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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유행성 독감시기에 일개광역시 중·고등학생들의 손씻기와 기침예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여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올바른 습관 형성을 강조하고 그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4년 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일개광역시의 중, 고등학생
852명을 대상으로 단면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문항은 건강믿음모형에 기반하여, 유행성독감 유
행시기에 손씻기 및 기침예절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는 SPSS WIN 21.0(Korean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chi-squared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 정도, 동거인 수, 손씻기에 대한 행동계기가 손씻기 실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인지된 심각성, 거주형태, 학년, 기침예절에 대한 행동계기가 기
침예절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정도, 동거인의 수, 행동계기의 유무와 손씻기의
실천수준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기침예절의 실천수준은 학년, 거주형태, 유행성 독감의 인지된
심각도, 행동계기의 유무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손씻기와 기침예절의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유행성 독감 및 다른 질병
의 위험성과 전파경로에 대한 교육이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유형이나 학년, 주거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관
련 지식을 증진시키고 행동계기를 부여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서론

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이

유행성 독감을 비롯하여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에 손 씻기 만큼

감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습관의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기침예절

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대부

을 지키는 것이다.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는 기침이

분을 차지하는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병의 주요한

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전파 경로 중 하나는 바로 더러운 손이라고 할 수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폐쇄 공간 내의 밀집된 집

있다. 감염병들의 확산경로로는 신체접촉, 비말전파,

단에서 공기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흡기

공기전파 등의 방법이 있는데, 손 위생을 개선시키

감염병 발생의 50%를 넘게 차지하는[3], 인플루엔자

면 유행성 독감과 호흡기 감염이 감소하며[1], 적절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한 손씻기를 통하여 몸의 세균을 줄여주기만 하더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을

도 전체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어[2],

만지고 나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접촉

손씻기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호흡기 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4].

염병을 예방하는 데에 손 씻기 만큼 중요한 것이 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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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NPI)이 유행성 독감의 예방에 효과가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있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5].

과 건강믿음모형의 구성 요소와 손씻기 및 기침예절

2008년 미국 Michigan 대학교에서 행해진 한 연구

의 인식, 태도, 실천 수준을 조사한다. 둘째, 위의 특

에 따르면 독감 유행기간 동안 1,178명의 대학생들

성 변수들 중 손씻기 및 기침예절의 실천에 영향을

을 기침예절을 잘 지키게 한 그룹(손씻기 및 마스크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착용 시행) 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2. 대상 및 분석방법

한 결과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을 한 그룹이 대조
군에 비해 독감 증상을 나타내는 학생 수가 두드러

이 연구는 2014년도 일개 광역시 중·고등학생을 대

지게 적었으며, 6주간의 관찰기간 동안 지속적인 비

상으로 하였다. 2014년 2월중 조사가 가능한 3개 중

율의 감소를 보여 최대 75%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

학교, 3개 고등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3개 중학교, 3

으로 나타났다[5].

개 고등학교에 총 9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

올바른 기침예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
히려 2차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

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852부의 자료
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은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것을

이 연구는 건강믿음모형(health belief model)[8]을

기침예절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기침을 하면 입안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의 침 등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손을 통

여 문항을 만들었다. 건강믿음모형은 객관적 사실보

한 감염의 전파가 있을 수 있다[6]. 그러므로 기침을

다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인지한대로 행동한다는 지

할 때는 고개를 돌리고, 손 대신 휴지나 옷깃 등으

각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으로 인지하

로 입을 가린 채 기침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기침예절

는 유행성 독감과 손 씻기, 기침예절의 관련요인을

방법이다. 따라서 정확한 기침예절 방법을 알고 실

알아보고자하였다.

천하는 것이 보건 위생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누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구나 손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

Social Science) 21.0 Version[9]을 사용하여 빈도 분

복지부에서도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석, 카이제곱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손씻기 및 기침예절은 유행성 독감을 비
롯해 많은 감염병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

3. 결과
3.1 손씻기에 대한 실천수준

구된 감염병과 손씻기 및 기침예절 사이의 관계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도 부족하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손씻기 실천수준

주로 일

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학교유

반인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7], 학생들을

형, 동거인 수(p<0.05)와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정

대상으로 한 논문 및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도(p<0.01)였다. 손씻기 실천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청소년기는 전 생애를 걸쳐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경우는 여학생에서(p<0.05).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성장 및 성숙이 이

학으로

루어진다. 이 시기에 건강 관련 생활습관이 만들어

(p<0.05),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

지며, 한번 형성된 습관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

손씻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손씻기 실천수

으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

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표 1].

