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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양육

을 위탁시키고자 하는 요구로 인해 여러 형태의 보육시설이 

급증하게 되었다. 취업모가 아니더라도 조기교육의 이유 등으

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늘

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

서 최근 보육의 질, 특히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Kim, 2003).

연구에 따르면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들은 집단 

보육으로 인해 여러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져

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비해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주요 감염성 질환인 호흡기

와 소화기 감염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와 비교해 2배에

서 수배이상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ll, Holberg, 

Aldous, Martinez, & Wright, 2002; Collet et al., 1994; Lu et 

al., 2004), 이러한 잦은 감염성 질환이환은 부모의 결근과 조

퇴를 초래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항

생제 내성균과 중이염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Masuda et al., 2002; Nafstad, Kongerud, Botten, Hagen, 

& Jaakkola, 1997). 보육시설 영유아의 높은 감염성 질환 이환

율의 원인은 밀집한 환경에서의 잦은 접촉과 영유아의 구강

기적 습관, 위생습관 부재 등이 미생물 전파를 증가시키기 때

문이지만 스스로 감염예방행위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

에는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감염예방행위가 영유아의 감염성 

질환이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ros, Ross, 

Fonseca, Williams, & Moreira-Filho, 1999; Evers, 2002; St 

Sauver, Khurana, Kao, & Foxman, 1998). 보육교사는 여러 영

유아의 분변이나 기저귀 처리를 동시에 하면서 오염된 손으

로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으며, 영유아의 콧물을 닦는 행위

로 호흡기감염의 병원체에 오염된 후 또 다른 영유아에게 전

파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는 영유아

의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Barros 

et al., 1999; Benfield, 1991). 하지만 연구(Roberts et al., 

2000a, 2000b)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감염조절에 대한 교육

이 부적절했거나 미생물의 전파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감염예방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이 국내보다 더 일찍이 보편화된 북

미와 유럽 선진국의 건강전문가들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

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Uhari & Mottonen(1999)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1시간 씩 총 5회에 걸쳐 감염예방교육을 제공한 결

과 보육교사의 지식과 예방행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

하였으며 Roberts et al.(2000a, 2000b)도 보육시설 내에서 3시

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격주마다 방문하여 감염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가 크게 증가했

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일회성의 집단 보수교육은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켰으나 태도와 예방행위에 대해서

는 어떠한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ing, 1995). 이

와 같이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향상시킨 프로그램들은 

보육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연구자의 보육시설 방문 자체가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Kotch et al., 1994; Ulione, 1997).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

위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은 감염성 질환과 예방행위에 대한 

지식부족에 있으며 감염예방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예방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한다(Manning, 1995; 

Skull et al., 2000). 하지만 선행연구들(Kotch et al., 1994; 

Roberts et al., 2000a, 2000b; Uhari & Mottonen, 1999; Ulione, 

1997)은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 혹은 감염예방행위 측

면만을 측정함으로서 방문교육프로그램의 감염예방에 대한 태

도변화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지 않았고, Benfield(1991)는 방

문교육을 제공한 연구자가 직접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관찰ㆍ측정함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실험자효과와 호손효과

를 통제하지 못했다.

방문교육프로그램으로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가 향상되었

을 때는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성 질환도 현저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erts et al., 2000a, 2000b; Ulione, 

1997). 하지만 국내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태조사(Han, Kim, & Choi, 2007; Kim & Han, 

2006; Lim et al., 2003)나 감염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교육

요구 조사(Kim, 20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감염예방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보육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했을 때 보

육교사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가 향상되

었다는 국외 선행연구들(Kotch et al., 1994; Roberts et al., 

2000a, 2000b; Uhari & Mottonen, 1999; Ulione, 1997)을 토대

로 하여 방문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함으로서 보육교사

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행위 뿐만 아니라 감염예

방의 태도에 대한 효과까지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

도되었으며, 실험자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자가 아닌 연구

보조원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관찰ㆍ측정함

으로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와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

를 위한 간호중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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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에게 영유아의 감염에 대한 교

육을 제공하고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문교육프

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후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 태

도와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용어 정의

 보육시설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5).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일개 구

의 구립어린이집을 말한다.

