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 로그램이

등학생의 건강행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향

연세 학교 보건 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김      미      숙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 로그램이 

등학생의 건강행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향

지도 김 희 순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  월   일

연세 학교 보건 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김  미  숙



김미숙의 보건학 석사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_______________인

         심사 원_______________인

         심사 원_______________인

연세 학교 보건 학원

2005년  월   일



감사의 

   

   지난 한 학기동안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 희

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심 분야를 연구로 발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쁘시고 힘든 일이 있는 에도 시간을 쪼개어 제자에게 정

성과 사랑을 주신 교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뜻한 가르침과 깊은 배려로 부족한 논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주셔

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김 소야자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논문의 주제가 정해지기까지 조언과 논문의 방향을 정해 주셨

을 뿐 아니라, 논문의 완성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이 태화 교수님, 감

사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기까지 지도해 주신, 지 은 고인이 되신 모

교의 하 일우 학장님과 최 철자, 오 덕자, 이 남희, 최 옥선, 오 세 , 김 

명희, 김 희숙, 최 남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일 등학교의 이 동

태 교장선생님과 박종규 교감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한 연구 상자로 도움을  4, 5학년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바쁘신 에도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실험 반 선생님

들께 감사의 마음 합니다.

   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나

의 형제자매들, 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시부모님과 식구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용기를  나의 오랜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사랑의 

마음 합니다.

   늘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사랑을 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남편과, 엄마가 공부하느라 돌보아주지 못하는 

에도 밝고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  윤애, 지애에게 이 작은 결실

로 사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월 

                                                       연구자 김미숙



- i -

차    례

차    례 ················································································································ⅰ

표 차 례 ················································································································ⅲ

부록차례 ··············································································································ⅲ

국문요약 ··············································································································ⅳ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   가설 ·················································································3

  C. 용어의 정의 ···································································································4

Ⅱ. 문헌고찰

  A. 등학교 보건교육 황 ············································································7

  B. 보건교육 로그램 방법이 건강행 에 미치는 효과 ·························11

 

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16

  B. 연구 상자 ···································································································16

  C. 실험처치 ·····································································································17

  D. 연구도구 ····································································································19

  E. 자료수집방법  차 ·············································································21

  F. 자료의 분석방법 ·······················································································22



- ii -

Ⅳ. 연구결과

  A. 연구 상자의 동질성 분석 ··································································23

    1.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분석 ·······················································23

    2. 건강행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한 동질성 분석 ···························26

  

  B.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의 가설 검증 ·········································27

    1. 제 1가설 검증 ·······················································································27

    2. 제 2가설 검증 ·························································································30

   

Ⅴ. 논의

   A. 제1가설 검증논의 ····················································································34

   B. 제2가설 검증논의 ·····················································································37

  

Ⅵ. 결론  제언

   A. 요약  결론 ··························································································39

   B. 제언 ···········································································································42

    

참고문헌 ··············································································································43

부    록 ··············································································································48

문 록 ················································································································64

 



- iii -

표 차 례

<표1> 유사 실험 설계 모형 ·············································································16

<표2>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 운 ·····················································18

<표3> 실험 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25

<표4> 건강행  실험에 한 동질성 검사 ·················································26

<표5> 실험군 조군의 건강행  인지도 차이검증 ···································28

<표6> 실험군의 사 사후 건강행  인지도 차이검증 ·····························29

<표7> 조군의 사 사후 건강행  인지도 차이검증 ·····························30

<표8> 실험군 조군의 건강행  수행정도 차이검증 ·······························31

<표9> 실험군의 사 사후 건강행  수행정도 차이검증 ·························32

<표10> 조군의 사 사후 건강행  수행정도 차이검증 ·························33

부록차례

<부록1> 질문지 ···································································································49

<부록2> 학습지도안 ···························································································54

<부록3> 멀티미디어보건교육자료 ···································································62



- iv -

국문요약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 로그램이 등학생의     

건강행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등학생의 건강행  인지도  

건강행  수행을 향상시키기 하여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을 용한 

후 기존 강의식 보건교육 효과와 비교함으로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

하 다.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은 4, 5학년을 한 4차시씩 8차시로 구성

된 보건교육 로그램을 의미한다.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2005년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상자 선정기 에 

합한 등학교 4, 5 학년 실험군 60명, 조군 61명을 상으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연구를 하 다. 

   연구 도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하 으며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최종 수정 보완하 다. 건강행 에 한 질문지는 개인

생 5문항, 양과 운동 5문항, 안  5문항, 정신건강 5문항 총 20문항으

로 각 건강행  문항에 한 인지도와 수행정도를 4  Likert 척도로 측정

하 다.  본 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 α .873 으로 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차는 임의표집 하여 실험군과 조군 모두 사  조사를 하고 실

험군은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을 토 로 주 1시간씩 4주간 실시하

으며, 조군은 동일한 내용을 강의식으로 교육을 한 후 각각 사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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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보건교육은 각 교실에서 40분씩 4회씩 역별 내용을 심으

로 연구자인 보건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2.0을 이용하 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백분율과, x
2
-test, F-test, t-test로 분석하 고, 가설검증은 t-test,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있어서는 주거형태(t=.14.094 

p=.003)와 건강상태(t=.1.823 p=.042)를 제외하고 두 군 간에 동질 하 다.

   2. 제 1가설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로그램으로 교육 받은 실험군은 강

의식 교육을 받은 조군보다 건강행  인지도가 더 높을 것이다”의 가설

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3. 제 2가설 “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로그램으로 보건교육을 받은 실

험 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조군보다 건강행  수행정도가 더 높을 것

이다” 의 가설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4.  실험군과 조군은 교육 에 비해 교육 후 정신건강 역에서 건강

행  인지도(t=2.500 p=.016), 수행정도(t=2.418 p=019)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5.  각 집단 의 교육 후 건강행  인지도와 수행정도 차이에서 멀티

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에 의한 실험군의 경우 교육 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반면 강의식 교육이 제공된 조군에 있어서는 양

과 운동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 으나 개인 생, 안 , 정신건강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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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멀티미디어보건교육 로그램을 통한 지속 인 교육

이 아동의 건강행  인지도와 수행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를 제공하 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추후 체계 인 건강교육을 수행하고 지속 , 장기

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로그램, 건강행 인지도, 건강행 수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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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건강생활 습관의 형성은 어린 연령부터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학
령기는 습득된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습관화하고 생활화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기이므로 전 생애를 통해 건강생활실천에 미치게 된다(김화중,
1992;이 화연 & 박영수,1993;최진영 & 김명,1995).어린 시절부터 갖는
생활습관은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반이 되
기 때문에(강 영미 외,2001),학령기에 건강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평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Kolbe,1988).서
미경 외(2000)는 학령기 인구 집단이 전 인구의 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고 건강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건교육의 효과는 다른 인구
집단 보다 14배의 비용-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학령기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떨어졌고
(윤선희,1997;Vicki& Nancy,2002),학업을 중시하는 풍토에서,과다한
학과공부와 과외학습 등으로 운동부족,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생활 문제
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박
형종,1989:강귀애,1992;Bernard,2002).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서울시 교육청에

서는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1987년부터 표준화된 보건교육 자료를 개
발해 배포하고 있으며,2005년도에는 멀티미디어기술을 이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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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서울 시
교육청 지정 보건교육 시범학교인 경복 고등학교(1988)가 각 교과에 분산
된 보건교육내용을 통합한 교과서를 제작하고 보건교사에 의한 정규 보건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건강행위를 영역별로 분류
하여 그 실천 정도를 교육 전 ̇�후에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증가 하였으며,특히 성지식과 응급처치에 있어 매우 유의 하게 증
가하였다.학교에서의 단기적인 보건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로(김귀
례,1992;정난희,2002))는 건강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이 건강에 대한 중요
성과 건강증진 행위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고,초등학교 아동의 건강지식과
건강행위와의 관계 연구에서 건강행위에 미치는 변수로서 건강에 대한 지
식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김미남(1997)은 초
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
시한 군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실험 군이 대
조군 보다 건강행위 실천의 정도 차이가 유의하였음을 보고하고 일회성 교
육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노태수,박정숙(1999)은
건강증진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수행 점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수행 점수보다 순차적(교육 전,교육 직 후,교육 8주
후)으로 증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강의식 보다는 역할극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보고되
었다(성경림,2001;이순임,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

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 강의식 보건교육프
로그램 적용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멀티미디어보건교육프로그램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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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가가가설설설

111...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기존 강의식 보건교육과 비교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222...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제1가설: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인지도가 더 높을 것이다.

제2가설: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실험 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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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학생의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 기본적 개념을 습득시켜 스스
로 건강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적,정의적,정
신 활동적 교육활동을 말하며(서울시 교육청,200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서울 특별시교육청이 파워포인트,인터넷수업,토
론,게임,영상자료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 제작한 개인위생,영양과 운동,
안전,정신 건강으로 구성된 4시간용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22...건건건강강강 행행행위위위 인인인지지지도도도 및및및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

건강행위는 자신의 신체적 질병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 그리고 정
신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Harris,1979),본 연구에서는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를 각각 측정하
였다.

