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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xposure factor data for the Korean child population, with

a specific focus on behavior characteristics such as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and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Methods: We divided environments into two places, which were house/indoor and nursery. A total of 400

children (house/indoor) and a total of 162 children (nursery) were recruited from the cities of  Seoul,

Incheon, Daegu, and Gwangju.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e conducted direct

measurement by using one hour of videotaping alongside questionnaire surveys. This was performed to

calculate behavior rates, such as how many children perform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behaviors.

Results: The respective averag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were 0.8±2.23 and

0.82±2.64 contacts/hr for house/indoor. The respective averag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

mouth were 2.87±4.63 and 1.47±3.84 contacts/hr in the nursery group. For the mouthing participants, the

averag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were 3.31 and 3.20 contacts/hr in house, and 4.80 and

3.26 in nurser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frequencies of hand-to-mouth and object-to-

mouth behaviors found in this study were relatively lower. 

Conclusions: Children have the potential for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through non-dietary ingestion

pathways by mouthing objects or their fingers. In this study, the mouthing frequency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found in Western countries. This can be explained that mouthing behaviour may be affected by culture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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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에는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이 존재하며 생활용품 속에 함

유된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초래된 건강영향으로 사회

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민감

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

으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그에 따른 노출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검

사된 제품을 사용한 어린이들에서 피부발진과 호흡

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몇 가

지 유해물질의 포함 정도를 살피는 현행 기준을 재

정비 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중요성으로 환

경부는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

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노출 실태파악

및 위해성평가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기, 물, 식품, 토양 등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와

함께 공기 호흡량, 식품 및 음용수 섭취량, 노출기

간, 노출빈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 즉

노출계수(exposure factors)들의 값이 필요하다.1) 노

출계수는 환경유해인자의 개인노출을 결정할 수 있

는 사람의 행위 및 특성과 연관된 인자이며, 위해도

산출을 위해 이용된 요인들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

다.2,3) 또한 노출량은 노출 환경과 특성에 따라 노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어떠한 노출

시나리오를 노출평가에 활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4) 즉 노출 시나리오는 연령, 체중, 체표

면적, 물질의 특성과 같은 노출계수 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소아의 성장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

오가 파악되어야한다.5)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

서는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어린이 노출평가 및

위해성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유해물질의 노출량

을 산정하고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요소

인 어린이 노출계수(접촉횟수, 이용횟수, 신체계수

등)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노출계수가 성인을 중심으로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최근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 노출계수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위해 한국형 어린이 노출계수 개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린이는 시간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하는데, 영아기는 출생에서 만

2세 미만, 유아기는 만 2세(3세)부터 만 6세경, 아동

기는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교 시기로 구

분 된다.6)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체중당 마시는

물, 음식, 호흡량이 높으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또한 오염물질

이 인체 내에 흡수되었을 때 대사 및 배출하는 능

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어린이는 급격한 발육과 성

장을 하므로 환경유해물질에 의해 심각한 성장의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환경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면 성인이 되어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7) 성인과 다른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이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으며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노출 특성

을 나타낸다. 어린이는 타 인구집단에 비해 민감한

집단으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환경유해인자에 노출

될 시 더 큰 유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8) 특히, 영

아기, 유아기 때의 어린이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잡

히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이 있어 입으로

가져간 물건을 빨거나 씹어 먹기 때문에 경구를 통

해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영아는 잡기동작을 통

해 물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환경의 변화

를 인지한다.9) 생후 4~5개월이 되기 전에는 물체에

대한 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물체를 탐구

할 때 손이 하는 역할은 주로 물체를 얼굴 앞까지

가져와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입으로 가져가서 입으

로 탐구하는 것이다.10) 이 시기에 입으로 할 수 있

는 일은 주로 핥고 빠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물건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11) 일

반적으로 손빨기 및 물건빨기 행동은 생후 18개월

에서 21개월 사이에 가장 많으며, 18개월 이후로 손

빨기 및 물건빨기 행동으로부터 물건을 인식하는 것

은 줄어들지만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비식이적

섭취(non-dietary ingestion)행위를 통해 더 많은 화

학물질에 노출 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 보육시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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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있는 유해물질의 건강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의도적 섭취 행위

(non-dietary ingestion) 노출계수인 손빨기(hand-to-

mouth), 물건빨기( object-to-mouth) 노출계수를 개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주택실내와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조

사하였다. 주택실내 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광

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내 만 0세에서

9세까지의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이며 표본추출 틀

은 행정안전부의 2014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를 활용하였으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제외하고 거주자

만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해

산출된 표본을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은 200명,

대구권은 100명, 광주권은 100명으로 지역별로 총

400명을 할당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실제 비의도

적 행위 조사 데이터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수는 손

빨기는 396명, 물건빨기는 398명 이었다(Table 1).

