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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는 호흡기바이러스로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있다. 증상으로는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및폐

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

흡기감염증이나타나며드물게는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나타날수있다.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

로, 특이한 사항은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타인에게 감염시

킬 수 있다[1].

대학생은 초기성인기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

며, 자취나기숙사생활등으로개인위생에대한민감도가낮

을 수 있어, 건강관리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다[2]. 보건의료

계열학생들은코로나 19에 관련하여높은지식과낙관적태

도를갖고있다는연구결과는있으나[3], 모든계열의대학생

에대한코로나 19에 관한지식과태도의연구결과는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데, 보호장구는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대비하여 의료

진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수한 옷 또는 장비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포함한다. 보호장구 중 가장 보편적

으로사용하는마스크의경우, 코로나-19의전파속도를줄여

줄뿐아니라감염자에대한차별적시선을줄여감염원에대

한관리를가능하게하고, 코로나-19의지역사회전파를유의

미하게 감소시켜 입원률 및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4]. 이러한 감염성질환은적절한손씻기만으로도 1차적

으로 예방할 수 있고, 손 씻기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효과

적인예방법이라할수있다[5]. 손씻기는예방적건강행위와

밀접한관계가있으나, 대학생을대상으로한코로나-19와 손

씻기 인식과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

식, 보호장구 착용 및 손씻기 인식이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

치는영향에대해조사하여, 코로나-19등감염병예방을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대학생의 코로나-19 지식, 보호장구 착용, 손씻기 인식
및 예방적 건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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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코로나-19 지식, 보호장구 착용 및 손씻기 인식이 예방적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국내 P시에거주하는일개대학의재학생 38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일부
터 10월 31일까지실시하였고, 분석은 IBM SPSS 23 프로그램을이용하였다. 연구결과예방적건강행위는손씻기시간
(r=.146 p=.004), 코로나-19 지식(r=.287 p<.001), 보호장구착용지식(r=.427 p<.001), 건강신념(r=.361 p<.001) 및손씻기
인식(r=.270 p<.001)과 유의한정적상관관계가있었다. 건강신념은코로나-19 감염지식(r=.147 p=.004)과 보호장구착용
지식(r=.175 p<.001)와유의한정적상관관계가있었다. 보호장구착용지식은코로나-19 감염지식(r=.593 p<.001)와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손씻기 인식은 건강신념(r=.52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코로나-19 등감염예방을위해올바른보호장구착용, 손씻기및건강신념을향상시키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
과 그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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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연구는대학생의코로나-19에 관한지식, 개인보호장구

착용및손씻기인식의정도를확인하고이러한요인등이예

방적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

다. 본 연구대상자는 P시에서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 총 82문항의 표준화에 필요한

최소표본수를 문항당 5명으로 보았을 때 410명인 점을 고려

하여 연구대상자를 410명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지식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한국 질병관리

청(KDCA, 2019)의 코로나 대응지침과 이계화[10]가 개발한

메르스에 대한 지식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는 8.06이었다.

2.2.2 코로나-19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지식

코로나 19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지식 측정도구는 최

주영[7]이 개발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는 .930이었다.

2.2.3 손씻기 인식

손씻기 인식의 측정도구는 안미정[8]이 개발한 중환자실

손씻기실천도구와국내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019)”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점수가높을수록 손씻기실천에대한인식이높은것을의미

한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는 .835이었다.

2.2.4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건강신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건강신념 측정도구는 이계화[6]

가메르스에대한건강신념에대한도구를코로나에맞게수

정한후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점수가높을수록 건강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796이었다.

2.2.5 예방적 건강행위

예방적 건강 행위에 대한 측정도구는 이계화[6]가 메르스

에대한예방적건강행위의도구를코로나-19 감염병에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

에 예방적 건강 행위에 대한 실천도가 높은것을 의미한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는 .874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연구의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였으며, 설문지는총 410부를온라인및서면으로배부하

여 396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81

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지않을경우는언제라도연구참여를철회할수있음을알

려주었으며, 온라인및서면동의를받고자료를수집하였다.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도구의신뢰도검정은 Cronbach's α로산출하였다. 대상

자의일반적특성, 코로나-19 지식은빈도분석및기술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인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특성에따른손씻기시간, 코로나-19 지식, 보

호장구지식, 건강신념, 손씻기인식 및 예방적 건강행위

차이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지식과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지식 및 예방적 건강행위는 남성보다 여성이 통계적으

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중 연령이 많은 그룹에서 코로

나19 감염지식과보호장구에대한지식이더높은것으로나

타났다. 감염교육을 받았던 그룹에서 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에 대한 지식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1].

3.2 대학생의손씻기시간, 감염지식, 보호장구지식, 건강

신념, 손씻기인식 및 예방적 건강행위 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손씻기시간은 예방적 건강행위(r=.146 p=.004)와

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상관관계가있었다. 코로나-19에 대

한감염지식은보호장구착용에대한지식(r=.593 p<.001), 건

강신념(r=.147 p=.004) 및 예방적 건강행위(r=.28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보호장구 착용

에 대한 지식은 건강신념(r=.175 p=.001)과 예방적 건강행위

(r=.42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건강신념은손씻기인식(r=.526 p<.001)과예방적건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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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r=.36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 손씻기인식은 예방적건강행위(r=.270 p<.001)와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2].