1)건강행위 인지도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개인위생,영양과 운동,안전,정신건강 영역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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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건강행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건강행위 수행정도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개인위생,영양과 운동,안전,정신건강 영역의 20

가지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에 대한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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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특징은 만 6세부터 12세 까지의 학습활동이 시작
되는 시기로 Piaget에 의하면,체계적인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며 여
러 가지 형태의 조작에 의해 과학적인 사고와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단계
이다.신체는 보다 균형이 잡히고 팔이나 몸통을 움직이는 조정능력과 효
율성이 증진되어 학령후기로 갈수록 자세가 좋아지고 힘과 체력이 기능적
으로 보다 어른스러워지게 된다.성장발달이 가장 왕성하고,건강상태는 일
반적으로 양호하여 신체적 적응에 좋은 시기이며,전반적이고 섬세한 운동
능력이 완벽해지면서 근육운동과 조절능력이 상승된다(이은주,1995).신체
적 성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단백질과 비타민,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있는 음식물의 섭취가 필요하다.또한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차츰 자립심이 형성되며,자기 조절능력과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되는 시기이므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가 관
리가 습관화되어 평생 건강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행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학령기 아동에게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학생 건강문제 우선순위
를 보면 1위가 폭력,우울,왕따,자살,약물남용,2위가 전염병 증가,3위
만성병과 알레르기질환,4위 과다체중 및 과소체중,척추측만 증,저 시력,
5위로 성범죄 증가,6위 안전사고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이규영,2002).이
들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건 교육의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보
건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개인건강,질병관리,영양,안전,정신
건강 등을 들고 있다(이시백,1984,김화중,1988,김선혜,1993,이규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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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보건교육현황과 보건교육프로그램 방법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AAA...초초초등등등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보건교과가 설치되었다가 1963년에 폐지된 이후
정규 보건 교과는 운영되지 않다가 198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
게 주당 6시간이상의 보건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수학,음악,미술을 제외한 9개 과목에서 보건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
며,체육에 총 보건관련 교육시간의 1/4정도가 포함되어있다.학년마다 ‘체
육’교과에 3개 단원 정도의 보건편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국가수
준의 보건교육과정 문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체육교육과정 문서
에 보건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한국의 체육교육과정에 제시된 보건의
교수학습 방법은 바람직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하고 있
다.보건행위의 습관화를 위한 다양한 보건 실천 프로그램을 사용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예로서 토의학습,시청각 자료 이용,현장 견학
및 실습,가정과 관련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활용을 들고 있다.보건교
육 내용을 신체성장과 발달,질병예방법,여가 및 안전생활의 세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가옥,2002).교육과정은 사회문제나 필요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나날이 인터넷 중독,성 문제,물질 오․남용 문제가 심각
해지는 시점에서 보건교육과 관련된 단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초등학
교 보건교육 내용을 국제 비교 분석한 이순영(200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의 보건교육 내용을 분류해 본 결과,질병예방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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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그 위험요인의 관리,소비자로서의 의료행위 결정은 전혀 다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지역사회 보건,스트레스 관리,환경
보건,가족과 성은 확충,보충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10년에 처음으로 학교 보건교육이 개설된 이후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초등학생에서 유치원 유
아들에게 점차 확대 적용되었다.즉 1933년에 보건교육을 위한 계획(Circle
plan)이 처음 인디애나 주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1941∼1946오레건 지역
의 학교에서 ‘4CycleHealthCurriculum’이 1학년에서 12학년 전체에 걸
친 4단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이후 1964년부터 학교보건교육을 위한
유치원-12학년까지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최근 1970년대 이
후에는 국가보건기구들의 연합회를 설립,보건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미국의 보건교육은 건강과 건강행위에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과 기술
을 개발하도록 고안된 활동이어야 하는 기준에 근거하여(윤순녕,1999)건
강관련 의사소통기술,의사결정기술,목표설정기술,다른 사람을 지지하거
나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또래압력에 저항하는 법,유용한 정보나 서
비스를 찾는 법,목적달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등(Kannetal,2001),건강 자가 관
리능력을 높이는 보건교육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보건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법으로 학생 중심의 접근법과 같은 학습전략 등을 활용하고 있다.학
생 중심의 접근법은 실제․실천적 활동,협동 학습 기술과 문제 해결활동,
또래 지도 활동을 말한다.문제 해결 활동과 또래 지도 활동은 의사결정,
의사소통,목표설정,또래 압력에 대한 저항,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발
달을 목적으로 한다.미국의 교실에서는 보건교육 시에 다양한 교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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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그룹토의,협동교수 활동,글짓기,금연 광고 만들기,역할
극, Simulation이나 실습, 외부인사 초빙, 동료수업, 인터넷사용,
CAI(Computer-assistedinstruction),행동변화를 위한 계약이나 선서 등을
사용한다(Kannetal,2001).학교 보건수업은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서
는 연간 “최소 50시간”이상 이어야 효과적이고,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Summerfield,1995).따라서,보건교육을 요구하
는 주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보건교과는 다른 교과목과의 분리와 더불어 일
년간 최소한 50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보건교육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제시한 체육교과의

수업 시수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각 연간 90시간씩으로 되어있다.이는
1992년부터 적용하던 102시간보다 감축되었는데,2002년도부터 전면 도입
되는 ‘주 5일제 수업’의 시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초등학교 3,4학년 내용의 보건 배당 수업 시
수는 8단위 시간,초등학교 제 5,6학년 내용의 보건에 배당된 수업 시수
는 16단위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다.3,4,5,6학년의 보건교육 내용에 있어
서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이나 학교 및 아동의 실태,각 교
과나 학습활동의 특징 등에 맞게 창의적으로 연구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간을 배당,시간표를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문부성 체육 국내의 4
개과 중의 하나인 ‘학교보건과’를 ‘학교보건교육과’로 바꿀 정도로 학교교육
에 있어 건강교육을 중요시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은 전 국민의 의료 보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 원격교육이 발달하여 중앙집권적

인 경향이 강한 나라에 속한다.교육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는 전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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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므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교육과정을 가지
고 있으나 교육에 대한 주된 책임은 주정부가 진다.호주에서 과목별 교육
과정은 교수 요목으로 제시된다.초등학교에서의 6개의 핵심 교과는 영어,
수학,과학과 기술,사회와 환경,예술,보건 및 체육이다.호주는 경제․사
회적 여건과 상황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는 나라이다.1990년대 약물
오․남용,성 문제 등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학교가 학생의 건강증진,복
지, Lifestyle관리에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보건 및 체육의 교수요목은 WHO의
오타와 선언에 의한 건강증진의 개념을 기초로 구성된 것이다.교수요목에
제시된 교육 내용은 내용영역,내용영역 안에 포함된 핵심개념,핵심개념과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초등학교 교수요목에는 8개의 내용영
역 중 보건과 관련된 4개의 내용영역이 제시되며 각 내용영역에 따른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호주에서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통하여 학습내용을 익히고 있다.병원방문,공공기관 방문,
자연보호 활동 등의 현장학습,실험 실습 및 노작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
이 이루어진다.초등학교에서는 세부 학습내용의 선택은 학교에 선택권이
있지만 각 내용영역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지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보건교육은 정신건강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매 학년 100

분씩의 수업시간 중 필수 단위로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의사결정과정과 에
이즈에 대한 교육이며,6단계에서는 자존감과 몸의 이미지를,7단계에서
는 갈등해결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8단계에서는 가족건
강,폭력,식이장애,9단계에서는 데이트와 만성 질환,담배 산업에 대해
배우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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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방방방법법법이이이 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초등학생은 교육받은 내용의 실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이 실시된다면 건강증진을 위해 큰 성과를 볼 수 있
다.건강증진 행위는 건강유지,건강증진,질병예방,생명연장을 위한 행위
로서 개인 스스로 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
신의 잠재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행위이며(소희영등,1995),장기간
의 건강행위는 건강습관이 되기 쉽고,일단 건강습관이 형성되면 바꾸기가
어렵다(박현숙,1999).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행위의 변화는 이미 습관화된 성인보다

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어서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은 필수적이다(김영임,안지영,1999).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을 하는 시기가 모든 생활습관의 형성기 일 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습득
한 건강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일생 동안 계속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은 매우 중요하다(김 화중,1998,
1990:김영임,박영임과 안지영,1999:김화중,윤순녕과 전경자,1999:이정
렬,1996:정영숙과 이 정렬,1997:Hawkins,Hayes& Coliss,1994:Kerr,
1994:Thompson,1992,2000:남 철현).
이에 보건교육과 관련된 국내 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단기적인 보건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로 김귀례(1992)