어린이집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

역시에 거주하는 국내 12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

(만1세~6세) 총 1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Table

2). 비의도적 행위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전체 대상

자에서 실제로 비의도적 행위를 한 어린이들(doer)

을 재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

대학교 병원에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MDCR-13-019-RES-

001-R)을 받아 수행하였다. 

2. 비디오 촬영 및 설문지 조사

어린이들의 비의도적 섭취 행위(hand-to-mouth 및

object-to-mouth)의 횟수(contacts/hour)와 시간(seconds/

contact)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구 대상 어린이의 부

모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비디오 촬영과 설문조사를 함께 수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어린이들의 비의도적 섭취 행

위에 대한 노출계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이었으며,

설문은 어린이를 대신하여 대리인(부모)이 조사에 참

여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일반사항 3

항목, 어린이 행위(손빨기 및 물건빨기) 1항목, 설문

응답자(부모) 2항목이었으며 일반사항에는 어린이의

몸무게, 키, 어린이가 하루 중 어린이집, 집, 기타실

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항목, 어린이 행

위에는 주택실내에서 어린이가 손빨기 및 물건빨기

행위를 할 때의 횟수와 시간, 부모의 주의도 여부에

Table 1. Participants of hand-to-mouth and object-to-

mouth activities according to age

Age
Hand-to-mouth Object-to-mouth

Total Doer Total Doer 

House

0 22 16 22 10

1 48 30 49 31

2 35 14 35 15

3 49 13 49 7

4 46 11 46 12

5 34 5 34 11

6 44 2 44 6

7 41 1 41 4

8 40 4 41 1

9 37 2 37 5

Total 396 98 398 102

Nursery

1 13 8 13 6

2 22 11 22 10

3 33 19 33 9

4 30 18 30 8

5 29 17 29 5

6 20 15 20 4

Total 147 88 147 42

Table 2. Comparison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frequencies (contacts/hr) in house indoor and nursery

N Mean±SD p-value

Hand-to-mouth
House indoor 396 0.82±2.23

0.00
nursery 147 2.87±4.63

Object-to-mouth
House indoor 398 0.82±2.64

0.03
nursery 147 1.4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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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목, 설문응답자(부모)에는 평균 월수입, 학력

에 대한 항목이었다. 

비디오 촬영은 주택실내의 경우 연구원이 직접 어

린이의 주택을 방문하여 어린이가 가장 편안하게 휴

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기에 핸드폰 캠코

더 기능을 활용하여 30분 동안 비의도적 섭취 행위

를 촬영하였으며, 촬영 시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부모님 중 한명을 반드시 함께 있도록 하였

다. 어린이집의 경우 하루 중 어린이들이 가장 자유

롭게 활동하고 장난감과 같은 물건을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놀이시간에 캠코더 2대~4대를 교실의 적

절한 위치에 고정 설치하여 1시간 동안 비의도적 섭

취 행위를 비디오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주택실내 및

어린이집 대상자들이 접촉하는 물건 중에서 노리개

젖꼭지는 행위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비디오 영상 판

독은 연구원들이 직접 비디오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판독자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촬영 영상 당 각

3회씩 판독 한 후 교차 검증하였다. 