은 평생 건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
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
른 보건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유행성 독감
시기에 대전광역시 중·고등학생들의 손씻기와 기침
예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그 관련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여 청소년기에 시행되어야 할 보건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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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유행성 독감의 인지된 감수성과 심각성, 손씻기에
대한 지식정도, 행동계기, 인지된 유익성과 장애요인에 따른 손씻기
실천수준

에 큰 지장을 준다고 느낄수록 기침예절 실천수준이

단위 : 명(%), 평균±표준편차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실천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1

연구변수

낮음
539 (63.3)

계
성별
남
274 (66.8)
여
265 (60.0)
학년
중학
109 (58.0)
1학년
중학
118 (62.4)
2학년
고등학교
148 (64.3)
1학년
고등학교
163 (66.8)
2학년
학교유형
남녀공학
280 (60.3)
남학교
146 (71.6)
여학교
113 (61.4)
거주형태
아파트
429 (64.8)
주택
70 (55.1)
기타
40 (63.5)
사회경제적 수준
상
64 (56.6)
중
426 (63.6)
하
47 (74.6)
동거인 수
3명 이상
422 (61.4)
2명 이하
117 (70.9)

손씻기 실천수준
높음
계
313 (36.7) 852(100.0)

p-값*

기침예절에 대한 인지된 유익성은 인지도가 높을수
록 기침예절 실천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0.039
136 (33.2)
177 (40.0)

410 (48.1)
442 (51.9)

났다(p<0.01). 또한 기침예절 장애요인이 적을수록
기침예절 실천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0.290
79 (42.0)

188 (22.1)

71 (37.6)

189 (22.2)

82 (35.7)

230 (27.0)

81 (33.2)

244 (28.7)

다(p<0.01). 기침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습관이 안 되어서’(69.1%)가 가장 많았으며 ‘귀찮아
서’(43.3%)가 다음으로 많았다.
대상자에 대한 행동계기(가정, 학교, 병원에서의 교
육, 타인에 의한 교육, TV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한
0.018

184 (39.7)
58 (28.4)
71 (38.6)

교육, 본인의 발병, 가족 또는 친구의 발병)가 있는

464 (54.5)
204 (23.9)
184 (21.6)

사람에서 기침예절 실천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행동계기가 있는 사람 중에서

0.116
233 (35.2)
57 (44.9)
23 (36.5)

662 (77.7)
127 (14.9)
63 (7.4)

49 (43.4)
244 (36.4)
16 (25.4)

113 (13.4)
670 (79.2)
63 (7.4)

265 (38.6)
48 (29.1)

687 (80.6)
165 (19.4)

는

0.023

852(100.0)

3

0.000
0.289

479 (68.5)
220 (31.5)

3.02±0.827

849(100.0)

0.200

3.02±0.660

852(100.0)

0.000

3.29±0.682

852(100.0)

0.055

1.09±0.830

828(100.0)

0.001

146 (41.4)
166 (33.4)

353 (41.5)
497 (58.5)

4

*

0.018
207 (58.6)
331 (66.6)

별도의

교육을

받

1

연구변수

161 (33.6)
83 (37.7)

8

병원에서

단위 : 명(%), 평균±표준편차

인지된 심각성

행동계기
있다
없다

학교,

[표 2] 일반적 특성, 유행성 독감의 인지된 감수성과 심각성,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정도, 행동계기, 인지된 유익성과 장애에 따른 기침예절
실천수준

2

3.09±0.758
5
손씻기에 대한 지식 정도
2.84±0.672
인지된 유익성6
3.20±0.652
7
인지된 장애
1.71±4.299

‘가정,

음’(44.4%)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2].
0.059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 정도
2.70±0.665 2.90±0.658
인지된 감수성
1번 이하
318 (66.4)
2번 이상
137 (62.3)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01,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3.2 기침예절에 대한 실천수준
기침예절 실천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기침예절 실천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인지된 심각성
문항에서 본인이 유행성 독감에 걸렸을 때 일상생활