는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지식과 건강행위와의 관계 연구에서 건강행위에
미치는 변수로서 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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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김미남(1997)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
행위 실천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군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
군을 비교했을 때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건강행위 실천의 정도 차이가 유
의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노태수,박정숙(1999)은 건강증진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수행 점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수행 점수보다 순차적(교육 전,교육 직 후,교육 8주 후)으로 증가되었음
을 보고하고 있다. LouisHarris연구에서(1989)는 3-12단계의 199개교
공립학교 학생 4,700여명 대상의 연구에서 건강지식,태도 행동은 보건수업
이 연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영임과 안자영(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각 급 학교에서 강의만으로 보

건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초등학교 9.5%,중학교 14.8%,고등학교
15.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의 외에 토의,역할
극,시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illam & Merihenry(1969)는 사람들의 학습내용 기억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책을 읽기만 했을 때는 읽은 내용의 20%를 기억하고 듣기만
했을 때는 들은 내용의 20%를 기억하며,본 것은 30%,듣고 본 것은 50%,
말하고 듣고 쓴 것은 70%,어떤 일을 하면서 말한 것은 90% 정도를 기억
한다고 하였다.이는 보건교육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효과
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을 뜻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다양한 매체

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육방법을 달리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로 사은령 (1995)은 초등학

교 6학년을 대상으로 토의식과 읽기식 교육방법을 비교하였는데 토의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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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이 성지식,성태도 모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석(2000)은 6학년을 대상으로 강의식과 멀티미디어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지식,성 태도를 비교한 결과 멀티미디어식 교육방법이 성지
식,성태도 모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림(2001)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식과 역할극으

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강의식보다는 역할극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순임(2002)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강의식과 역할극으로 성교

육을 실시한 결과 강의식보다는 역할극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역할극을 이용한 AIDS교육프로그램을 우간다 지방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AIDS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가 되었다.콘돔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였다.성행위가 일어날 수 있
는 남녀관계의 역할을 설정하고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콘돔사용을 연기하
면서 콘돔사용을 해보는 역할극을 시연해 보았다.교육평가 후에 콘돔을
사용하는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언어적 문제와 콘돔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저항 교사의 훈련부족 등 실질
적인 문제에 부딪힌 결과이다(Kisman,2001).
또한 컴퓨터 학습의 현황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컴퓨터를 사용한 집단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실 수업
을 한 집단 간의 비교연구들의 분석결과,전통적인 방법보다 CAI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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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증진시키거나 또한 최소한의 동등한 학습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Kearsly,Hunter& Sidel,1983;유정경,1987,1992;김인규,1989;박경
희,1989;김문술,1991;염명숙,1992;유정아,1995).
Kulik(1983)은 CAI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

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1개 연구를 학업성취도,과목에 대한
태도,컴퓨터에 대한태도,수업태도,학습시간의 5가지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 3년 전과 유사하게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의 수업보
다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학습시간의 절감을 보였으며,학과목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권인숙(1991)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전자매체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약물교육을 시행한 후 교육 방법별 효과차이를 비교한 결과,약물사
용교육을 위한 VTR시청과 보건교사에 의한 Slide와 Tape에 의한 교육 방
법별 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교육
후에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허운나(1985)는 여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컴퓨터 보조

수업을 통한 학습이 재래식 학습보다 학업 성취 면에서 우월하였으며,학
습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민영숙(1999)은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웹 활용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김희배(2002)는 ICT개별화 학습과 소집단 학습의 비교 분석연구에 의

하면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에서 학업 성적순으로 상위 20명,하위 20명,
총 40명을 표집하여 결석자와 누락자를 제외한 개별 18명,소집단,20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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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38명을 분석한 결과,과학과의 ICT활용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사회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과학과에서 교수측면의 ICT활용 교육의 기대
되는 영역으로 지구 화학영역,생물영역,화학영역에너지순으로 비율이 높았
다.
국가적인 보건교육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연구결과로 Flynn등(1997)

은 Massmedia를 통한 흡연예방프로그램의 실시가 청소년 흡연율을 7%정
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Perry와 kedler(1992)는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예
방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 장기적인 보건교
육을 계획 실시해야하며 지역사회의 개입이나 Massmedia를 통한 홍보,
교육활동이 동시에 수행될 때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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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일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보건교육과 기존 강의식 보

건교육을 각각 실시한 후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를 비교함으로서 멀
티미디어보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control-grouppretest-posttestdesign)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를 시도하였다.<표1>

       사전 조사  실험 처치 사후 조사

 실험군     E1 X1  E2

 대조군   C1 X2  C2

<표1>유사 실험 설계 모형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사립 초등학교 4,5학년 10개 반 중 무작위 추
출에 의해 4개 반을 선정하여 그 중 2개 반 60명은 실험군으로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나머지 2개 반 61명은 기
존 강의식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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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실실실험험험 처처처치치치

111...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멀티미디어보건교육프로그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생
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개인위생,영양과 운
동,안전,정신건강 영역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40분씩 1주 간격으로 총 4회 진행하였으며 파워
포인트,인터넷수업,토론,게임,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한 후 Web상에
서 E-mail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 졌다.멀티미디어보건교육프로
그램 운영은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4회 연구자인 보건교사에 의
해 진행되었으며 학년 별 내용구성은 <표2>와 같이 교육부 표준교육과정
에 의해 차별화 되어있다.

각 보건교육 단원은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 수업 내용은 뼈도 튼튼,키도 쑥쑥,균을 씻어 내자,
안전한 생활,피로와 여가활동,영양과 몸의 성장,비만의 예방과 관리,담
배 안돼!싫어!,안전한 야외여가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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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멀티미디어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학
년

차
시 내용 구성 내용 조직 건강 학습개념

4
학
년

1 신체성장
과 발달

뼈의 역할
뼈의 구성 및 성장
키를 크게 하려면

영양과 운동 영역
아침식사 일 우유 컵 먹기
분 이상 운동 정상체중
일 야채 회 먹기

2 질병예방
감기의 원인 및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손 씻기 실습

개인위생 영역
이 닦기 손 씻기 용변후비누칠 손
씻기 예방접종 긇인 물 먹기

3 안전한 생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종류
및 예방
집 밖에서의 안전
사고 종류 및 예방
응급처치 법

안전 영역
헬맷 착용 안전벨트착용 수영 시
준비운동 전기제품사용주의 계단
오를 때 안전

4 정신건강
피로의 원인과 증상
피로의 종류 및 회복 법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선택

정신건강 영역
시간수면 친구들과 어울림
스트레스해소법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자신의 외모만족

5
학
년

1 영양과
몸의 성장

바람직한 생활태도
영양섭취와 몸의 성장관계,
식품구성 탑

개인위생 영역
이 닦기 손 씻기 용변후비누칠 손
씻기 예방접종 긇인 물 먹기

2 비만의
예방과 관리

식생활습관이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비만의 원인,
예방법,나의 비만정도,
비만 예방관리법

영양과 운동 영역
아침식사 일 우유 컵 먹기
정상체중 분 이상 운동
일 야채 회 먹기

3 약물오남용과
예방

약물 오남용의 의미
약물의 종류와 특성
담배의 폐해 특성
자기주장 기술

정신건강 영역
시간수면 친구들과 어울림
스트레스해소법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자신의 외모만족

4 여가활동과 
안전생활

스트레스 해소 법
안전한 여가활동
(자전거,축구,물놀이,
바퀴달린 기구)

안전 영역
헬맷 착용 안전벨트착용 수영 시
준비운동 전기제품사용주의점 계단
오를 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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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강강강의의의식식식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강의식 보건교육에서는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보건교재를 이용하여 일 방향 강의식으로 진행하였으며,보건교육
수업 운영은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에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40분씩
1주 간격으로 총 4회 진행 운영하였으며,강의 후 구두로 질의응답을 실시
하였다,강의식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은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연구
자인 보건교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학년 별 내용구성은 <표2>와 같이 교
육부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차별화 되어있다.

DDD...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초등학생의 건강행위에 대한 질문지를 분석 한
후 본 연구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보건교육교과 영역을 반영하여 건강행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학년,가족 수,출
생 순위,주거 형태,부모의 학력,건강상태,건강정보 출처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건강행위의 동일한 문항에 대해 건강행위 인지도,건강행위
수행정도를 각각 자가 보고 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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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강강강 행행행위위위 인인인지지지도도도

초등학생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문헌고찰과 보건교육과정 내용을 기반으
로 건강행위를 작성하고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수정보완
하였다.최종 개인위생 5문항,영양과 운동 5문항,안전 5문항,정신건강 5
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한 4점 Likert척도로 개발하였으며 “매우 중요하
다”의 4점,“중요하다”3점,“보통이다”2점,“중요하지 않다.”의 1점으로 점
수화 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 사
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3이었다.