3. 통계분석

어린이 비의도적 섭취 행위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은 SPSS Statistics v20.0 (IBM Company, USA)와

Micro soft Excel 2010을 이용하였다. 각 연령별, 장

소별(주택실내 및 어린이집)로 구분하여 손/물건빨기

행위 횟수 및 평균 시간과 기타 결과 등을 나타내

었다. 전체 어린이와 실제 행위를 한(doer) 어린이들

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비

의도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비의도

적 행위 시 부모의 주의도 여부, 학력, 가구 월평균

수입에 따른 비의도적 행위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장소에 따른 비의도적 행위의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주택실내와 어린이집에서의 비의도적 행위인 손빨

기 및 물건빨기의 횟수를 비교하였다. 손빨기 행위

에 대한 주택실내의 평균은 0.82±2.23 contacts/hr,

어린이집의 평균은 2.87±4.63 contacts/hr 이었다. 물

건빨기 행위에 대한 주택실내의 평균은 0.82±2.64

contacts/hr, 어린이집의 평균은 1.47±3.84 contacts/

hr으로 나타났다. 주택실내와 어린이집에서의 물건빨

기, 손빨기 행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5) (Table 2). 특히, 어린이집에서 손

빨기와 물건빨기 두 행위 모두 평균값이 더 높게 나

타났으며 물건빨기 행위보다 손빨기 행위가 더 높게

나타났다. 

1) 주택실내 비의도적 행위에 대한 빈도 및 시간

주택실내에서의 전체 참여대상자에 대한 자료값과

조사를 수행한 시간동안 손빨기 및 물건빨기 행위를

실제로 한 어린이(doer)를 재추출하여 분석한 자료

값을 연령 군집에 따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비의도적 행위 횟수 및 시간 전체 평균값

으로 손빨기는 각각 0.82 contacts/hr, 20.51 seconds/

contact, 물건빨기는 각각 0.82 contacts/hr, 21.34

seconds/contact로 나타났다. Doer 대상자에 대한 손

빨기는 각각 평균 3.31 contacts/hr, 82.89 seconds/

contact, 물건빨기는 각각 평균 3.20 contacts/hr, 83.28

seconds/contact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손빨기 횟수는 군집별로(0~2세, 3~6

세, 7~9세), 각각 평균 2.24, 0.35, 0.25 contacts/hour,

시간은 52.29, 10.39, 7.08 seconds/contact로 평가되

었다. 그리고 물건빨기 횟수는 2.30, 0.35, 0.18

contacts/hour, 시간은 61.11, 9.63, 2.95 seconds/

contact 이었다. 손빨기와 물건빨기 행위의 평균 횟

수가 0~2세 군집이 3~6세 및 7~9세 군집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시간도 0~2세 군집이 더 높

게 나타났다. Doer 대상자에 대한 손빨기 횟수는 군

집별로(0~2세, 3~6세, 7~9세) 각각 평균 3.92, 1.94,

4.14 contacts/hour, 시간은 91.50, 58.00, 119.29

seconds/contact로 나타났으며 물건빨기 횟수는 4.36,

1.69, 2.10 contacts/hour, 시간은 115.68, 46.28, 35.10

seconds/contact 이었다. Doer 대상자에서 물건빨기

행위는 전체 대상자와 같이 0~2세의 평균값이 다른

군집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손빨기 행위는 7~9

세의 평균값이 0~2세의 평균값 보다 높았다. 

2) 어린이집 비의도적 행위에 대한 빈도 및 시간

어린이집에서의 전체 참여대상자에 대한 자료값과

조사를 수행한 시간동안 손빨기 및 물건빨기 행위를

실제로 한 어린이(doer)를 재추출하여 분석한 자료

값을 연령 군집에 따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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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비의도적 행위 횟수 및 시간 전체 평균값

으로 손빨기는 각각 2.87 contacts/hr, 2.07 seconds/

contact, 물건빨기는 각각 1.48 contacts/hr, 1.18

seconds/contact로 측정되었다. Doer 대상자에 대한

손빨기는 각각 4.80 contacts/hr, 3.46 seconds/contact,

물건빨기는 각각 3.26 contacts/hr, 4.12 seconds/

contact로 나타났다. 전체대상자와 doer 대상자의 손

빨기 행위 평균값이 물건빨기 행위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손빨기 횟수는 군집별로(1~2세, 3~6

세), 각각 평균 2.17, 3.09 contacts/hour, 시간은 1.22,

2.34 seconds/contact, 물건빨기 횟수는 2.91, 1.03

contacts/hour, 시간은 2.87, 0.65 seconds/contact로

나타났다. Doer 대상자에 대한 손빨기 횟수는 군집

Table 3. Frequency (contacts/hr) and duration (seconds/contact)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in house indoor