 방문교육프로그램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자에 의해 구성ㆍ개발

된 프로그램으로 8주 동안 주 1회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세미

나 및 소책자, 슬라이드, 시범, 포스터 전시, Glo-GermTM을 이

용한 5회의 교육과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 하

기 위한 3회의 추가 방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일개 구의 보건소 관할에 있어 보건정책상의 

차이가 없는 구립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급 이상의 보육교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표본

의 크기는 2개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Cohen(1988)의 공식에 따라 각 표본 수를 17명으로 

설정하였다(α= .05, d= .07, 1-β= .5).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각 연령별 영유아 수와 보육교사 수가 유사한 어린이집을 두 

개씩 짝짓기 한 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임의 배정하였

으며 결과적으로 실험군 3곳의 보육시설과 대조군 3곳의 보

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각 17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 도구

 감염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식 측정도구는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자 Benfield(1991)가 개발하여 사용한 7

문항과 문헌고찰(American Academic of Pediatrics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AAP & APHA], 2002)을 토대로 연

구자가 개발한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의 감염성 질환

과 증상, 예방접종, 감염성 질환 관리, 감염예방법, 감염경로 

등의 5가지 하부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선다형 15문항과 이

분형 1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대상이 아닌 보육교사 12

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와 보육시설장 2인을 통해 난해한 

항목이나 용어, 보육교사가 알아야 하는 항목 등을 수정ㆍ보

완하였으며, 감염관리전문간호사 1인과 아동간호학 교수 1인에 

의해 측정된 내용타당도 CVI= .83이었고, 신뢰도 Cronbach's α

= .81(선다형), Kuder-Richardson 20= .82(이분형)이었다.

 감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보육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18문항(Lim et al., 2003; 

Manning, 1995)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1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 .5이상을 선정한 요인분석 결과, 보육

시설 영유아의 감염에 대한 책임감, 감염예방에 대한 신념, 

감염예방을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협동, 감염에 대한 인

식과 대처, 감염예방에 대한 자신감, 영유아의 감염상태에 대

한 지각 등의 누적백분율 76.9%를 설명하는 요인 6가지가 추

출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에 민감하

고 감염관리와 예방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과 아동간호학 교수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이 아닌 보육교사 1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해 난해한 항목이나 용어 등을 수정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89였다.

 감염예방행위 관찰기록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 관찰기록지는 

Benfield(1991)가 개발하여 사용한 배변처리, 기저귀 교환, 급

ㆍ간식, 분비물 처리 등의 4영역으로 구성된 보육교사의 감염

예방행위 체크리스트를 문헌을 토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16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행위의 수행 여부에 따라 O, ×칸

에 표기만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기록지는 감염관리전문간호사 1인과 보육시설장 1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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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of training program on infection prevention

Weeks Objectives Contents Time(min) Methods  

1 Staff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reasons why 
children at increased risk 
for infection.

ㆍ Introduction 10
Booklet
Power point
White board

ㆍSharing experiences of infection in daycare centers 15
ㆍ Information of infection 40
ㆍDiscussion about infection prevention 30

2 Staff will be able to 
understand respiratory 
infection and gastroenteritis,
caring of sick child.

ㆍ

ㆍ

ㆍ

ㆍ

Sharing experiences of respiratory infection, gastroenteritis in 
daycare centers
Information of respiratory infection, gastroenteritis
Caring for fever, vomiting, diarrhea
Discussion about sick child caring

15

30
20
30

Booklet
Power point
Thermometer
Medicine spoon
Respiratory model
Poster
Lecture

3 Staff will be able to list 
childhood Infectious disease 
and symptoms: chicken pox, 
measles, impetigo, pink eye, 
handㆍfootㆍmouth disease

ㆍSharing experiences of infectious disease in daycare centers 15
Booklet
Power point
Lecture

ㆍ Information of infectious disease 40
ㆍCaring of child who has infectious disease 10
ㆍDiscussion about infectious disease 30

4 Staff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reason why 
immunization is needed.

ㆍ

ㆍ

ㆍ

ㆍ

Sharing experiences of infectious disease during last week
Information of immunization
Information of disinfection 
Discussion about immunization & cleaning

10
15
40
25

Booklet
Power point
Spray
Lecture
Demonstration

5 Staff will be able to 
practic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Information of daily morning check
Role play about daily morning check
Proper hand washing
Demonstration of hand washing 
Glo germ test
Diapering & handling body secretions
Indoor ventilation & cleaning, making bleach solution
Discussion about infection prevention techniques

10
10
10
20
10
20
10
10

Booklet
Power point
Glo germ
Baby model
Flash animation
Hand cream
Lecture
Demonstration
Role play