222...건건건강강강 행행행위위위 수수수행행행 정정정도도도

건강행위 인지도와 동일한 건강행위 20문항에 대해 4점 Likert척도에 의
한 수행정도를 “항상 그렇게 한다”4점,“자주 그렇게 한다”3점,“가끔 그
렇게 한다.”2점,“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의 1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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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
다.연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멀티미디어보건교육프로그램 또는 강
의식 교육 전·후 사전 조사,사후 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111...사사사전전전 조조조사사사

200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연구자는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 시
간을 이용해서 실험군 2개 반 대조군 2개 반 총 4학급의 교실에 들어가 연
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기입 요령을 설명한 후 4개 학급
전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222...사사사후후후 조조조사사사

멀티미디어보건교육과 강의식 보건교육이 각각 끝난 직후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10월 24일 각 담임 선생님 시간을 이용해서 연
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기입요령을 설명한 후 사전 조사
와 동일한 4개 학급 전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
였다.



- 22 -

FFF...자자자료료료의의의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11...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
하였다.
222...실험 군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x2-test,F-test,t-test를 실시 하
였다.
333...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t-test와 Paird-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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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동동동질질질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실험처치 전 특성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대상자 성별은 남자 31명(51.7%),여자 29명(48.3%)이었으며

학년은 4,5학년 각 30명(50.0%)으로 동일했다.가족 수는 4명 이상이 50명
(83.3%)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39(65.0%)로 가장 많았으며,아버지 학력은 대학

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명(91.7%)으로 높게 나타났고,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51명(85.0%)으로 응답했다.건강상태는 좋다는 응답
이 34명(56.7%)으로 가장 많았다.건강에 대한 정보습득 처는 부모님이 33
명(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조군의 대상자 성별은 남자 33명(53.4%),여자 27명(46.6%)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29명(47.5%),5학년 32명(52.5%)이었다.가족 수는 4명 이
상이 46명(75.4%)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27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7명(93.4%)이었고,어머니의 학력도 대
학교 이상이 54명(88.5%)으로 높게 나타났다.건강상태는 좋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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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50.8%)으로 가장 많았다.건강에 대한 정보습득 처는 부모님이 33명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 집단 간의 인구학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x2-test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주거형태(p=.003),건강상태(p=.042)를 제외한 항목에서 동
질성이 검증되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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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n=121)

변수 구분 실험 군 대조군
x2/t(p)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 남
여

31(51.7)
29(48.3)

33(53.4)
27(46.6)

.072
(.089)

학년 4학년
5학년

30(50.0)
30(50.0)

29(47.5)
32(52.5)

.073
(.787)

가족 수 3명 이하
4명 이상

10(16.7)
50(83.3)

15(24.6)
46(75.4)

1.158
(.282)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38(63.3)
16(26.7)
6(10.0)

39(63.9)
20(32.8)
2(3.3)

2.449
(.294)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
기타

5(8.3)
39(65.0)
15(25.0)
1(1.7)

18(29.5)
27(44.3)
10(16.4)
6(9.8)

14.094**
(.003)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5(8.3)
55(91.7)

4(6.6)
57(93.4)

.139
(.71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9(15.0)
51(85.0)

7(11.5)
54(88.5)

.327
(.567)

건강상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34(56.7)
23(38.3)
3(5.0)

31(50.8)
29(47.5)
1(1.6)

1.823**
(.042)

건강에
대한 정보습득

처

선생님
TV나 라디오
부모님

8(13.3)
19(31.7)
33(55.0)

4(6.6)
16(26.2)
41(67.2)

2.447
(.294)

합계 60(100) 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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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 인인인지지지도도도와와와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동동동질질질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건강행위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 성 검사를 위해 t-test

분석 결과 각 실험군,대조군이 5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표4> 실험군, 대조군의 건강행위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대한 동질성 분석  
         
                                                           (n=121)

건강행
위영역

인지도

t P

수행정도

t P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개인
위생

3.49
(±.30)

3.62
(±.42) -1.215 .230

3.45
(±.54)

3.59
(±.43) -1.058 .295

영양과
운동

3.09
(±.59)

3.19
(±.49) -.667 .507

3.02
(±.50)

3.01
(±.49) .082 .935

안전 3.09
(±.53)

3.35
(±.47) -1.900 .063

2.91
(±.59)

3.11
(±.49) -1.320 .193

정신
건강

3.16
(±.51)

3.12
(±.56) .252 .802

3.37
(±.52)

3.17
(±.64) 1.298 .200

합계 3.21
(±.34)

3.33
(±.32) -.252 .802

3.19
(±.35)

3.21
(±.38) -.252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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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111...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은 실험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인지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건강행위 인지도를 t-test로 분석하였다.건
강행위 인지도는 실험군 3.50(±.34)대조군 3.44(±.32)로,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1.470p=.231).그러나 영역별로 분석 하였을 때 정신건강 영역에서
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t=6.157p=.016),그 외 개인위생,영양과
운동,안전영역에서는 사후 두 집단 간 건강행위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실험 처치 전 �후 건강행위 인지도 점수
차이 값을 t-test를 이용하여 차이 유의성을 분석하였을 때,전 �후 차이 값
의 경우는 정신건강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00p=.016).<표
5>



- 28 -

<표5> 실험군·대조군의 건강행위 인지도 차이 검증
(n=121)

건강행위
영역 구분

실험 군 대조군

t P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개인
위생

전
후

전후차이

3.49(±.30)
3.68(±34)
-.183(±.41)

3.62(±.42)
3.75(±.26)
-.135(±.43)

-1.215

.373
-.891

.230

.544

.377

영양과
운동

전
후

전후차이

3.09(±.59)
3.41(±.46)
-.316(±.72)

3.19(±.49)
3.27(±.42)
-.076(±.65)

-667

1.387
1.160

.507

.244

.251

안전
전
후

전후차이

3.09(±.53)
3.39(±.62)
-.296(±.85)

3.35(±.47)
3.47(±.42)
-.115(±.62)

-1.900

.377
-.563

.063

.542

.576

정신
건강

전
후

전후차이

3.16(±.51)
3.56(±.41)
-.400(±.63)

3.12(±.56)
3.19(±.65)
-.066(±.71)

.252

6.157*
2.500*

.802

.016

.016

합계
전
후

전후차이

3.21(±.34)
3.50(±.34)

-.291(±.50)

3.40(±.29)
3.44(±.32)
-.083(±.35)

-.252

1.470
-1.075

.802

.231

.287

*p<.05

대조군의 사전점수가 실험군의 사전 점수보다 높았으므로 실험군,대조
군 각각의 사전,사후 차이검증은 Pairedt-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실험군의 건강행위 인지도는 사전 3.21(±.34),사후 3.50(±.34)로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48,p=.005).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표6> 개인위생에서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291p=.030),
영양과 운동 영역에서도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69p=.032).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86p=.003).안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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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t=-.1.794p=.084).<표6>

<표6>실험군의 사전·사후 건강행위 인지도 차이 검증
(n=60)

건강행위
영 역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t(P)

개인위생 3.49(±.30) 3.68(±34) -2.291*(.030)

영양과 운동 3.09(±.59) 3.41(±.46) -2.269 *(.032)

안전 3.09(±.53) 3.39(±.62) -1.794(.084)

정신건강 3.16(±.51) 3.56(±.41) -3.286**(.003)

합계 3.21(±.34) 3.50(±.34) -3.048**(.005)

*p<.005

반면,대조군의 건강행위 인지도의 사전 �사후 검증 분석 결과,사전
3.33(±.32)사후 3.42(±.2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1.214p=.236),전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7>
실험군,대조군의 사전 건강상태 인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후 실험군,대조군의 건강행위 인지도
를 분석하였을 때,정신건강영역에서만 건강행위 인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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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대조군의 사전·사후 건강행위 인지도 차이 검증
(n=61)

건강행위
영 역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t(P)

개인위생 3.62(±.42) 3.75(±.26) -1.649(.111)

영양과 운동 3.19(±.49) 3.27(±.42) -.605(.550)

안전 3.35(±.47) 3.47(±.42) -.956(.648)

정신건강 3.12(±.56) 3.19(±.65) -.483(.633)

합계 3.33(±.32) 3.42(±.29) -1.214(.236)

*p<.05

222...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교육을 받은 실험 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의 제 2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건강행위 수행정도를 t-test로
분석 하였다.건강행위 수행 정도는 실험군 3.55±.27,대조군 3.44±.32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003p=.163).그러나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정
신건강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735p=.034),그 외,개인위
생,영양과 운동,안전영역에서는 사후 집단 간 건강행위 수행정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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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실험 처치 전 �후 건강행위 수행정도 점수 차이
값을 t-test를 이용하여 차이 유의성을 분석하였을 때,전 �후 차이 값의 경
우는 정신건강영역(t=2.418p=.019)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8>

<표8> 실험군·대조군의 건강 행위 수행정도 차이검증
(n=121)

건강행위
영역 구분

실험 군 대조군 t P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개인
위생

전
후

전후차이

3.45(±.54)
3.66(±.34)
-.214(±.57)

3.59(±.43)
3.71(±.36)
-.124(±.44)