Age
Total participant Doer

 N Mean SD 25% 50% 75% 95% N Mean SD 25% 50% 75% 95%

Hand-to-

mouth

Frequency

(contacts/

hr)

0~2 105 2.24 3.64 0.00 1.00 3.00 10.00 60 3.92 4.09 2.00 3.00 5.00 14.75

3~6 173 0.35 0.87 0.00 0.00 0.00 2.30 31 1.94 1.09 1.00 2.00 3.00 4.40

7~9 118 0.25 1.20 0.00 0.00 0.00 1.10 7 4.14 3.08 1.00 4.00 5.00 -

Total 396 0.82 2.23 0.00 0.00 0.00 5.00 98 3.31 3.47 1.00 2.00 4.00 10.00

Duration

(seconds/

contact)

0~2 105 52.29 117.30 0.00 5.00 50.00 300.00 60 91.50 143.54 10.00 30.00 120.00 585.00

3~6 173 10.39 36.83 0.00 0.00 0.00 90.00 31 58.00 70.15 5.00 30.00 90.00 228.00

7~9 118 7.08 40.66 0.00 0.00 0.00 20.50 7 119.29 128.92 20.00 60.00 300.00 -

Total 396 20.51 71.20 0.00 0.00 0.00 120.00 98 82.89 124.19 10.00 30.00 120.00 300.00

Object-to-

mouth

Frequency

(contacts/

hr)

0~2 106 2.30 4.64 0.00 1.00 2.00 10.00 56 4.36 5.65 1.00 2.00 4.75 20.00

3~6 173 0.35 0.87 0.00 0.00 0.00 2.00 36 1.69 1.17 1.00 1.00 2.00 5.00

7~9 119 0.18 0.66 0.00 0.00 0.00 2.00 10 2.10 1.10 1.00 2.00 3.00 -

Total 398 0.82 2.64 0.00 0.00 1.00 4.00 102 3.20 4.43 1.00 2.00 3.00 10.00

Duration

(seconds/

contact)

0~2 106 61.11 182.42 0.00 5.00 30.00 600.00 56 115.68 238.96 10.00 30.00 67.50 645.00

3~6 173 9.63 34.85 0.00 0.00 0.00 60.00 36 46.28 64.98 5.00 20.00 60.00 198.00

7~9 119 2.95 17.81 0.00 0.00 0.00 10.00 10 35.10 53.88 4.75 15.00 37.50 -

Total 398 21.34 100.02 0.00 0.00 2.25 90.00 102 83.28 184.70 7.50 20.00 60.00 600.00

Table 4. Frequency (contacts/hr) and duration (seconds/contact) of hand-to-mouth and object-to-mouth in nursery

Age
Total participant Doer

 N Mean SD 25% 50% 75% 95% N Mean SD 25% 50% 75% 95%

Hand-to-

mouth

Frequency

(contacts/

hr)

1~2 35 2.17 3.41 0.00 1.00 3.00 10.40 19 4.00 3.77 1.00 3.00 6.00 16.00

3~6 112 3.09 4.95 0.00 1.00 4.00 12.05 69 5.01 5.49 1.00 3.00 7.50 19.00

Total 147 2.87 3.65 0.00 0.00 1.00 5.00 88 4.80 5.17 1.00 3.00 6.00 16.55

Duration

(seconds/

contact)

1~2 35 1.22 1.62 0.00 0.64 2.00 5.12 19 2.24 1.60 0.77 2.00 3.17 6.00

3~6 112 2.34 11.42 0.00 0.54 1.97 5.84 69 3.80 14.39 0.68 1.33 2.93 7.50

Total 147 2.07 25.43 0.00 0.00 5.00 60.00 88 3.46 12.76 0.75 1.56 3.00 6.55

Object-to-

mouth

Frequency

(contacts/

hr)

1~2 35 2.91 5.63 0.00 1.00 3.00 22.20 16 2.75 2.21 1.00 2.00 4.00 -

3~6 112 1.03 2.97 0.00 0.00 0.00 5.35 26 3.58 3.35 1.00 2.00 5.00 12.95

Total 147 1.48 3.46 0.00 0.00 1.00 5.00 42 3.26 2.96 1.00 2.00 5.00 10.70

Duration

(seconds/

contact)