6 Staff will be able to 
perform infection prevention 
techniques.

ㆍSharing experiences of child health for last week 10

Monitoring
Demonstration

ㆍCorrection & demonstration of hand washing 15
ㆍCorrection & demonstration of diapering 15
ㆍCorrection & demonstration of secretions handling 10
ㆍAssessment & caring of infected children 15

7 Staff will be able to 
perform infection prevention 
techniques.

ㆍSharing experiences of child health for last week 10
Monitoring
Feedback

ㆍ Information of epidemic disease  5
ㆍMonitoring of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20
ㆍAssessment & caring of infected children 15

8 Conclusion ㆍSharing experiences of child health for last week 10
Monitoring
Feedback

ㆍ Information of epidemic disease  5
ㆍDiscussion about a training program 30
ㆍSummary & Close 20

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이 아닌 보육교사 12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관찰

자인 연구보조원 4명간의 관찰자간 신뢰도 Kappa index= .93

였다. 관찰지에 기록된 자료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행

위의 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로 수행된 행위의 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계산된 값이 클수록 감염예방행위가 잘 지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절차

 보육시설 방문교육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육교사가 필요한 정보와 연구자의 

방문 횟수 및 시간에 대해서 실험군 보육교사 17명을 대상으

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 방문 횟수는 주 1회의 요구

가 가장 많았고 교육 시간으로는 근무가 끝나는 평일 날 6시 

이후를 요구했으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기 주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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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의 종류와 증상, 격리가 필요한 질환 및 격리 기간, 

감염경로 및 전파경로, 예방접종, 감염 예방법, 전파경로의 차

단법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요

구내용과 보육시설 영유아를 위한 감염예방지침(AAP & 

APHA, 2002)을 토대로 총 5가지 주제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구성한 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책자를 개발

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매체를 구성하였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강화하기 

위해 주 1회 씩 총 3회의 추가방문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아동간호학 교수 2인과 실험군 보육시설

장 3인으로부터 목적과 내용, 구성 및 전개방식, 그림 및 사

진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보육현실과 맞지 않

는 부분과 전문적인 용어는 삭제 또는 수정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연구보조원 훈련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 효과를 통제하고 보육교사의 감염예

방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

과 3～4학년 학생 4명을 관찰자로 활용하였으며, 연구기간 동

안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연구의 목적

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두 차례의 사전 교육을 받고 연구

대상이 아닌 다른 보육시설에서 두 번의 예비관찰을 실시한 

후 관찰기록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모호한 행위나 관찰지

침서에 없는 행위 등에 대해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마

지막으로 연구대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한 후 최종 교육을 마쳤다. 실제 관찰 시 지침에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번 보고하도록 하

여 관찰자에 의한 주관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전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에서 3～5회 이상 주기적 

방문교육을 실시했을 때 보육교사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

식과 예방행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들

(Kotch et al., 1994; Roberts et al., 2000a, 2000b; Uhari & 

Mottonen, 1999; Ulione, 1997)을 토대로 총 8주 동안 8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교육을 위한 방문은 보육교사의 요구에 

따라 보육시설 영유아가 퇴소한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도입, 문제해결, 마무리의 3단계로 진행되

었다.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문시간은 보육교

사와 영유아의 활동이 활발한 오전 10시에게 2시 사이의 약 

1시간 동안이었다. 매 방문 시 마다 다음 방문 일정에 대해 

시설장 및 보육교사들과 상의하였으나 감염예방행위를 강화하

기 위한 방문에서는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육

교사에게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동질성을 위해 방문간호사는 연구자 1명으로 제

한하여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조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사

전, 사후에 대한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

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ㆍ수집하고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연구보조원은 사전, 사후에 대한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

위를 관찰ㆍ측정하였다. 연구 시작 첫 주 동안 지식,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바로 수거하는 사전조사가 실

시되었으며 사후조사는 시험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 마지

막 주에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감염예방행위의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적용 전 4주 동안 매주 

1회씩 실시되었고, 연구 기간 마지막 4주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감염예방행위에 대한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관찰자 1명당 1

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관찰하여 감염예방행위를 

기록하였으며 사전사후에 각각 조사대상을 바꿔 관찰하도록 

함으로서 조사자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관찰시간은 활

동이 많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로 하였으며 평균 관

찰 시간은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호손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감염예방행위에 대한 관찰 사실을 보육교사들이 알지 못하도

