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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수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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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동 호흡기 증후군의 발 으로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동호흡기 증후군의 

방을 하여 손 씻기의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기질불안, 건강통제 , 건강증진행 의 계를 분석

하 다. 314명의 간호 학생들에게 동 호흡기 증후군을 방하는 방법, 손 씻는 횟수, 기질불안, 건강통제 , 건강증진행
에 하여 설문조사하 고, 수집된 자료는 Pearson correlation,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손 씻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손 씻기 요도 이 으며, 손 씻기 요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 통제 로 나타났다. 한, 부분
의 간호 학생이 손 씻기가 동 호흡기 증후군의 가장 요한 방법으로 인지하 다. 이에 손 씻기의 요성과 내  통제

를 강화한 건강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hand washing has been emphasized a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threatened public health. This study aimed to prevent MERS by hand washing frequenc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and washing behavior and trait anxiety, locus of control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this study, 314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a survey where they could indicate what they did and the frequency of hand washing
for preventing MERS. They also responded to questions related to the trait anxiety, locus of control,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requency of hand washing was highest among the measures that the participants used and i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articipants who reported high scores for the importance of hand washing.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hand washing was impacted by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Most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the survey 
acknowledged that hand washing was the most important method for preventing M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ducate people on the importance of hand washing and pay attention to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nal 
locus of control to promote hand-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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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동 호흡기 증후군은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감염

에 의한 증 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2년 4월 최  환

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지역의 풍토병에서 시작하

여, 2015년 6월 한민국을 비롯하여 25개국에서 발생
하 다〔1〕. 2015년 10월 기   세계 동 호흡기 증

후군 감염 확진자 1,616명, 사망자 624명  국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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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확진 186명, 사망 36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으로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1, 2〕.

동 호흡기 증후군의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 지지 

않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낙타 에 의한 감염

가 보고되었고, 국내의 경우 동을 방문하고 돌아
온 첫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은 병원에서 환자, 그 
가족, 같은 공간에 있었던 환자, 의료진으로 에 

의해 되었다〔2, 3〕. 은 동 호흡기 증후

군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는 진료, 처
치,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  

한 경우이다〔1, 2〕. 동 호흡기 증후군 감염의 

표 인 증상은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
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이며, 만성질환 혹
은 면역기능이 하된 환자들에게는 폐렴, 성신부  

등의 증의 합병증이 나타난다〔1〕. 일반 으로 염

성은 낮다고 알려졌으나, 국내의 경우 기존 유형과 달리 
염력이 빠른 편으로 2015년 5월 동 호흡기 증후군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감염자가 100명
을 넘어서는 격한 감염확산과 4차 감염까지 속출하여 
동 호흡기 증후군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일기도 

하 으나 2015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바이러
스 변이 가능성이 없고 지역 사회 에 해서도 증거

가 없다고 밝혔다〔2〕. 동 호흡기 증후군의 감염자 

수와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각종 뉴스와 

매스컴에서의 연이은 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

가되었으며, 계속되는 감염자로 인하여 각종 행사들은 
취소되고, 학교에서는 임시휴교, 동 호흡기 증후군 의

심자가 내원한 병원에서는 임시휴업, 자가 격리 등을 경
험하게 되면서 재까지도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해 

불안과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3〕. 이러한 불안은 
질병에 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양산되고 사회생활

에서의 소극 인 생활, 건강에 한 염려가 커지면서 사
회 으로 불신감마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3, 4〕. 

재까지 동 호흡기 증후군 치료를 한 항바이러

스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 증상에 한 치료를 주

로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이 요하다〔3〕. 
자주 비 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
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을 피해야 한다

〔1〕. 한, 발열이나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 방의 가
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손 씻기의 이행으로〔1, 5〕, 미국 
질병통제 방센터(CDC)에서 손 씻기 지침  권고안을 
공표하여 게시하고 있으며〔6〕, 우리나라에서도 2005
년 감염성 질환을 방하기 해 ‘범국민 손 씻기 운동
본부’를 설치하여 손 씻기에 한 인식과 이행률을 높이
기 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7〕. 
증 성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나 인 루엔자, 감기, 콜 라, 이질, 
유행성 병 등 부분의 염병이 철 한 손 씻기로 상