1~2 35 2.87 12.13 0.00 0.00 0.63 23.00 16 6.26 17.63 0.00 0.82 1.26 -

3~6 112 0.65 1.65 0.00 0.00 0.00 4.00 26 2.81 2.42 0.83 2.84 4.00 9.65

Total 147 1.18 33.06 0.00 0.00 5.00 30.00 42 4.12 10.96 0.62 1.27 4.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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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1~2세, 3~6세) 각각 평균 4.00, 5.01 contacts/

hour, 시간은 2.24, 3.80 seconds/contact로 나타났으

며 물건빨기 횟수는 2.75, 3.58 contacts/hour, 시간

은 6.26, 2.81 seconds/contact 이었다. 군집별 전체

대상사와 doer 대상자의 손빨기 행위의 평균값이 3~6

세 군집이 1~2세 군집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비의도적 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비의도적 행위 조사를 수행한 시간동안 손빨기 및

물건빨기 행위를 실제로 한 어린이(doer)를 대상으

로 자료를 재추출 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

택실내 손빨기 횟수에 대한 ‘부모의 주의도 여부’의

영향은 유의하였으며(p<0.05), ‘주의를 자주 준다’,

‘가끔 준다’, ‘주지 않는다’ 순으로 각 5.077배(95%

CI: 3.781-6.373), 2.745배(95% CI: 1.153-4.338),

2.476배(95% CI: 0.537-4.415)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 가구 월평균 수입에 따른

손빨기 횟수의 영향은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

다. 주택실내 물건빨기 횟수에 대한 부모 주의도 여

부, 학력, 가구 월평균 수입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손빨기 및 물건빨기 횟수

에 대한 부모 주의도 여부, 학력, 가구 월평균 수입

의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머

무르는 활동공간인 주택실내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계수 중 비의도적 행위 노출

계수(손빨기 hand-to-mouth, 물건빨기 object-to-

mouth)를 연구하였으며 한국 어린이의 비의도적 행

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형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2016)에 따르면 어

린이는 하루 중 92.20%를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며

특히, 주택실내에서 75.12%, 어린이집 실내에서

10.67%로 약 85.79%를 활동하므로 조사장소의 설

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13) 또한 주택실내 400

명, 어린이집 162명, 총 562명으로 Child-Specific

Exposure Factors Handbook의 Davis 등(1995),

Tulve 등(2002), AuYeung 등(2004), Black 등(2005)

의 연구에서 각각 92명, 186명, 38명, 49명 등의 적

은 표본수로 손빨기 및 물건빨기 노출계수 권고값을

조사한 연구와 비교 하였을 때, 어린이 집단의 대표

성 면에서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중 신뢰

성이 높은 자료로 생각할 수 있다.14-17) 어린이의 비

의도적 행위 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1명을 촬영

전문가 1명이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인 1:1 실시

간 비디오 촬영, 실내 환경 및 실외 환경에서 고정

비디오 촬영하는 방법, 설문지 등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실내 및 어린이집 실내에 고정

비디오를 설치 후 촬영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비디

오 촬영은 기존 설문지 조사에서 설문응답자(부모)

의 기억에 의존한 조사 결과로부터 발생 할 수 있

는 불확실성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어린이가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을 인식

하여 평소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어린이

가 화장실을 가거나 비디오 촬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14) 또한 Freeman

등(2001)은 어린이의 하루 중 4시간 동안 비디오 촬

영을 통해 실외 및 실내에서의 손빨기 및 물건빨

기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Xue 등(2007)은 한 어린

이 당 2,000시간 이상 관찰하여 손빨기 횟수를 조

사하였다.18,19) 그리고 Freeman 등(2001)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은 모두 실외 환경에서의 손빨기 및 물건빨

기 횟수가 실내 환경에서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

으며, Black 등(2005)의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이 실

내 환경에서의 손빨기 및 물건빨기 횟수가 실외 환

경에서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17)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비교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하루 24시