록, 조사 목적에 대해서는 시설장에게만 알렸고 보육교사에게

는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관찰

자에게도 관찰의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육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사전 동질성 및 사후 차

이 검증은 Chi-square와 t-test, Fisher's exact test, Mann- 

Whitney U-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실험군 25.82세(±4.00), 대조군 28.82

세(±6.43)로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보육교사 경력은 각각 

2.77년(±3.43), 4.53년(±2.99)이었다. 영유아 대 보육교사 비율

은 모두 법적 기준(1세 1:5, 1세 1:7, 3세 1:15, 4-5세 1:20)에 

부합하였고 1인당 평균 담당 영유아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서 각각 10.29명, 9.94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하가 실험

군은 64.70%, 대조군의 경우는 76.47%이었다. 재학 시 아동건

강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실험군은 76.47%, 대조군은 

64.70%이었으며 현직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각각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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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aycare staff

Characteristics
Experimental(n=17) Control(n=17)

χ2 or t p
Mean±SD or N(%) Mean±SD or N(%)

Age(yr) 25.82±4.00 28.82±6.43 -1.632 .112
Experience(yr)  2.77±3.43  4.53±2.99 -1.596 .120
No. of children per a staff 10.29±6.08  9.94±5.88 .172 .865

Education
≤ College 11 (64.70) 13 (76.47)

.567  .708a

University ≤  6 (35.30)  4 (23.53)
Completion of child health 
classes during the school

Yes 13 (76.47) 11 (64.70)
.567  .708a

No  4 (23.53)  6 (35.29)
Take a child health 
education during a work?

Yes  8 (47.05)  5 (29.41)
.481 .241

No  9 (52.95) 12 (70.59)
The latest child health 
education

≤ 1 years  11 (64.70)  4 (23.52)
5.418 .045*a

1 years 〈  3 (17.64)  8 (47.05)
a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of the knowledge of, attitudes towards the child infection &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erimental(n=17) Control(n=17)

t or U p
Mean±SD or N(%) Mean±SD or N(%)

Knowledge of 
the child 
infection

Infectious disease & symptoms 4.00 ±  .93 3.82 ± 1.13  .496 .623
Immunization  .94 ±  .89 1.06 ±  .89 -.381 .705
Infection management 3.23 ± 1.20 3.59 ± 1.28 -.830 .413
Infection prevention 4.76 ± 1.48 4.59 ± 1.54 .340 .736
Route of transmission 3.18 ±  .63 3.47 ± 1.00 -1.018 .316
Total 16.12 ± 2.69 16.53 ± 3.02 -.420 .678

Attitudes 
towards the 
child infection

Responsibility 12.00 ± 1.32 11.82 ±  .88 .457 .650
Belief towards prevention 8.53 ± 1.07 8.53 ±  .94 .000 1.000
Recognition & coping 11.00 ± 1.27 10.29 ± 1.44 1.509 .141
Communication &collaboration 8.82 ± 1.18 8.76 ± 1.14 .147 .884
Confidence 9.12 ± 1.05 9.06 ±  .65 .195 .846
Infection status awareness 8.76 ± 1.14 8.65 ±  .60 .374 .711
Total 58.24 ± 4.85 57.12 ± 3.15 .796 .432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Toileting 41.59 ±29.10 45.35 ±18.41 -.451 .656
Diaperinga 50.80 ±17.62 47.14 ±25.58 .275b .789
Providing meal and feeding 83.00 ± 8.44 84.41 ± 5.92 -.564 .577
Handling body secretion 15.94 ±21.91 27.59 ±14.80 -1.815 .079
Total 60.32 ±92.24 61.82 ± 8.63 -.490 .627

a Experimental group (n=5),  Control group (n=6)    b Mann-Whitney U-test

29.41%이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이 1년 이하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64.70%, 23.52%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

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기간을 제외하

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에 대

한 실험군, 대조군 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태도점수에

서 실험군이 감염예방행위 점수에서 대조군이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

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의 

하부영역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3>.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프로그램을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의 사전과 사후의 지식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실험군은 16.12에서 28.00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

은 16.53에서 16.9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두 군 간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11.473, 

p< .001),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감염에 대

한 지식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감염에 대한 태

도 점수가 사전과 사후에서 11.00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1.29 

증가하여 두 군 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 

-5.894, p< .001),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감염에 대한 

태도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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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knowledge of, attitudes towards the child infe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erimental(n=17) Control(n=17)

t p 
Mean(±SD) Mean(±SD) 