-1.058
.052
-.536

.295

.821

.595

영양과 운동
전
후

전후차이

3.02(±.50)
3.45(±.44)
-.437(±.74)

3.01(±.49)
3.27(±.48)
-.267(±.58)

.082
1.914
1.417

.935

.167

.162

안전
전
후

전후차이

2.91(±.59)
3.38(±.50)
-.468(±.84)

3.11(±.49)
3.37(±.44)
-.257(±.66)

-1.320
.001
.115

.193

.975

.909

정신
건강

전
후

전후차이

3.37(±.52)
3.68(±.27)
-.311(±.58)

3.17(±.64)
3.39(±.57)
-.222(±.75)

1.298
4.735*
2.418*

.200

.034

.019

합계
전
후

전후차이

3.19(±.35)
3.55(±.27)

-.355(±.43)

3.21(±.38)
3.44(±.32)
-.222(±39)

-2.52
2.003
1.319

.802

.163

.193

*p<.05

대조군의 사전점수가 실험군의 사전 점수보다 높았으므로 실험군,대조
군 각각의 사전 �사후 차이검증은 Pairedt-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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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건강행위 수행정도는 사전 3.19(±.35),사후 3.55(±.27)로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229,p=.000).<표9> 영역별로 분
석하였을 때 개인위생에서만 사전 3.45(±54)사후 3.66(±34)로 전 �후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28 p=.065).영양과 운동 영역
(t=-3.043 p=.005),안전영역(t=-.2.877 p=.008),정신건강 영역(t=-2.762
p=.010)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실험군의 사전 �사후 건강행위 수행정도 차이검증
(n=60)

건강행위
영 역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t(P)

개인위생 3.45(±.54) 3.66(±.34) -1.928(.065)

영양과 운동 3.02(±.50) 3.45(±.44) -3.043*(.005)

안전 2.91(±.59) 3.38(±.50) -2.877**(.008)

정신건강 3.37(±.52) 3.68(±.27) -2.762*(.010)

합계 3.19(±.35) 3.55(±.27) -4.229***(.0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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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건강행위 수행정도의 사전 �사후 검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조
군의 사전 3.21±.39사후 3.44±.3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953
p=007),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표10>, 영양과 운동에서만 사전
3.01±.49,사후 3.27±.4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368p=.026),그
외,개인위생(t=-.1.443p=.161),안전영역(t=-.2.005p=.056),정신건강영역
(t=-1.521p=.140)에서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 ,대조군의 사전 건강상태 수행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후 실험군,대조군의 건강행위 수행정
도를 분석하였을 때,정신 건강 영역에서만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10>대조군의 사전 �사후 건강행위 수행정도 차이 검증
(n=61)

건강행위
영 역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t(P)

개인위생 3.59(±.43) 3.71(±.36) -1.443(.161)

영양과 운동 3.01(±.49) 3.27(±.48) -2.368*(.026)

안전 3.11(±.49) 3.37(±.44) -2.005(.056)

정신건강 3.17(±.64) 3.39(±.57) -1.521(.140)

합계 3.21(±.39) 3.44(±.32) -2.953*(.00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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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논논논의의의

AAA...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논논논의의의

초등학교 재학 기간은 전 생애를 통해 학습의 효과가 큰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보건이 정규교과로 편재되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보건교육 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뿐만 아니라 강의식 교육 방법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
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멀티미디어교재의 개발과 이것을 활용한 수업방법은
학습효과 면에서 엄청난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황상
민 등,1998).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건강행위 인지도와 건강행위 수행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미디어보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기존 강의식 교육 후와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은 교사1인 컴퓨터를 활용

한 파워포인트을 통해 교육내용을 설명하고,화면을 통해 퍼즐 맞추기를
통해 실물 모형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체험하기도 하였으나 교사 1인 환
경의 교육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체험효과가 부족하였던 것 같다.영상자료
를 활용하여 수업한 후 Web상에서 E-mail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이 이루
어졌다.수업 시간은 각 반 담임선생님께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서 수업 하
였는데 학예회 연습과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어서 분주한 가운데 수업을 하
여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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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은 실험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인지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건강행위 인지도를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은 실험군이 강의

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 보다 사후 정신건강영역의 건강행위 인지도에 부분
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6.157,p=.016).
사전 대조군의 건강행위 인지도가 높았으므로 각 집단에 사전 �사후 검

증을 Paird-t-test로 분석하였을 때,실험군은 실험 전 �후에 건강행위 인
지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t=-3.048p=.005),대조군은 실험 전 �후에
건강행위 인지도 차이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t=-1.214,p=.236).
즉,멀티미디어 교육군과 기존 강의식 교육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지만,정신건강영역의 건강행위 인지도에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고(t=6.157,p=.016),멀티미디어 교육군의 전 �후 차이(t=-3.048
p=.005)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대조군의 전 �후 차이(t=-1.214,p=.236)
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멀티미디어보건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었음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여 보건교육 방법별 효과분석에 있어 강의식 보다는 역

할극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규명된(성경림,2001;이순임,2002)바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보건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실험군의 교육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던 선행연구(Flynn등,1997;백은석,2000)와도 일관된 결
과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교육을 위한 VTR시청과 보건교사에 의
한 Slide와 Tape에 의한 교육 효과를 비교한 연구(귄인숙,1991)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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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을 시청한 경우에는 점수의 차이가 평균 1.4242점이 증가되었고,Slide
와 Tape에 의한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평균 2.8500점이 증가되었다.즉 교
육방법별 비교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Slide와 Tape에 의한
교육군이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웹 활용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는 (민영숙,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반면에,영역별 보건교육 효과에 있어 성지식,응급처치 부분에 매우 유

의하게 증가(경복고등학교,1988)하였고,정신건강 영역에서 낮은 효과를
보였던 (김미남,1997)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위생,영양과 운동,안전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생교육,

체육교육,보건교육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정신건강영역에 대
해서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효
과적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멀티미디어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보건교육에 활용하고 정신 건강영역의 교육을 확대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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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논논논의의의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교육을 받은 실험 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의 제 2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건강행위 수행정도를 t-test로
분석 하였다.그 결과,건강행위 수행 정도는 실험군 3.55±.27,대조군
3.44±.32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003p=.163).그러나 영역별로 분
석하였을 때 정신건강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735p=.034).
사전 대조군의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았으므로 각 집단에 사전 사후

검증을 Paird-t-test로 분석하였을 때,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은 실험군이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 보다 사후 건강행위 수행
정도에 부분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t=-4.229p=.000)과 대조군(t=-2.953p=.007)모두 전 �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여서,멀티미디어교육을 실시한 실험군과 강의식 교육을 실
시한 대조군 모두 건강행위 수행정도에는 효과적이었음으로 분석되었다.
건강행위 인지도에서는 실험군이 전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대

조군은 실험 전 �후에 유이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실험군과 강의식 교
육을 실시한 교육 방법 모두 건강행위 수행정도에는 효과적이었음으로 분
석되었다.두 집단 간 정신건강영역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그 이유는 멀티미디어 환경의 부족과,4시간 수업으로는 건강행
위 수행정도에 영향 미치기에는 운영시간의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멀티미
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추후
장기적이고 적합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강의식과 멀티미디어 교육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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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건교육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영숙 (1999)은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웹 활용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
으나,다른 대조군과 비교하지 않아 그 효과를 비교 할 수 없었지만,본 연
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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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건강행위 인지도와 건강행위 수행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은 개인
위생,영양과 운동,안전,정신건강 영역의 학년별 4차시씩 8차시로 구성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 9월20

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4주간 4,5학년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보건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건강행위 인지도와 건강행위 수행정도의 변화를 파악하
고자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유사 실험연구이다.연구 대상자는 본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1개 반 30명,5학년 1개 반 30명,총 60명이고 대조군도
4학년 1개 반 29명,5학년 1개 반 33명,총 61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3

인의 자문을 얻어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건강행위에 대한 질문지는 개인
위생 5문항,영양과 운동 5문항,안전 5문항,정신건강 5문항 총 20문항으
로 건강행위 문항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을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 α .873으로 내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절차는 임의 표집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육 전 조사를 하고

실험군은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주 1시간씩 4회 실시하
였으며,대조군은 동일한 내용을 강의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각각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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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보건교육은 각각 교실에서 40분씩 4회 영역별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건강행위 수행정도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 �후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대해 설문지를
조사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12.0을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백분율과 x2-test와,F-test,t-test로 분석하였고,가설 검증은 t-test,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는 주거상태(t=.14.094p=.003)
와 건강상태(t=.1.823p=.042)를 제외 하고 두 군 간에 동질 하였다.
222...제 1가설 “멀티미디어 보건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은 실험군은 강의
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인지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
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33.제 2가설 “멀티미디어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교육을 받은 실험 군
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44...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정신건강 영역에서 건강행
위 인지도(t=2.500p=.016),수행정도(t=2.418p=019)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555...각 집단 의 교육 전 �후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 차이에서 멀티미디
어보건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실험군의 경우 교육 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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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었고 반면 강의식 교육이 제공된 대조군에 있어서는 영양과
운동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나 개인위생,안전,정신건강 영역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멀티미디어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아동

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건강행위 수행 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를 제공하
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추후 체계적인 건강교육을 수행하고 지속적,장
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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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보건교육과 관련된 추후 연구의
방향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교교교육육육측측측면면면>>>

111...멀티미디어를 보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확
대 적용을 제언한다.