당 수  방이 가능하며〔7〕, 손 씻기가 미생물 발생
률을 하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 
따라서 동 호흡기 증후군의 방  가장 기본은 손 

씻기로 볼 수 있다.
간호 학생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교육해야하는 

미래의 간호사이며, 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해야하는 
일차 건강 리자로 건강증진행 의 하나인 손 씻기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증진행 는 건강유지, 건강
증진, 질병 방, 생명연장을 한 행동으로 개인 스스로 
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해 자

신의 잠재능력을 효과 으로 발달시키는 행 이다〔

9〕. 건강증진행 를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건강 리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각 

개인의 기본 인 건강요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사회 반 인 안녕의 수 을 높일 수 있다〔10〕. 
학생은 성인 기로 자신의 건강에 하여 책임감을 갖

지만 잘못된 습 과 행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때

이기도 하다〔11〕. 이 시기는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건
강에 한 과신으로 불건 한 생활태도를 보여 다양한 

건강문제를 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고, 이러한 결
과는 성인기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12〕.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
료인으로 비하고 있는 간호 학생들은 먼  자신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한 건강증진행 가 요하다. 
이러한 건강증진행 의 결정 요인은 통제 로 건강통제

는 건강과 련된 행 를 설명하고 측할 수 있다

〔13〕. 건강통제 는 내·외  통제  개념을 건강 역

에 용하여 발 시킨 개념으로써, 행 의 결과에 향

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일반 인 기 이다

〔10〕. 건강통제  성격은 인간이 나타내는 건강에 

한 여러 종류의 행동들을 지배하며 건강증진행 를 설명



간호대학생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수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9

하고 측할 수 있고〔14〕,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변화를  수 있다〔15〕. 다시 말해 건강통제
는 기 에 한 주어진 보상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일 된 행 를 한다는 것

으로 건강증진행 의 변수로써 작용한다〔13, 15〕. 
불안은 내  갈등과 욕구가 실 인 상황에서 충족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상으로 주 으로 경험되는 

염려, 긴장, 걱정하는 정서 상태에서 임박한 험에 한 
두려움이며, 외 인 험보다는 내  조 능력의 상실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을 말

한다〔16〕.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 개개인의 불안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친숙하지 않은 사건들, 측 

할 수 없는 증상들, 불명확한 설명, 정보의 부족, 정보가 
제한되거나 의사소통이 단 되었다고 인식 할 경우 불안

은 더욱더 심해진다〔17〕. 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은 

우리나라가 이 에 경험했던 증호흡기증후군이나 신

종 루에 비교할 때 새로운 측면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원문화가 유행의 증식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18〕. 병의원을 통하여 염이 발생하는 것이 알려지
면서 많은 일반 환자들이 병의원방문을 일시 으로 피하

게 되고 일부 병의원의 폐쇄조치, 학교의 휴교결정, 각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 등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

시키게 되었다〔18〕. 이러한 불안은 스트 스와 

한 계가 있다. 당한 스트 스는 삶에 활력을 주고, 
자기발 에 정 인 향을 주나, 스트 스가 되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향을 미치며 신체 , 정신
, 사회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반면에 스트 스는 건강증진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건

강증진행 는 개인의 스트 스에 한 항력을 강화시

켜 스트 스에 견디는 능력을 증진시키며, 최 의 건강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고 보고되었다〔19〕.
최근 발병한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연구는 동 

호흡기 증후군의 실태나 황, 문제 에 한 내용으로 

연구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손 씻기의 
방활동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2, 3, 18, 2

0〕. 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손 씻기에 
한 선행연구는 손 씻기에 한 지식, 인식, 태도  수행
도에 한 연구들이 부분으로〔21-25〕, 손 씻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한 연구들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호흡기 증후군의 방을 한 손 씻

기의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스트

스, 불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통제 , 건강증진행
를 탐색하여 동 호흡기 증후군의 간호 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동 호흡기 증후군 방을 한 손 