Knowledge of 
the child 
infection

Infectious disease & 
symptoms

Pretest 4.00 ± .93 3.82 ±1.13  
Posttest 6.53 ± .71 4.23 ±1.25 -7.387 < .001***
Difference -2.53 ± .72 - .41 ± .94

Immunization
Pretest  .94 ± .89 1.06 ± .89  
Posttest 2.00 ± .00 .94 ± .65 -3.755   .001**
Difference -1.01 ± .89 .12 ± .93

Infection management
Pretest 3.23 ±1.20 3.59 ±1.28  
Posttest 4.88 ± .33 3.71 ± .98 -3.733   .001**
Difference -1.65 ±1.41 - .12 ± .93

Infection prevention
Pretest 4.76 ±1.48 4.59 ±1.54  
Posttest 8.18 ± .88 4.12 ±1.45 -6.592 < .001***
Difference -3.41 ±1.58 .47 ±1.84

Route of transmission
Pretest 3.18 ± .63 3.47 ±1.00  
Posttest 6.41 ± .87 3.94 ± .89 -6.630 < .001***
Difference -3.23 ± .83 - .47 ±1.50

Total
Pretest 16.12 ±2.69 16.53 ±3.02
Posttest 28.00 ±1.73 16.94 ±3.52 -11.473 < .001***
Difference -11.88 ±3.22 - .41 ±2.58

Attitudes 
towards the child 
infection

Responsibility
Pretest 12.00 ±1.32 11.82 ± .88
Posttest 16.53 ±1.97 12.11 ±1.31 -6.279 < .001*** 
Difference -4.53 ±2.45 - .29 ±1.31

Belief towards prevention
Pretest 8.53 ±1.07 8.53 ± .94
Posttest 10.12 ± .99 8.12 ±2.02 -3.552   .001**
Difference -1.59 ±1.37 .41 ±1.87

Recognition & coping
Pretest 11.00 ±1.27 10.29 ±1.44
Posttest 12.47 ± .62 10.94 ±1.74 -1.517   .139
Difference -1.47 ±1.12 - .65 ±1.93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Pretest 8.82 ±1.18 8.76 ±1.14
Posttest 9.94 ±1.19 8.65 ±1.14 -2.597   .014**
Difference -1.12 ±1.36 .12 ±1.41

Confidence
Pretest 9.12 ±1.05 9.06 ± .65
Posttest 10.24 ±1.14 9.47 ± .65 -1.480   .149
Difference -1.12 ±1.41 - .41 ±1.37

Infection status awareness
Pretest 8.76 ±1.14 8.65 ± .60
Posttest 9.94 ±1.14 9.12 ± .99 -1.365   .182
Difference -1.18 ±1.78 - .47 ±1.18

Total
Pretest 58.24 ±4.85 57.12 ±3.15
Posttest 69.24 ±5.12 58.41 ±3.57 -5.894 < .001*** 
Difference -14.29 ±5.83 -4.59 ±3.48

부영역에서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감염에 대

한 인식과 대처, 감염예방에 대한 자신감, 영유아의 감염상태에 

대한 지각 등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감염예방행위의 점수에 있어서도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28.56증가하였고 대조군의 경우는 5.26감소하

여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2.967, p< .001)

가 있었으며, 각 하부영역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Table 5>.

논    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늘어나고 학령전기까지

의 많은 영유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게 

되면서 집단보육에 있는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

은 영유아의 집단보육은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위험 요소가 

많아 영유아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

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김   지   수

474 아동간호학회지 13(4), 2007년 10월

<Table 5> Comparison of th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erimental(n=17) Control(n=17)

t or U p
Mean±SD or N(%) Mean±SD or N(%)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Toileting
Pretest 41.59 ±29.10 45.35 ±18.41
Posttest 91.59 ± 6.90 51.65 ±18.00 -5.430 < .001***
Difference -50.00 ±28.18 -6.29 ±17.52

Diaperinga
Pretest 50.80 ±17.62 47.14 ±25.58
Posttest 78.40 ± 9.26 45.50 ±27.39 2.000b   .049**
Difference -36.25 ± 3.86 -3.60 ±21.66

Providing meal 
and feeding

Pretest 83.00 ± 8.44 84.41 ± 5.92
Posttest 94.59 ± 4.54 69.88 ±22.21 -4.823 < .001***
Difference -11.59 ±10.22 14.53 ±19.85