간 중 주택실내에서 30분 동안 촬영, 어린이집에서

1시간 동안이라는 짧은 촬영시간과 한정된 실내 환

경(주택실내와 어린이집)에서 조사된 결과로 실외공

간에서의 비의도적 행위 양상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간 및 공간의 변화에 따른 어린이들의 비

의도적 행위에 대한 어린이 행동 양상 변화 측면과

재현성을 분석할 수 없었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조사

를 통해 검정과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실내와 어린이집에서의 비의도적 행위 평균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손빨기

및 물건빨기 행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

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집별 행동 양상의 경우 주택실내에서의 전체 어린이

대상 손빨기와 물건빨기 횟수와 시간은 0~2세 연령

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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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의 행동 양상과 다르게 실제 손빨기 행위를

한 어린이(doer)의 횟수와 시간 결과에서는 0~2세

연령의 빈도보다 7~9세 연령이 더 높았으며 물건빨

기는 0~2세 연령이 7~9세 연령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 어린이집에서의 전체 어린이 대상 손빨기 횟수

와 시간은 1~2세 연령보다 3~6세 연령이 더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물건빨기는 1~2세 연령이 3~6세

연령보다 더 높게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 행위를

한 어린이(doer)의 손빨기와 물건빨기는 3~6세 연령

이 1~2세 연령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로는 실제 행위를 한 어린이(doer) 대상일

경우 주택실내와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손빨기

행위에서 연령이 높은 군집이 더 횟수와 시간이 높

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만 4세가 되면 손가락을 빠

는 행동이나 물건을 물고 빠는 행동이 거의 없어져

야 하지만 7~9세 연령, 3~6세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었다. 현대의 유아들은 일찍

부터 학업성취가 강조되어 놀이 시간이 축소되고, 성

취에 대한 경쟁과 공부에 대한 가정 사회의 기대는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에 의하여

생긴 스트레스 요인들은 유아의 부적응 상태를 유발

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한다.20) 유아 및 어린이들의 부

적응 상태는 얼굴 찡그리기,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말더듬기, 물건 빨기, 장난감 파괴하기 등과

같은 물체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21) 주

택실내에서 전체 어린이 대상자의 비의도적 행위에

대한 횟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지만 실제 행위를 한 어린이(doer) 대상자의 손빨

기의 빈도가 연령이 높은 군집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것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어린이들에 의한 결

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손 빨기 및 물건 빨

기 자료와 외국의 자료와 비교 했을 때 조사 값이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7~9세 때

어린이의 평균횟수가 높아지는 경향과 달리 미국

EPA 연구결과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12) 타이완의 Tson 등(2015)에 따르면

손빨기와 물건빨기의 횟수가 각각 8.91, 11.39

contacts/h로 우리나라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

EPA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22) 또

한 비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값에

따르면 주택실내 손빨기 횟수에 대한 ‘부모의 주의

도‘ 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주의도

여부가 높을수록 손빨기 횟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것은 우리나라, 아시아와 외국, 서양의 주거환경, 문

화, 인종, 아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 및 문화

적 차이가 어린이의 비의도적 행위에 영향 미칠 가

능성을 나타내었다.23) 이처럼 어린이들의 위해성 평

가를 위한 손-입, 물건-입과 같이 노출계수를 사용할

때 어린이의 환경에 따라 비의도적 행위의 값 차이

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함을 나타내며 평소 평가대상

어린이의 행동 양상을 파악 후 노출계수 값을 결정

하는 것이 위해도가 과소 혹은 과대평가 될 가능성

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형 어린이 비의도적행위 노출계수

를 개발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노출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비디오 촬영으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어린이 비의도적행위

노출계수 산출 및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과 비교 했을 때 반대의 경향

을 나타내었고 우리나라 어린이 비의도적행위 노출

계수 값은 부모와 교사의 교육 및 문화적 차이의 영

향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대

표적 비의도적 행위 노출계수 값을 제시함으로써 외

국의 노출계수 값을 이용한 노출평가 보다 합리적이

지만 추후에 진행될 어린이 비의도적 행위 노출계수

개발 연구에서는 어린이 부적응 상태를 유발하는 스

트레스를 사전에 제어 한 후 그룹을 구분하여야 효

과적인 노출평가를 위한 노출계수 개발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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