씻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호흡기 증후군 방에 한 손 씻기 요

도와 수행정도를 악한다. 
둘째, 동 호흡기 증후군 방을 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악한다. 
셋째, 손 씻기 요도, 수행 빈도  불안, 스트 스, 

통제   건강증진행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손 씻기 요도,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4년제 간호 학생의 동 호흡기 증후군 

방을 한 손 씻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
까지 D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 350명으로 
선정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335부  불성실한 응답을 
한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314부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 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

여 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통계  검정

력 .80, 그리고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 7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103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상자
수 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2.3 연구 도구

2.3.1 손 씻기 중요도와 수행 빈도

손 씻기 요도는 10  숫자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손 씻는 횟수는 직  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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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스트레스

스트 스 측정도구는 ‘ 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서 어느 정도 스트 스를 받고 계십니까’의 개방형 질문
으로 10  숫자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기질불안

기질불안은 인 상황을 인식하는 개인 인 성질

로, 비교  안정되고 뚜렷한 개인차와 계가 있는 잠재

인 성질을 의미한다〔26〕. 이를 측정하기 하여 

Spielberger(1976)〔16〕가 개발한 기질불안도구를 
Choi(2003)〔2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
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  척도로 수가 높을

수록 기질불안의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87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 
다. 

2.3.4 건강통제위

건강통제 는 건강을 통제하는 특성이 어디에 있는가

에 한 일반 인 기 로서 내 통제 , 내 통제 , 타
인의존 통제 , 우연통제 로 구분된다. 내 통제 는 

자신의 건강이 자기 자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향

이고, 타인의존통제 는 자신의 건강이 향력 있는 타

인 즉, 의료인, 가족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향이
며, 우연통제 는 운, 기회, 운명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향이다〔13, 28〕. 본 연구에서는 Wallston 등
(1978)〔13〕의 다차원  건강통제 척도(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 MHLC)를 Park(1993)
〔2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18문항
으로 내 성향(6문항), 타인의존성향(6문항), 우연성향(6
문항)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  척도로 세 차

원의 척도에서 얻어진 수가 가장 높은 차원이 그 차원

의 통제  성향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Park(1993)〔2
8〕이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9∼.70
이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3 다.

2.3.5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 는 개인이나 집단의 안녕 수 , 자아실
, 개인의 성취감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쪽으로 지향
하는 활동으로 궁극 으로 정 인 건강결과를 획득하

려는 행 를 의미한다〔14〕. 건강증진행  측정도구는 

Park(1995)〔29〕이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 측정도구
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행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89 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84 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충청도 소재 D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시행하 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방법으로,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

고 참여의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
도록 하 으며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8월 20일부
터 9월 20일까지 다. 350부  335부가 회수되었고, 불
완 한 응답의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31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상자에게 사  연구의 목 과 차에 

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는 자발  의사에 의해 결정

되며, 불참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과 본인이 원
하는 경우 언제든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고 단 즉

시 상자에 한 자료는 폐기됨을 설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 기 이므로 자료 출 방을 해 즉각 코

딩되어 연구목 에 부합된 목 에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 

참여  불참은 성 과는 무 함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손 씻기 횟수, 불안
정도, 건강통제 , 건강증진행 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손 

씻기 요도와 횟수, 스트 스, 불안, 건강통제 , 건강
증진행 와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손 씻기 수행 빈도와 손 씻기 요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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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 N(%)
Trait Anxiety

Sheffe

Locus of 
Control

Sheffe

Health Promotion 
Behavior

Sheffe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Gender
Male 30( 9.6) 2.44±.41 -1.25

(.213)
2.69±.26 1.47

(.143)
2.72±.33 -.26

(.793)Female 284(90.4) 2.23±.39 2.61±.26 2.74±.36

Age(yr)
   < 20 119(37.9) 2.19±.41

.994
(.371)

2.59±.25
1.13

(.326)

2.79±.35
2.052
(.130)20 ∼ 24 170(54.1) 2.25±.37 2.64±.26 2.70±.33

   > 24 25( 8.0) 2.27±.37 2.62±.28 2.74±.48

Grade
1 133(42.4) 2.22±.44

2.686
(.070)

2.62±.25
1.397
(.249)