Handling body
secretion

Pretest 15.94 ±21.91 27.59 ±14.80
Posttest 79.76 ±10.59 40.29 ±11.11 -7.370 < .001***
Difference -63.83 ±24.97 -12.71 ±13.93

Total
Pretest 60.32 ± 9.22 61.82 ± 8.63
Posttest 88.87 ±  .04 56.56 ±11.95 -12.967 < .001***
Difference -28.56 ± 8.56 5.26 ± 6.50

a Experimental group (n=5),  Control group (n=6)    b Mann-Whitney U-test
** p〈 .01  *** p〈 .001

연구는 이와 같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시도

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아동간호역할의 개발과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효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보육시설 이용이 일찍이 보편화된 국외의 건강전문가들은 

집단보육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

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고 있다(Kotch et al., 1994; Roberts et al., 

2000a, 2000b; Uhari & Mottonen, 1999; Ulione, 1997).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식 혹

은 감염예방행위만을 측정함으로서 예방행위를 지속시키기 위

해 선행되어야 하는 감염예방의 태도향상에 대한 효과는 확

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감염예방

행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선행연구들(Kotch et al., 

1994; Roberts et al., 2000a, 2000b; Uhari & Mottonen, 1999; 

Ulione, 1997)을 토대로 보육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교

육을 제공하고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구성된 

방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한 후 보육교사의 영유아 감

염에 대한 지식, 감염예방행위 뿐만 아니라 태도에 대한 효과

를 검정하여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Kim, Kim, & 

Bae, 2002; Kim, 2003)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영유

아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근무로 인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 내에서 교육받

기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과 같은 일회성 집단교육

은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없고

(Bartlett et al., 1988; Manning, 1995), 보육시설 방문을 통한 

교육제공은 방문자체가 감염예방과 같은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행위를 증진시키는 모니터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otch et al., 1994; Ulione, 1997). 이러한 점에서 본 프로그

램을 보육교사의 요구와 모니터링의 효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그 결과 중재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

지만 사후조사 후의 추가조사가 일어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육교사의 교육요

구내용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5가지 주제로 구성된 소책자를 

개발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증상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염예

방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실 내에 이러한 참고자료가 

비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의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건강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본 프

로그램에서 제공한 소책자가 감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가 되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1992년부터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성 

질환과 사고예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발표하여 보육교사

의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AAP & 

APHA, 2002).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육시설 영유아

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교사의 건강교육 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들이 건

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

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Pauley & Gaines, 1993).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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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감염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드와 감염경로

를 이해할 수 있는 호흡기 모형, 손씻기 동영상, Glo-Germ, 포

스터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었고 이러한 다차원적 방

법으로 구성된 교육이 지식과 예방행위를 전달하는데 효과적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씻기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Glo-GermTM 같은 매체는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다(Kotch et al., 1994). 교육이외에도 모

니터링을 위해 구성된 추가방문 시마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의 감염증상과 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는데, 이것은 방문

교육프로그램이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가 감염예방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

보를 제공받고 실천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타당성을 근거로 구성된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

공받은 보육교사는 그렇지 않은 보육교사에 비해 영유아 감

염에 대한 지식, 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보육교사의 감

염예방행위에 주요장애 요인이 지식부족인 만큼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감염증상에 대한 인식과 관리 등의 일차적 건

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Osterholm, 

1994). 하지만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사의 

교과과정에 아동건강관련 교과목을 3학점만 이수하도록 규정

(Kim & Kim, 2004)하고 있어, 보육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영유

아의 건강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Kim, 2003). 이는 보

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보육교

사의 지식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본 연구

가 선행연구들(Benfield, 1991; Kotch et al., 1994; Manning, 

1995; Uhari & Mottonen, 1999; Ulione, 1997)과 차별화 되는 

것은 보육교사의 감염예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보육시설 방

문으로 교육프로그램만을 제공한 반면 본 프로그램은 교육이

외의 추가방문을 제공하여 지식과 예방행위를 강화할 수 있

는 지지체계를 마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감염에 대한 태도의 하부영역, 즉 감염에 대한 인식과 대처, 

감염예방에 대한 자신감, 영유아의 감염상태에 대한 지각 등

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마도 건강관리에 비

전문가인 보육교사가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감염증상

을 판별하고 대처하는 확신을 가지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을 좀 더 확장하여 적용한 