<<<연연연구구구측측측면면면>>>

111...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를 멀티미디어보건교
육프로그램 적용을 4주간 실시한 후 효과 평가를 하였으나,단기적인 교육
후 건강행위 인지도에 대한 효과분석과 장기적인 교육 후 건강행위 수행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즉 이원화된 교육 후 효과평가 연구를 제
언한다.

222...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교교육에서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나,학
교와 가정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
육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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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111>>>질질질문문문지지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건강행위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실
시하는 것입니다.
각 설문 문항은 정답이 없으니 부담을 갖지 말고 사실대로만 표시
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
속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9.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본본본교교교 보보보건건건교교교사사사 김김김미미미숙숙숙
연연연락락락처처처 :::000111000---666444000444---444888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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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반 이름

▣ 다음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읽고 답하세요.

1.성별 :ⓛ 남 ( ) ② 여 ( )

2.학년 :① 4학년 ( ) ② 5학년 ( )

3.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포함>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4.본인의 형제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이상

5.지금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④ 기타

6.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이상

7.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이상

8.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교사 ④ 상업 ⑤ 노동 ⑥ 약사 ⑦ 의사
⑧ 군인 ⑨ 무직 ⑩ 서비스직 ⑪ 안 계신다.⑫ 기타

9.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교사 ④ 상업 ⑤ 노동 ⑥ 약사 ⑦ 의사
⑧ 군인 ⑨ 무직 ⑩ 서비스직 ⑪ 안 계신다.⑫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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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금 나의 건강상태는?( )
① 좋다 ② 보통이다 ③ 나쁘다.

11.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2.과거에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질병 명: )

13.건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 )
① 선생님 ② TV나 라디오 ③ 친구 ④ 부모님

---감감감사사사 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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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다다다음음음 문문문장장장을을을 읽읽읽고고고 중중중요요요하하하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시시시 하하하세세세요요요...

번번번번
호호호호 영역영역영역영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매우중매우중매우중매우중

요하다요하다요하다요하다
중요중요중요중요
하다하다하다하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중요하중요하중요하중요하
지않다지않다지않다지않다

1

개인
위생

식사 후,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
는다.

2 식사 전,외출 후,음식 먹기 전 손을 씻
는다.

3 용변 후 비누칠해서 손을 씻는다.
4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방

접종을 받는다.
5 항상 끓인 물이나 생수를 먹는다.
6

영양
과
운동

아침 식사를 매일 한다.
7 야채나 과일을 매일 5회 이상 먹는다.
8 우유를 하루에 3컵 이상 마신다.
9 매일 30분 이상 밖에서 뛰어논다.
10 정상 체중을 유지 한다.

11

안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반드시 헬맷
을 착용 한다

12 자동차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13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준비운동
을 한다.

14 전기제품 사용 시 한 콘센트에 여러 개
의 코드를 꽂지 않는다.

15 계단을 오를 때는 뛰지 않고 한 칸 씩
밟는다.

16

정신
건강

하루에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17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
18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9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려 노력한다.
20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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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평평평소소소 다다다음음음의의의 행행행동동동을을을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자자자주주주하하하는는는지지지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칸칸칸에에에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번번번번
호호호호 영역영역영역영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항상그렇게항상그렇게항상그렇게항상그렇게

한다한다한다한다
자주그렇자주그렇자주그렇자주그렇
게한다게한다게한다게한다

가끔그렇가끔그렇가끔그렇가끔그렇
게한다게한다게한다게한다

전혀그렇전혀그렇전혀그렇전혀그렇
게하지않게하지않게하지않게하지않

는다는다는다는다

1
개
인
위
생

식사 후,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
는다.

2 식사 전,외출 후,음식 먹기 전 손을 씻
는다.

3 용변 후 비누칠해서 손을 씻는다.
4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방

접종을 받는다.
5 항상 끓인 물이나 생수를 먹는다.
6 영
양
과
운
동

아침 식사를 매일 한다.
7 야채나 과일을 매일 5회 이상 먹는다.
8 우유를 하루에 3컵 이상 마신다.
9 매일 30분 이상 밖에서 뛰어논다.
10 정상 체중을 유지 한다.

11

안
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반드시 헬맷
을 착용 한다

12 자동차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13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준비운동
을 한다.

14 전기제품 사용 시 한 콘센트에 여러 개
의 코드를 꽂지 않는다.

15 계단을 오를 때는 뛰지 않고 한 칸 씩
밟는다.

16
정
신
건
강

하루에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17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
18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9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려 노력한다.
20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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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222>>>학학학습습습지지지도도도안안안 뼈뼈뼈도도도 튼튼튼튼튼튼 ,,,키키키도도도 쑥쑥쑥쑥쑥쑥     
����    학학학습습습목목목표표표 :::1.뼈의 역할과 종류를 말할 수 있다.
              2.뼈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나열 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뼈를 제자리에 맞추기
 ◦화면을 통해 제시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보게 한다.
◎ 학습목표제시하기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한다.

 건강기록부
(2,3,4학년 키 기록) 
 활동지

전 개

◎ 뼈의 역할 
 ◦몸을 지탱해주어 몸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
 ◦인체내부의 여러 장기들을 보호한다.
 ◦키를 크게 한다.

◎ 뼈의 구성
 ◦사람의 뼈는 모두 20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머리뼈,
  등뼈, 갈비 뼈, 상 지골, 하지 골로 구성되어 있다.

◎ 뼈의 성장(키의 성장 원인)
 ◦그것은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면 뼈의 끝 
부분에 ‘성장 판’ 이라는 연골조직이 점차 뼈세포로 변해 
점차 뼈의 길이 가 늘어나서 키가 크게 되는 것이다.

◎ 키를 크게 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책상에서 올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오래, 자주 들지 않는다.
-활동지를 통해 키의 성장에 도움 주는 것과 방해되는 것
을 재확인 한다.

☞뼈의 역할을 단순  
 하게 제시하지 말고  
 생각해서 말하게 한  
 다.
   
☞키를 크게 하려면  
 일 회 적 인 실 천 보 다   
 규칙적으로 습관이  
 되어져야 함을 강조  
 한다.

☞활동지는 미리 집  
 에서 다운받아 오도  
 록 하거나 교사가   
 다운 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해 둔다.

☞자신의 건강기록부  
 를 보고 활동지에   
 2,3,4,학년 키를 적  
 고 평균 키와 비교  
 하게 한다.

정리
및
평가

◎ 정리 및 평가
 ◦모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점들을 정리하고 화면
의 내용들로 마무리 한다.



- 55 -

균균균을을을 씻씻씻어어어 내내내자자자
◆◆◆ 학학학습습습목목목표표표 :::1.감기의 예방법을 말 할 수 있다.

2.올바른 손 씻기를 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퍼즐 맞추기
◦참고 자료를 보고 퍼즐을 맞추어 보게 한다.
◎ 학습목표 제시하기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한다.

주사위 25개(자료
실)활동지
비누,수건
(종이수건)

전 개

◎ 감기의 원인
◦세균:감기 바이러스 균이 많을 때.
◦환경:더럽거나 건조한 환경
◦숙주:면역력의 저하(건강하지 못한 나)
즉 세균,환경 숙주 요소가 합쳐 감기가 발생된다.
◎ 감기의 예방
감기는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세균의 수를 줄인다.
-손을 자주 씻는다.환기를 자주 한다
◦환경을 청결히 유지-환경을 깨끗이 한다.
-가습기를 틀거나 물수건을 널어 습한 환경을 유지한다.
◎ 뼈의 성장(키의 성장 원인)
◦그것은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면 뼈의 끝 부
분에 ‘성장 판’이라는 연골조직이 점차 뼈세포로 변해 점
차 뼈의 길이 가 늘어나서 키가 크게 되는 것이다.
◎ 키를 크게 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책상에서 올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오래,자주 들지 않는다.
활동지를 통해 키의 성장에 도움 주는 것과 방해되는 것
을 재확인한다.

☞뼈의 역할을 단순
하게 제시하지 말고
생각해서 말하게 한
다.

☞키를 크게 하려면
일회적인 실천보다
규칙적으로 습관이
되어져야 함을 강조
한다.

☞활동지는 미리 집
에서 다운받아 오
도록 하거나 교사가
다운 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해 둔다.