2.75±.37
.341

(.711)2 110(35.0) 2.17±.35 2.59±.23 2.75±.31
3 71(22.6) 2.31±.33 2.66±.30 2.71±.39

Religion

None 158(50.3) 2.18±.41

1.91
(.108)

2.61±.24

1.62
(.169)

2.71±.36

1.96
(.101)

Protestant 28( 8.9) 2.38±.35 2.69±.23 2.70±.40
Catholic 91(29.0) 2.26±.38 2.59±.26 2.73±.32
Buddhism 34(10.8) 2.25±.30 2.69±.31 2.87±.52
Others 3( 1.0) 2.13±.32 2.43±.32 2.97±.36

Health 
status

Very health 58(18.5) 2.08±.44
9.19

(.000)

a 2.66±.29
.50

(.680)

2.89±.42
4.63

(.003)

a
Healthy 145(46.2) 2.17±.36 ab 2.61±.25 2.73±.33 ab
Moderate 99(31.5) 2.36±.36 bc 2.62±.25 2.68±.34 ab
Unhealthy 12( 3.8) 2.44±.38 c 2.60±.24 2.62±.31 b

GPA of 
Previous 
Subject

   > B 44(14.0) 2.20±.43
1.60

(.189)

2.67±.27
.66

(.575)

2.74±.35
1.49

(.218)
B ∼ B+ 179(57.0) 2.19±.40 2.61±.25 2.77±.37
C ∼ C+ 79(25.2) 2.29±.35 2.61±.26 2.69±.34
   < C 12( 3.8) 2.35±.48 2.64±.33 2.61±.33

The most 
important 
prevention 
method 
for MERS

Hand washing 272(86.6) 2.22±.39

1.30
(.378)

2.62±.25

.25
(.864)

2.76±.36

2.10
(.101)

Wearing a mask 16( 5.1) 2.21±.29 2.60±.26 2.59±.30
Regular lifestyle & rest 10( 3.2) 2.15±.33 2.68±.29 2.81±.34

Do not go the crowding place 16( 5.1) 2.38±.39 2.64±.33 2.59±.37

If you 
have 
MERS 
what will 
you do

Go to hospital 213(67.8) 2.21±.39

.54
(.654)

2.62±.26

1.08
(.357)

2.77±.36

1.71
(.164)

Avoid outdoor activity 54(17.2) 2.27±.44 2.59±.27 2.68±.34
Wearing mask if going out 24( 7.7) 2.29±.29 2.70±.20 2.71±.35

Hand washing frequently 23( 7.3) 2.23±.39 2.60±.26 2.64±.34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0.4%, 남학생은 
9.6% 으며, 연령분포는 20세 이상∼24세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고, 학년으로는 1학년 42.4%, 2학년 
35%, 3학년 22.6%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0.3%로 
가장 높았다. 상자의 주  건강상태는 좋음 46.2%, 
보통 31.5%, 매우 좋음 18.5%, 나쁨이 3.8% 순으로 나
타났다. 공 교과목의 성 은 B학  이상 B+학  이하

가 57%로 가장 많았다(Table 1).
증 성호흡기 증후군을 방하는 방법  가장 

요한 것은 ‘손 씻기’라고 한 경우가 86.6%로 가장 많았
으며, 증 성호흡기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 조사한 결과 병원이나 보건소에 간다고 

한 경우가 67.8%로 가장 많았다(Table 1). 
하루 손 씻기 횟수는 평균 6.18회이었으며, 손 씻기의 

요도는 10   9.25 으로 매우 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 성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는 10   3.30 이 다(Table 2). 

