9.525, p=0.009), in the

case of subjects' age is 5 years old,

behavioral character(χ2=7.324, p=0.026),

in the case of children's order is second,

behavioral character(χ2=14.31, p=0.001),

in the case of children's sex is boy, living

safety(χ2=7.981, p=0.018), movement speed

(χ2=6.661, p=0.036), bihavioral character

(χ2=8.837, p=0.012), in the case of

children's sex is girl, reasoning power(χ2

=9.78, p=0.008), in the case of childrens

have no past accidental experience,

behavioral character(χ2=9.862, p=0.007),

in the case of nuclear family, movement

speed(χ2=6.341, p=0.042) and behavioral

character(χ2=9.326, p=0.009), in the case

of mothers' age is under thirty behavioral

character(χ2=16.40, p=0.000), in the case

of mothers' school career is under high

school graduate, behavioral character(χ2

=8.375, p=0.015), in the case of mothers'

school career is beyond college graduate,

reasoning power(χ2=9.803, p=0.007) and

behavioral character(χ2=6.205, p=0.045),

in the case of mothers' job is part time,

movement speed(χ2=10.99, p=0.004), in

the case of mothers have no job, movement

stability(χ2=8.490, p=0.014) and behavioral

character(χ2=10.11, p=0.006).

The difference of accident pronenes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s, it also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behaviorl

character compared to other area.. From this

findings, we can guess that safety education

change and guide preschoolers' behavioral

character to desirable di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