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한 보육교

사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전적으로 건강전문가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육교사에게 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위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아동옹호자의 

입장으로서 전문가와 함께 건강한 보육을 추구하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Alkon, Wolff, & Sokal- Gutierrez, 

2002).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보육교사들은 지식, 태도의 

향상과 함께 감염예방행위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손씻기와 위생수

칙, 기저귀 교환과 배변 처리 수칙 등의 준수가 우선순위로 

지켜져야 한다(AAP & APHA,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한 행위를 배변 처리, 기저귀 처리, 급ㆍ간식 

보조, 분비물 처리 등의 4영역으로 분류하여 관찰 측정하였고 

그 결과 하부영역 모두에서의 예방행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저귀 처리 시에 대한 감염예방행

위는 영아를 돌보는 실험군, 대조군의 보육교사 각 5, 6명에

게만 관찰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배변훈련이 되지 않은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수를 파악하여 표본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선행연구(Benfield, 1991; Manning, 1995)와는 달리 보육교사

의 감염예방행위를 도구나 설문지를 이용하지 않고 연구보조

원을 활용하여 관찰ㆍ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과 같은 건강관리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미국에서는 보육아동건강관리전문가(Child Care Health 

Consultant)제도를 도입하여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되고 있

다. 여기에서 간호사는 건강개념과 건강증진 기술을 전달하기

에 효율적인 전문가로서 보육교사에게 건강교육과 상담을 제

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보육아동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Alkon, Wolff, 

& Sokal-Gutierrez, 2002).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보육시설 

방문이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보육교사의 감

염예방행위를 향상시키는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

의 개발을 시도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아동

간호실무와 역할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 방문교육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를 이용

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시 일개 지역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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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어린이집 6곳에 종사하고 있는 34명의 보육교사(실험군 17

명, 대조군 17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였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실험군 대상자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교육요구 내용과 방문 횟수 및 

시간을 파악한 후, 교육을 위한 5회의 방문과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3회의 추가방문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구

성하였으며 매주 1회씩 총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을 위해 소책자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

한 교육매체로 슬라이드, 모형, 동영상, 포스터, Glo-GermTM 등

이 이용되었다. 교육은 도입, 문제해결, 마무리 3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교육을 

위한 방문시간은 보육교사의 근무가 끝나는 6시 이후였으며, 

감염예방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문시간은 오전 10시에

서 오후 2시 사이의 약 1시간동안이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기간 동안 보육교사의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를 조사하였다.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도구를 사용했으며, 감염예방행위를 측정하는 데는 연구

보조원이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test와 t-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test 등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보육교사는 제공받지 않은 보

육교사에 비해 영유아의 감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태도측정 도구의 하부영역에서 감염에 대한 인식과 

대처, 감염예방에 대한 자신감, 영유아의 감염상태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감염예방행위의 점수에 있어서도 방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보육교사의 사전 사후의 점수 차이가 대조군에 비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보육시설 방문교육프로그램은 

보육교사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라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간

호실무 영역과 역할 확대를 위한 시도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

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적용이 보육교사의 

감염예방행위 향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육시설 영유아의 감

염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

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Alkon, A., Wolff, M., & Sokal-Gutierrez, K. (2002). Child 
care health consultation improves health knowledge and 
compliance. Pediatr Nurs, 28(1), 61-65.

American Academic of Pediatrics,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2). Caring for our children. National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s standards: guidelines for 
out-of-home child care programs(2nd ed). Washington, DC: 
Author.

Ball, T. M., Holberg, C. J., Aldous, M. B., Martinez, F. D., 
& Wright, A. L. (2002). Influences of attendance at day 
care on the common cold from birth through 13 years of 
age. Arch Pediatr Adolesc Med, 156(2), 121-126.

Barros, A. J. D., Ross, D. A., Fonseca, W. V. C., Williams, 
L. A., & Moreira-Filho, D. C. (1999). Preventing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and diarrhoea in child care centres. 
Acta Pediatr, 88(10), 1113-1118.

Bartlett, A. V., Jarvis, B. A., Ross, V., Katz, T. M., Dalia, M. 
A., Englender, S. J., & Anderson, L. J. (1988). Diarrheal 
illness among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centers; 
effects of active surveillance and staff training without 
subsequent monitoring. Epidemiol, 127(4), 808-817.