Variables Range
(Min-Max) Mean SD

Frequency of the hand washing 
in a day 1-30 6.18 3.78

Importance of the hand  washing 1-10 9.25 1.11
Stress of MERS 1-10 3.30 2.45
Trait anxiety 1-4 2.22  .39
Internal locus of control 1-4 3.04  .36
External locus of control 1-4 2.56  .40
Chance locus of control 1-4 2.26  .41
Health Promotion Behavior 1-4 2.84  .36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Table 2. Mean of Variables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2016

432

Variables Impo Freq Stress TA ILC ELC CLC HPB
Impo 1
Freq    .236** 1

Stress -.035 -.014 1
TA -.073 -.032 .101 1
ILC   .111*  .103 .036 -.134* 1
ELC  .027 -.004  .148**  .074   .161** 1
CLC -.097  .022  .185**   .303** -.065 .337** 1
HPB  .107  .101 .078 -.366**   .304** .206** .025 1

*p<.05; **p<.001
Impo= Importance of hand washing; Freq= Frequency of hand washing; TA= Trait anxiety; ILC= Internal locus of control; ELC= External locus 
of control; CLC= Chance locus of control; HPB= Health promotion behavior

Table 3. The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s B S.E β t Adj R² F(p)

Freq
Constant -5.49 3.40 -1.61

.05 3.24
(.002*)Impo  .77  .19 .23  4.59

Impo
Constant 9.08 1.10  8.29

.61 2.37
(.004*)Freq .94  .02 .25  4.37

ILC  .51  .24 .17  2.10
*p<.05; **p<.001
Impo= Importance of hand washing; Freq= Frequency of hand washing; TA= Trait anxiety; ILC= Internal locus of control; ELC= External locus 
of control; CLC= Chance locus of control; HPB= Health promotion behavior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Frequency of Hand Washing

3.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손 씻기의 요도

는 손 씻기 수행 횟수와 내 통제 와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증 성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는 외 통제 와 우연통제 인 사람에 정  상

계가 나타났으며, 기질불안은 우연 통제 에는 정  상

계를, 내  통제 와 건강증진행 에는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다. 내  통제 는 외  통제 와 건

강증진행 와 유의한 정  상 계를, 외  통제 는 

내  통제 와 건강증진행 와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Table 3). 

3.3 손 씻기 수행 빈도와 손 씻기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손 씻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 씻기 

요도, 증 성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 기질
불안, 통제 , 건강증진행  등을 단계  다  회귀분석

으로 분석할 결과 손 씻기 요도만이 유의한 향을 미

쳤으며, 5%를 설명하 다(Table 4). 
손 씻기 요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 씻기 수

행 빈도, 증 성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 기질
불안, 통제 , 건강증진행  등을 단계  다  회귀분석

으로 분석할 결과 손 씻기 수행 빈도와 내 통제 만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61%를 설명하 다(Table 4). 

4. 논의

2015년 6월 동 호흡기 증후군의 지속 인 감염자

의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큰 불안감과 공포를 가

지고 있다. 아직 동 호흡기 증후군의 한 치료방법

이 없는 상태로, 질병의  험을 최소화하기 해 손 

씻기가 방 방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동 호흡기 증후군 방을 한 손 씻

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본 연

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 결과 동 호흡기 증후군을 방하는 가장 

요한 방법으로 ‘손 씻기’를 86.6%가 응답하 으며, 손 
씻기의 요성은 10   평균 9.25 으로 매우 요하

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인과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4, 7〕 손 씻기가 질병
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손 씻기의 수행 횟수는 평균 6.18회로 나타
났다.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7.97회
〔4〕, 일반 성인을 상으로 시행한 7.85회〔7〕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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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소 낮은 결과이나, 일반 학생을 상으로 손 씻는 
횟수가 1∼5회로 본 연구결과가 다소 높은 결과이다
〔25〕. 이는 일반 학생보다 감염에 한 기본 인 지

식을 습득한 간호 학생으로 손 씻기의 요도를 인지

하여 실행까지 진행하 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손 씻는 횟수만 측정되어 손 씻을 때의 소요시간이

나 세정제의 사용여부, 손의 건조방법  손 생용품의 
사용여부 등 손 씻기와 련된 구체 으로 조사할 필요

가 있겠다. 
동 호흡기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한 조사에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간다고 한 경우

가 67.8%로 나타났다. 이는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증상, 황, 리 책 등 지속 인 홍보의 결과로 보여진

다. 다수의 감염자가 병원 내에서 발생함으로 일시 인 

병원 폐쇄와 주변의 의료진과의 을 꺼려하며, 병원
의 내원률이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극 인 치료 