☞자신의 건강기록부
를 보고 활동지에
2,3,4,학년 키를 적고
평균키와 비교하게
한다

정리
평가 ◎ 정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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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안전전전한한한 생생생활활활
◆◆◆ 학학학습습습목목목표표표 1.집안과 집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를 알고 예방법

을 예방 할 수 있다.
2.안전사고 발생 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집안이나 집밖의 사고 경험을 발표해 봅시다.
◎ 응급처치 해본 경험을 발표해 봅시다.

활동지 1,2
연필

전 개

◎ 가정에서의 안전사고의 종류알기
◦미끄럼 사고 ◦화재 화상 ◦가스사고 ◦약물사고 등
◎ 집 밖에서의 안전사고의 종류 알기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로 인한 사고
◦자동차 버스로 이동시 사고 ◦유괴 납치사고
◎ 집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매트 깔기 -물기 없애기 -안전 손잡이 설치
◎ 화재의 예방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사용금지
-배선불량으로 인한 누전방지 -노후 전기 제품 사용금지
-불장난 금지,난방,취사용 화기 사용 시 주의
-번개 심한 날 컴퓨터나 TV 사용금지
-잠자리 들기 전 난방기구 끔 -소화기 사용법 알기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감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불인 난 곳으로 호스를 겨냥하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
-사용 전:가스냄새 확인,환기시킴-사용 중:점화 확인,점화 안 된 경우
코크 닫음 -사용 후:점화 코크와 중간 밸브를 함께 닫음
-평상 시:비눗물,점검 액으로 가스 새는지 확인하고 가스연소기는 항상
깨끗이 청소
◦약물사고 예방
-위험물 라벨 안전한 장소에 보관 -마셨거나 흡입 시 어른께 알리고 병원
◎ 집밖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
◦인라인 스케이트,자전거로 인한 사고
◦자동차,버스로 이동시 사고 ◦유괴 납치사고
◎ 간단한 응급처치 법을 알아봅시다.
◦코피,멍이 들었을 때,멍,삐었을 때,화상,이가 부러졌을 때,이물질
을 삼켰을 때,눈,귀에 이물질 들어갔을 때,동물에게 물렸을 때

☞유의점:어린이 안전사고
의 60%는 집안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안에 혼자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활동지 1
교사가 다운 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해 둔다.
각자 자신의 집의 안전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보
고 느낀 점을 발표해 보게
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유의점:
흔히 입는 상처에 대한 응
급처치 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활동 지 2
교사가 다운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해 둔다.

정리
및
평가

◎ 정리◦안전사고의 예방법을 정리해 본다.
◦간단한 응급처치 법에 대해 정리한다.

◎ 평가◦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응급처치 법을 알고 있는가?
☞평가에 대한 답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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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피로로로와와와 여여여가가가 활활활동동동

◆ 학습목표 1.피로의 원인과 회복 방법을 알 수 있다.
2.여가 활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선택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피로해서 쓰러지거나 병이 생겨 누워 있던 경험 발표하기
◎ 여가 활동이 무엇인지 발표해 보기 활동 지 1,2

전 개

◎ 피로의 원인과 증상
◦피로의 원인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공부나 일을 계속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해져
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상태를 피로라 한다.
◦피로의 증상
-스스로 느끼는 증상:고단함,쉽게 싫증 을 냄,어깨,목 등이 뻐근함,
기억력이 떨어지고 실수를 자주함
-다른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는 증상
눈 충혈,피부 창백,표정이 굳어 있음.동작이 느리고 목소리 작음
◎ 피로의 종류
◦정신적 피로:오랜 시간 두뇌를 쓰거나 긴장했을 때 오는 피로
◦육체적 피로:신체의 일부분이나 전신에 느끼는 몸의 피로
◎ 피로의 회복 방법
◦적당한 휴식과 영양 취하기 ◦충분한 수면취하기
◦목욕과 마사지 ◦적당한 여가 활동
◎ 여가 활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선택
◦여가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이나 의욕을 얻기 위해 자유롭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
◦여가 활동의 중요성
-스트레스 해소 -심신에 새로운 힘이 생겨 건강해짐
-취미생활의 즐거움 -생활의 활력소
-정신이 맑아져 창의적인 생각을 함
◎ 여가 활동의 종류 휴양 활동
-오락 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관광 활동 -자연 체험 활동

☞유의점:피로가 모든 질
병의 근원임을 알도록 하고
피로 회복방법을 찾도록 하
되,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중심
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활동지 1
교사가 다운 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 한다.
여러 가지 피로회복 방법을
토론 후 적어보도록 지도한
다.
☞유의점: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여가활동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하여,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실천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한다.
☞활동지 2
교사가 다운 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조사
☞청소년 여가 활동 그래프
를 보고 문제점 정리

정리 및
평가

◎ 정리
◦피로회복 방법 정리해 보기
◦청소년 여가 활동 유형을 정리해보고 문제점 찾아보기
◎ 평가
◦문제 있는 여가 활동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여가 활동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평가에 대한 답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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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영양양양과과과 몸몸몸의의의 성성성장장장
◆◆◆ 학학학습습습목목목표표표 1.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말 할 수 있다.

2.식품군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발표하기
◦ 물,양분,햇빛 등
◎ 인간이 성장 하는 과정 발표하기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좌우되며 선장에는 영양 섭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활동지 연필
☞.“성장이란 세포의 증식과
비대로 신장이 커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발표.

전
개

◎ 건강을 유지하며 성장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 알기
1.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2.적절한 운동을 한다.
3.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4.청결한 주위 환경을 만든다.
5.균형 있는 영향을 섭취한다.
◎ 어릴 때와 현재의 자기모습 비교하기
◦몸의 변화 발표하기
1.키와 몸무게가 늘었다.2.어릴 때 입었던 옷이 현재는 작아서 입을 수 없다.
3.어릴 때 보다 머리카락이 많고 길다.4.힘이 세어졌다.
◎ 영양 섭취와 몸의 성장관계 알기
◦영양섭취의 중요성 조사하기
1.신체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2.에너지를 공급해준다.
3.몸의 기능을 조절해 준다.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 생기는 일
1.신체 각 부분의 발육이 부진해진다.
2.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3.체력이 저하된다.
◦영양소 섭취가 과다한 경우 생기는 일
1.비만,당뇨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2.활동이 부자유스럽게 된다.
◎ 식품군과 비식품 구성 탑 알아보기
☞식품군:비슷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는 식품끼리 묶어서 분류 할 것
☞영양소의 종류:탄수화물,지방,단백질,칼슘,무기질 및 비타민
☞식품 구성 탑:식품군 별로 필요한 양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따라 탑을 만들
어 해당식품을 모아놓음
☞식품 구성 탑 (식품군의 여할)
1.곡류 및 전분 류(탄수화물 식품):운동에 필요한 힘 형성,소화를 도움
2.채소류 및 과일류(비타민,무기질식품):
몸의 기능 조절,질병에 대한 저항력 형성,머리를 맑게 함
3.고기 생선,달걀,및 콩류(단백질 식품):
몸의 피와 살을 만듦,뇌를 발달시킴,병에 대한 저항력형성
4.우유 및 유제품(칼슘식품):뼈와 이의 형성,성장을 도움,신경을 안정시킴
5.유지류(지방 식품)및 당류:운동에 필요한 힘 공급,체온유지

☞ 유의점: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영양
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
해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활동지
균형 있는 영양섭취의 중
요성

☞학습지는 교사가 다운받
아 학생 수 만큼 복사해
둔다.

☞일회적인 실천보다는 규
칙적으로 습관이 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유의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및
평가

◎ 정리
◦영양 섭취의 중요성과영양소 부족 및 과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리 한다
◦여러 가지 식품군이 하는 일을 정리한다.
◎ 평가 ◦균형 있게 자라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일

☞활동지 2
고른 영양섭취와 우리
몸의 성장

 



- 59 -

비비비만만만의의의 예예예방방방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학습목표 1.식생활 습관이 체중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안다.

2.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고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을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온 사람 손들어 발표해 봅시다.
◎ 비만한 새롬 이의 생활을 보고 느낌을 발표해 봅시다.

활동지 1,2
연필

전 개

◎ 비만이란?
:먹은 양보다 소비량이 적으면 몸속에 지방이 쌓인 것

◦비만의 원인
1.잘못된 식습관 2.운동량 부족
3.엄마 아빠가 비만인 경우 4.갑상선 기능 저하

◎ 비만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 달거나 기름진 음식 선호
◦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싶은 충동 느낌
◦ 종종 먹고 나서 후회 함 ◦ 혼자 먹는 것 좋아함
◦ 아침 안 먹고 오후에 많이 먹음◦ 불규칙한 식사
◦ 종종 과식함 ◦ 밤에 자주 간식 먹음
◦ 빨리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음
◦TV.비디오 보면서 간식 먹는 버릇
◦육류를 과일,채소보다 좋아함
◦인스턴트,패스트푸드 많이 먹음
◦움직이거나 운동을 싫어 함

◎ 비만의 예방과 관리법 알기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 수정 요법

☞유의점:학생의 주변
에서 흔히 겪게 되는
과식,편식,결식의 문
제를 비만,허약의 문제
와 적절히 관련시켜 생
활 속에 바르게 음식물
을 섭취하는 태도를 기
르데 중점을 두고 지도
한다.
☞유의점: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꼭 아침
을 먹도록 지도 한다.
☞“아침식사와 건강”나
레이션을 들려준다.
☞활동지 1
교사가 다운 받아 학생
수 만큼 복사 해둔다.
각자의 비만 도를 계산
해 보고 자신의 비만
도를 판정한다.
☞활동지 2
식생활 점검표를 작성
하고 이에 따른 자신
의 식생활 습관을 반
성한다.