Benfield, J. P. (1991). The effect of a teaching program on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in day care center staff 
member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Washington D.C.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Collet, J. P., Burtin, P., Kramer, M. S., Floret, D., Bossard, 
N., & Ducruet, T. (1994). Type of day-care setting and 
risk of repeated infections. Pediatrics, 94(6 pt 2), 997-999.

Evers, D. B. (2002). The pediatric nurse's role as health 
consultant to a child care center. Pediatr Nurs, 22(3), 
231-237.

Han, K. J., Kim, J. S., & Choi, M. Y. (2007). Needs of 
day-care staff for a center-based child care health program.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3(2), 128-135.

Kim, H. R. (2003).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health and 
nutrition services for children in child day cente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85, 65-76.

Kim, I. O., & Kim, M. Y. (2004). Nursing consideration of 
the infant care act and suggestion on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361-366. 

Kim, J. S. (2003). A survey on teacher's health needs in child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J. S., & Han, J. K. (2006). Health problems and health 
services in child day care cent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2(1), 25-33.

Kim, J. W., Kim, Y. J., & Bae, I. J. (2002). A study on the 
needs of infant/toddler caregivers' for the in-service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5, 
139-159.

Kotch, J. B., Weigle, K. A., Weber, D. J., Clifford, R. M., 
Harms, T. O., Loda, F. A., Gallagher, P. N. Jr., Edwards, 



보육시설 방문교육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영유아 감염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3(4), 2007년 10월 477

R. W., LaBorde, D., McMurray, M. P., Rolandelli, P. S., 
& Faircloth, A. H. (1994). Evaluation of an hygienic 
intervention in child day-care centers. Pediatrics, 94(6), 
991-994.

Lim, N. Y., Kim, J. H., Chon, J. J., Jung, M. H., Kim, B. 
H., Yoo, E. K., Lee, J. S., & Tak, Y. R. (2003). 
Development model of child health promotion center. The 
Korean Nurse, 42(5), 74-82.

Lu, N., Samuels, M. E., Shi, L., Baker, S. L., Glover, S. H., 
& Sanders, J. M. (2004). Child day care risks off common 
infectious diseases revisited. Child Care Health Dev, 30(4), 
361-368.

Manning, A. (1995). Preventing and managing illness in child 
care setting: a program evalu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Newfoundland & Labrador.

Masuda, K., Masuda, R., Nishi, J. I., Tokuda, K., Yoshnaga, 
M., & Miyata, K. (2002). Incidences of nasopharyngeal 
colonization of respiratory bacterial pathogens in Japanese 
children attending day-care centers. Pediatr Int, 44(4), 
376-38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December 29). 
Act on child care program. Retrieved August 1, 2007, 
from http://www.mogef.go.kr.

Nafstad, P., Kongerud, J., Botten, G., Hagen, J., & Jaakkola, 
J. J. (1997). The role of passive smoking in the 
development of bronchial obstruction during the first 2 
years of life. Epidemiology, 8(3), 293-297.

Osterholm, M. (1994). Infectious disease in child day care: an 
overview. Pediatrics, 94(6 Pt 2), 987-990.

Pauley, J. G., & Gaines, S. K. (1993). Preventing day-care- 
related illness. J Pediatr Health Care, 7(5), 207-211.

Roberts, L., Jorm, L., Patel, M., Smith, W., Douglas, R. M., 
& McGilchrist, C. (2000a). Effect of infection control 
measures on the frequency of diarrheal episodes in child 
car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ediatrics, 105(4), 
743-746.

Roberts, L., Smith, W., Jorm, L., Patel, M., Douglas, R. M., 
& McGilchrist, C. (2000b). Effect of infection control 
measures on the frequency of upper respiratory infection in 
child car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ediatrics, 
105(4), 738-742.

Skull, S. A., Ford-Jones, E. L., Kulin, N. A., Einarson, N. A., 
Thomas, R., & Wang, E. E. (2000). Child care center staff 
contribute to physician visits and pressure for antibiotics 
prescription. Arch Pediatr Adolesc Med, 154(2), 180-183.

St Sauver, J., Khurana, M., Kao, A., & Foxman, B. (1998). 
Hygiene practices and acute respiratory illness in family 
and group day care homes. Public Health Report, 113(6), 
544-551.

Uhari, M., & Mottonen, M. (1999). An ope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infection prevention in child day-care 
centers. Pediatr Infect Dis, 18(8), 676-677.

Ulione, M. S. (1997). Health promotion and injury prevention 
in a child development center. J Pediatr Nurs, 12(3), 
148-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