 격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조사에 참여한 상자  3학년은 동 호흡기 

증후군의 집단 발병과 련하여 병원에서의 임상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고 교내에 실습을 진행하 던 상자임에

도 불구하고,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는 

3.30 으로 다소 낮은 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  건강상태가 좋음 이상이 64.7%으로 
건강에 한 인식이 정 인 부분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질불안은 평균 2.22 으로 나타나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불안 정도는 보통이상임을 추

측할 수 있다. 이는 각종 매스컴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
들과 무분별한 보도 등으로 불안을 조장시킨 결과로 사

료된다. 이에 염병 확산이나 재앙의 참사들이 닥쳤
을 경우 좀 더 신 하고 정확한 정보와 처방법을 국민

들에게 알릴 수 있는 책마련이 비되어야 할 것이다

〔2-4〕. 건강통제 는 내  통제 의 평균 수가 3.04
으로 가장 높아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보다 동 호

흡기 증후군은 자신의 행 결과로 발병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의 건강증진행
는 2.84 , 보통이상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시
행한 Kim & Park(2006)〔14〕의 연구 2.45 보다 높은 

수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과 련하여 평소의 생활건
강습 이 요한 것이라 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극 인 감염 방을 한 실천, 감염질환 방, 리  
건강증진 로그램을 용하여야 하겠다. 특히 내  통제

 성향을 강화시키기 한 다양한 건강 리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손 씻기의 요도

가 높을수록 손 씻기 수행횟수와 내 통제 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시행한 연
구와 유사한 결과로〔4〕 손 씻기의 요성을 인식하는 
상자가 손 씻기를 수행하며, 이러한 손 씻기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라 단된

다.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는 외  통제

와 우연 통제 가 유의한 정  상 계로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4〕. 이러한 결과는 본인에 의해 건강
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운, 기회, 운명 등에 
의해 건강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상자가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이라 단된다. 
이는 주변과 환경에 민감한 성격  특성을 가진 상자

가 스트 스 상황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동 호흡기 증

후군의 방  확산 방지, 한 치료를 해 극 인 

노력과 책이 시 하다. 한, 기질불안이 높을수록 우
연 통제 가 높으며, 기질불안이 낮을수록 내  통제

와 건강증진행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연 통
제 가 높은 사람은 운에 의해 동 호흡기 증후군이 감

염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느끼며, 
내  통제 가 높은 상자는 본인의 행동에 따라 건강

이 좌우된다고 단하여 건강증진행동을 실천하기 때문

에 기질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손 씻
기 교육 시 내  통제 를 강화시키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손 씻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손 씻기의 요도만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나 손 씻기의 요성을 인식한 상자가 손 씻기 빈도

가 증가함을 나타낸 것이다. 한, 손 씻기의 요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은 내  통제 만 유의한 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내  통제  성향이 건강

증진 행 와 한 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

치하는 것이다〔4, 30〕. 이는 본인이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려는 상자가 손 씻기에 한 요도를 인식하고, 
손 씻기의 수행까지 실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손 씻기
의 요성을 교육하며, 상자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통
제하고 극복하는 능동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건강증진행 에 한 실천을 진할 수 있는 건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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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 호흡기 증후군 방을 한 우선 인 

방법인 손 씻기의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자 실시하 다. 연구 결과 동 호흡기 증후군 감
염 방에 손 씻기가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 고, 손 씻
기의 요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 씻기의 횟수

가, 손 씻기 수행 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  

통제 가 높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동 호흡기 증후군 방을 

하여 간호 학생들에게 손 씻기 요성에 한 교육

을 보다 강화해야할 것이다. 간호학생은 미래의 의료인
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비를 하고 

있으므로 먼  자신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해 건강

증진행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손 씻기 정확한 
시행방법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교육기 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고,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겠다. 
한 일상생활에서도 습 화 할 수 있는 략 등이 구축되

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동 호흡기 증후군에 한 정확
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감염질환 등의 재난 상
황에 종합 으로 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 호흡기 증후
군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자료 수집을 하 고, 일개 간
호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국한되어있어 연구결

과를 해석함에는 제한이 있어 다각 인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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