정리
및
평가

◎ 정리
◦식 생활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비만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정리 한다.
◎ 평가
◦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고 있는가?

☞평가에 대한 답을 맞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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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담배배배 안안안돼돼돼!!!싫싫싫어어어!!!

�학습목표 1.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2.흡연 유혹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동기유발
◦나는 누구일까요?
◎ 학습목표 소개

☞활동지

전 개

◎ 담배 안에는 어떤 해로운 물질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감접 흡연에 대해 설명

◎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니코틴-중독 물질,치아 착색
◦타르-발암물질-(특히 호흡기계)
◦일산화탄소-혈관 수축으로 버거 씨 병

◎ 흡연유혹 거절하기(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적절하게 거절하는 태도

◦나 전달법 (나를 주어로 하는 전달법)
‘나’전달법은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와 해석을 내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난,담배 냄새가 싫어.그래서 안 피울 거야”

◦“나 전달법으로 거절 연습
-또래 압력,호기심,모방 심

◎ 준비한 식품 살펴보기
◦유통기한,제조 년 월일,보관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자신이 준비
한 식품은 어떤 식품에 해당 되는지,어느 곳에 보관 하는지 발표

☞담배 안으로 유해
물질을 끌어 삽입시
킴 -담배에 포함된
성분은 담배그림으
로 들어가게 되고
포함되지 않은 성분
은 들어가지 않음
☞유해물질이 하는
일을 니코틴,타르,
일산화탄소로 각각
끌어넣어 보기
☞활동 지
청소년들의 주된 흡
연 동기는 호기심과
친구들의 압력입니
다.
거부하기에 학습 포
인트를 두고 충분히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

정리
및
평가

◎ 평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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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전전전한한한 야야야외외외여여여가가가 활활활동동동

    ����    학습목표 학습목표 학습목표 학습목표 
    1.안전한 야외 여가 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을 알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동기유발
◦보호 장비 없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팔을 다
친 아이의 장면 소개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

◎ 학습목표 소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발표
해 보게 한다.
☞화면의 보호
장비를 드래그
하여 제자리에
채워보기

전 개

◎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하여 지켜야 할 일들

◦자전거를 탈 때
-방어 운전,자동차에 준하는 교통법칙 준수,타이어 바
람,브레이크의 고장유무 등의 자전거 상태 관리,자기키
에 맞는 자전거 선택 등

◦축구 할 때
-좁은 골목길이나 공사장 등의 위험한 장소와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은 신지 않음,준비운동 운동 규칙 준수 ,적
절한 중간 휴식,심한 태클 등의 과격한 행동금지 등

◦물놀이 할 때
-준비운동과 샤워,복장(수영모 착용 등),규칙 준수,자
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깊은 물에 들어가는 행위금지 등.

◦바퀴달린 기구를 탈 때
-보호구 착용,모퉁이에서 속도 줄이기,혼잡한 장소 피하
기 등

☞활동지에 안전
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지켜야
할 일 들을 생
각하고 적어 보
게 한다.

정리
및
평가

◎ 정리
화면을 통한 정리 활동

◎ 평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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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333>>>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111...444학학학년년년 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111)))111차차차시시시 :::뼈뼈뼈도도도 튼튼튼튼튼튼,,,키키키도도도 쑥쑥쑥쑥쑥쑥

     

222)))222차차차시시시 :::균균균을을을 씻씻씻어어어내내내자자자...

    3) 3) 3) 3) 3333차시 차시 차시 차시 : : : :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생활생활생활생활
                                                                                                                                                                                                    
                                            

    4) 4) 4) 4) 4444차시 차시 차시 차시 : : : : 피로와 피로와 피로와 피로와 여가활동여가활동여가활동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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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5학학학년년년 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111)))111차차차시시시 :::영영영양양양과과과 몸몸몸의의의 성성성장장장

222)))222차차차시시시 :::비비비만만만의의의 예예예방방방과과과 관관관리리리

333)))333차차차시시시 :::담담담배배배 안안안돼돼돼!!!싫싫싫어어어!!!

444)))444차차차시시시 :::안안안전전전한한한 야야야외외외 여여여가가가활활활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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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aaaHHHeeeaaalllttthhhCCCaaarrr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PPPrrrooogggrrraaammm UUUsssiiinnnggg
MMMuuullltttiiimmmeeedddiiiaaaooonnnEEEllleeemmmeeennntttaaarrryyySSSccchhhoooooolllCCChhhiiillldddrrreeennn'''sssRRReeecccooogggnnniiitttiiiooonnnaaannnddd

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ooofffHHHeeeaaalllttthhhBBBeeehhhaaavvviiiooorrrsss

Kim,MiSook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erKim,HeeSoon,R.N,PhD.)

Toimproverecognitionandperformanceofhealthbehaviorsamong
higher-graders at an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applied a
multimedia-basedhealthcareeducationprogram andthencomparedit
withtheexistinglecture-basedhealthcareeducationforeffectiveness.
A multimedia-basedhealthcareeducationprogram meansahealth

care education program composed ofeighthours for fourth- and
fifth-graders,fourhoursforeachgrade.Totestamultimedia-based
healthcareeducationprogram foreffectiveness,unequivalentcontrolled
pre-andpost-experimentalresearcheswereconductedwithfourth-and
fifth-graders-60 forthe experimentalgroup and 61 forthe control
group-whomettheselectionstandardsfrom September20toOctober



23,2005.
Idevelopedameasuring toolthroughliteraturereview andfinally

revisedandcomplementeditwithadviceofthreeprofessorsinnursing
science.Thequestionnaireconcerninghealthbehaviorsconsistedofa
totalof20questions―fiveaboutpersonalhygiene,fiveaboutnutrition
andexercise,fiveaboutsafety,andfiveaboutmentalhealth-andeach
ofthe questions was measured for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healthbehaviorsbythefour-pointLikertscale.Thistoolhadreliability
ofcronbach α .873,showinghighinternalreliability.
As for the procedure, pretest was conducted with both the

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afterrandom sampling;then,
theexperimentalgroupwasprovidedamultimedia-basedhealthcare
educationprogram forfourweeks,onehouraweek,whilethecontrol
groupwasprovidedwithlecture-basededucationand,finally,post-test
wasimplementedwithbothgroups.Asahealthcareteacher,Iprovided
health careeducation based on contentsby fieldsforfoursessions,
fortyminutesasession,ineachclassroom.
DataanalysiswascarriedoutbyusingSPSS/WIN 12.0;homogeneity

betweenthetwogroupswasanalyzedbypercentage,x2-test,F-test,
and t-test;and hypothesesweretested by using t-testand paired
t-test.

Thisstudyobtainedthefollowing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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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The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werehomogeneous
in allgeneralpropertiesbutthehousing type(t=.14.094p=.003)and
healthconditions(t=.1.823p=.042).

222.Thefirsthypothesisthat"theexperimentalgroupprovidedwitha
multimedia-based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 would have better
recognition ofhealthbehaviorsthan thecontrolgroupprovidedwith
lecture-basededucation"waspartiallysupported.

333.Thesecondhypothesisthat"theexperimentalgroupprovidedwith
amultimedia-basedhealthcareeducationprogram wouldmakebetter
performanceofhealthbehaviorsthanthecontrolgroupprovidedwith
lecture-basededucation"waspartiallysupported.

444...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recognition(t=2.500p=.016)
andperformance(t=2.418p=019)ofhealth behaviorsforthefieldof
mentalhealthaftertheeducationbetweentheexperimentalgroupand
thecontrolgroup.

555...In recognition and performanceofhealth behaviorsbeforeand
after the education, the experimental group provided with a
multimedia-based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 showed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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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differences while the control group provided with
lecture-based education showed significantdifferencesforhealth and
exercisebutnosignificantdifferenceforpersonalhygiene,safety,and
mentalhealth.

The results are significantin thatthey provided evidence that
continuouseducationthroughamultimedia-basedhealthcareeducation
program mayimprovechildren'srecognitionandperformanceofhealth
behaviors.Itisnecessarytoperform systematichealtheducationandto
analyzecontinuousandlong-term effectivenessinthefuture.

Keywords:multimedia,healthcareeducationprogram,recognitionof
healthbehaviors,performanceofhealth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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