Table 1. Difference in the Levels of Knowledge, Health beliefs, 
Handwashing Awarenes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1)

Charateristics/   category  n (%)
Hand
washing 

COVID-19 
knowledge

Protective 
equipment 
knowledge

M±SD M±SD M±SD

Gender Male 103(27.0) 1.92±.788 9.47±3.159 14.96±4.692
Female 278(73.0) 2.03±.836 10.34±2.476 15.96±4.008

        t /(p) -1.151(.251) -2.836(.005) -2.504(.041)

Age
Under 25 296(77.7) 1.96±.829 9.85±2.696 15.46±4.422
Above 26 85(22.3) 2.13±.799 11.00±2.540 16.47±3.333

        t /(p) -1.646(.100) -3.516(<.001) -2.504(.041)

Dep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79(47.0) 2.08±.847 10.02±2.545 15.58±4.184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202(53.0) 1.93±.798 10.18±2.837 15.79±4.261

t /(p) 1.875(.062) -.600(.549) -.488(.626)

Participation in 
Infection 
Education

Yes 162(42.5) 2.05±.833 10.31±2.810 16.37±3.745

No 219(57.5) 1.96±.818 9.95±2.615 15.18±4.483

t /(p) 1.006(.315) 1.305(.193) 2.813(.005)
(continue)

Table 1. Difference in the Levels of Knowledge, Health beliefs, 
Handwashing Awarenes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1)

Charateristics/   category  n (%)
Health 
belief

Hand
washing 
Awareness

Preventive 
Health 
Behavior

M±SD M±SD M±SD

Gender Male 103(27.0) 45.79±5.817 78.73±9.725 34.84±4.436
Female 278(73.0) 45.93±5.903 78.22±8.783 36.27±4.052

        t /(p) -.209(.835) .484(.629) -2.978(.003)

Age
Under 25 296(77.7) 45.92±6.026 78.12±8.952 35.78±4.249
Above 26 85(22.3) 45.78±5.335 79.19±9.334 36.28±4.036

        t /(p) .202(.840) -.959(.338) -.925(.355)

Dep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79(47.0) 45.99±5.812 77.93±8.698 35.75±3.970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202(53.0) 45.80±5.938 78.74±9.332 36.01±4.403

t /(p) -.327(.379) -.879(.380) -.609(.543)

Participation in 
Infection 
Education

Yes 162(42.5) 45.87±5.795 77.71±8.749 36.36±3.820

No 219(57.5) 45.90±5.942 78.84±9.235 35.54±4.439

t /(p) -.055(.956) -1.208(.228) 1.931(.054)
p<.05

4. 논의

본연구는대학생의코로나-19에대한지식, 보호장구착용

및손씻기인식이예방적건강행위에미치는영향에대해조

Table 2.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Health belief, Handwashing 
Awarenes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n=381)  
Variable 1 r/(p) 2 r/(p) 3 r/(p) 4 r/(p) 5 r/(p)

1. Handwashing      
   Time 1

2. COVID-19        
   Knowledge

 .025
 (.629) 1

3. Protective         
   Equipment        
   Knowledge

 -.026
 (.617)

.593
(<.001) 1

4. Health belief  -.066
 (.200)

.147
(.004)

.175
(.001) 1

5. Handwashing      
   Awareness

 .100
 (.051)

.007
(.887)

.045
(.386)

.526
(<.001) 1

6. Preventive Health  
   Behavior

 .146
 (.004)

.287
(<.001)

.427
(<.001)

.361
(<.001)

.270
(<.001)

p<.05

사하여, 코로나-19 등감염병예방을위한중재개발의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대학생의코로나-19 감염지식, 보호장구착용에

대한 지식 및 예방적 건강행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통계

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코로나-19

의지식과위험에대한감수성이높아질병위험을인식할가

능성이 높고 코로나-19의 예방적 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다

고한연구[9-10]와유사하였다. 본연구결과대학생 중 26세

이상의학생이 25세 미만의학생보다감염지식과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에대한민감성이증가할수있으며, 이는 35세 이상

대상자의 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34세 이하 대상자보다 감

염관리 특성에 따른 지식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17].

그러나 감염과 보호장구 지식에 대한 연령별 조사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감염교육을 받았던 그룹에서 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통계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이는급성호흡기감염

병의 감염 예방을 위해 대학생에게 보호장구에 대한 체계적

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7]

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손씻기 시간과 손씻기 인식은 예방적 건강행

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손씻기는

지역사회와가정에서의감염성질환을예방하는데가장효율

적인 감염관리방법이다[2]. 적절한 손씻기 시간은 예방적 건

강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손씻기에 대

한연구는손씻기교육을받은학생들이손씻기수행도가높

아졌다는 연구결과[1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

후 손씻기빈도가증가하였다는연구[12] 등조사연구가많으

며, 손씻기시간에따른효과를다룬실험연구는부족한실정

이다. 따라서손씻기방법과그에따른손씻기효과를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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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보호장구착용에대한지식은예방적건강행

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

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때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있

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의대,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올바른 보호

장구 착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건강신념과예방적건강행위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염병 예방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을수

록 예방적건강행위를잘할수있으며, 이는건강신념중지

각된심각성이신종인플루엔자와같은감염병예방행동을하

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13]과 유사한 결과이

다. 따라서대상자들이신종감염병에대해민감성및건강에

대한유익성을높여질병예방행위를실천할수있도록 건강

신념향상과감염병에대한지식을높일수있는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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