기침예절 실천수준
낮음
높음
계
369 (52.8) 330 (47.2) 699 (100.0)

계
성별
남
187 (54.8) 154 (45.2)
여
182 (50.8) 176 (49.2)
학년
중학교
51 (38.1)
83 (61.9)
1학년
중학교
71 (50.4)
70 (49.6)
2학년
고등학교
101 (53.7)
87 (46.3)
1학년
고등학교
145 (61.7)
90 (38.3)
2학년
학교유형
남녀공학
156 (48.3) 167 (51.7)
남학교
118 (58.4)
84 (41.6)
여학교
95 (54.6)
79 (45.4)
거주형태
아파트
279 (52.2) 255 (47.8)
주택
53 (49.1)
55 (50.9)
기타
37 (64.9)
20 (35.1)
사회경제적 수준
상
39 (43.8)
50 (56.2)
중
298 (53.5) 259 (46.5)
하
31 (62.0)
19 (38.0)
동거인 수
3명 이상
296 (52.5) 268 (47.5)
2명 이하
73 (54.1)
62 (45.9)
2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 정도
2.71±0.639
2.91±0.597
인지된 감수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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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
0.325

341 (48.8)
358 (51.2)
0.000
134 (19.2)
141 (20.2)
188 (26.9)
235 (33.7)
0.067
323 (46.2)
202 (28.9)
174 (24.9)
0.134
534 (76.4)
108 (15.5)
57 (8.2)
0.096
89 (12.8)
557 (80.0)
50 (7.2)
0.739
564 (80.7)
135 (19.3)
0.000
699 (100.0)
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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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이하
2번 이상
4
인지된 심각성

247 (51.6)
122 (55.5)

1

Other Respir Viruses. vol 7, no 5, pp. 738-749,

479 (68.5)
220 (31.5)

2013.

0.004

3.16±0.712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 정도5
2.77±0.683
6
인지된 유익성
3.07±0.617
7
인지된 장애
1.44±0.848
행동계기8
있음
96 (40.0)
없음
271 (60.2)
*

232 (48.4)
98 (44.5)
2.99±0.824

696 (100.0)

3.07±0.646

699 (100.0)

[2] 원성훈,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 질병
관리본부, 제21호, 2009.

0.000

[3] 질병관리본부, 2014년 7주차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0.000
3.25±0.599

바이러스

696 (100.0)

1.11±0.841

646 (100.0)

144 (60.0)
179 (39.8)

240 (34.8)
450 (65.2)

주별

발생정보,

Available

from:

0.000

URL: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

0.000

502.jsp?menuIds=HOME001-MNU1175MNU0048-MNU0050&fid=477&q_type=&q_value
=&cid=24765&pageNum=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함,

: 기침예절 실천수준은 ‘이번 겨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다음 행동

[4]

질병관리본부,

Available

from:

URL:http://

을 실천하십니까?’의 하위 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

www.cdc.go.kr/CDC/health/CdcKrHealth0101.jsp

도로 계산하여 점수화하였고, 그 점수가 15점 이상일 때 ‘상’, 14점 미만일

?menuIds=HOME001-MNU1132-MNU1147-

때 ‘하’로 이분화 함.
2

[5] Allison EA, Vanessa P, Rebecca M. Coulborn,,

니까?’에 대한 답변을 4점 척도로 점수화함.
3

MNU0746-MNU0750&fid=763&cid=17997, 2013.

: 유행성 독감에 대한 지식정도는 ‘유행성 독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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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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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된 심각성은 ‘유행성 독감에 걸리면, 학생 본인의 일상생활에 얼마

나 큰 지장을 줍니까?’에 대한 답변을 4점 척도로 점수화함.
5

among

: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 정도는 ‘기침예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

까?’에 대한 답변을 4점 척도로 점수화함.
6

7

: 인지된 장애는 ‘기침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모두 고르시

A

Randomized

[6] 대한의사협회, 2013 어린이들 건강, 올바른 손씻기
와 기침예절로 지켜요, Available from: URL:

오’에 대해 5개 문항 중 응답한 문항의 개수를 점수화함.
8

Adults:

1, 2012.

: 인지된 유익성은 ‘ 기침예절을 잘 지키면 유행성독감에 덜 걸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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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tervention Trial. PLoS One. e29744, vol 7, no

http://www.kma.org/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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