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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최근까지 만성‧퇴행성 질환이 크게 두되었으며, 

사회는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 등 속한 의학기술의

발 으로 부분의 감염성 질환에 한 치료와 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일부 감염병은 우리의 건강을 여 히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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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연구의 목 은일부 학생들의신종감염병에 한 방인식을조사분석하여향후 학생들이감염병 방을

한 올바른 실천행동을 형성하는데 정책의 기 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경북 소재 일개 학에서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해 신종감염병에 한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도를 조사 분석하

다. 일반 특성 건강행태를통제한후신종감염병의 방행동의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을조사분석하여살펴보니최종

모형인 Model 2에서첫째, 심각성이높을수록 β=.125, 둘째, 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 β=.709만큼 방행동의도가 차증가하

다. 하지만셋째, 민감성은유의한 향을 미치지않았다. 마지막으로신종감염병 방행동의도에있어이론 실제

으로민감성도 요하게 용되어야하는요소인데민감성이 향을미치는요인이아니었다는것은신종감염병의이환에

해 험성이나두려움이낮아질병안 에 한불감증이존재하는것으로생각되어보다민감성을높여 수있는질병

방 정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be used as base data of a policy which forms university students’ 

appropriate behavior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n by analyzing some university students’ prevention awareness of 

new type of infection.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about students’ seriousness, sensitivity, self-efficacy, 

and prevention behavior intent of new infection, was conducted in an university located in Gyeonbuk from April. 30th 

to May. 11th, 2018. Analyzing factors which affect the prevention behavior intent of infection with controlled general 

factor and health behavior, the prevention behavior intent was increased by β=.125 as seriousness increases and β

=.709 as self-efficacy increases in Model 2, final model. However, sensitivity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vention behavior intent. Originally sensitivity has to be a significant factor regarding to the prevention behavior 

intent of new infection. But the result that sensitivity has no influence at all, shows that the students are insensitive 

to new diseases as they don’t fear or sense danger of new infection. Therefore, a disease control policy which helps 

to increase sensitivity ha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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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기후 생태변화와인류의행동양식이 변화하면

서, 지 까지 출 하지 않았던 신종 감염병 즉, 에볼라

(Ebola), 메르스(MERS),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등

이 출 하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1]. 2009년에는

세계 으로 신종인 루엔자 A(H1N1)가 이 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바이러스 기 때문에 유행하여

16,200여명이 사망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706,911명의

환자가 발생하 다[2]. 그 에서도 ․ ․고학생들이

속한 0세에서 19세 미만에서 체 환자의 74.6%인

527,326명이 발생하 고, 학생들부터 성인으로 어

들면서 더욱많은환자가발생 하 다. 특히 학교에서 발

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하 으며 학교라는 장소는

미국 질병통제 방센터(CDC)가 지정한 고 험군 하

나로 면역기능이 낮아 질병에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 감

염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방 리의 필요

성이높다고할 수있겠다. 이를 한효과 인수단으로

감염병에 해 재 보다강화된 보건복지부, 교육청, 학

교 단 의보건교육이 실히 필요하다고할 수 있다[3]. 

감염병의 표 인 인 루엔자 방행동에 미치는 향

과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의 변수를

이용하여 향요인을 살펴보며, 그 에서 사회 향, 

행동에 한 의도, 의사의 조언, 사회경제학 상태, 독

감 방주사 경험이 40%이상의 측 요인으로 조사되었

다. 그이후에도고 험 상황에 한인식과 자각은 방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지 되었고

Gene(1992)[4], Chapman(2006)[5], Lau(2007)[6] 국내

의 선행연구에서는 수학 모델링 기법 등을 이용한 역

학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천병철(2005)[7], 김우주

(2005)[8], 이덕형 외(2005)[9], 이상원(2010)[10] 인

루엔자에 한 지식과 인식 수 에 한 조사와 방행

동에 한연구 김승 (2011)[11]는 꾸 히 수행되고 있

다. 앞으로 더욱 에볼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들이 향후 만연할 것으로 보아 방

책과 효율 응시스템을 갖추기 해 극 으로 계획

을 세우고 연구를 계속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1.2 연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일부 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한 방인식을분석하여향후 학생들이 감염병 방을

한 올바른 실천행동을 형성하는데 정책의 기 자료로

사용 되고자 한다.

2. 연  

2.1 연  대상

경북 소재의 일개 학교에서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참여인원 420명 분석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응답 20명을 제외한 400명을 최종분석 상으

로 선정하 다.

Fig. 1.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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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료수집

이연구의표본추출방법은단순임의추출로서 1학년에

서 4학년까지 상자를 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

하여기본 설명후작성토록하고, 응답후바로회수하

으며, 설문지는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 

2.3 연 에 사용한 도

건강신념모형 련 선행 연구[12]를 기반으로 신종감

염병에 한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도

를 악하기 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학생들의 일반 특성으로 성별, 학년, 거주형태, 통학

방법 등을 질의하 고, 건강행태를 악하기 하여 키

와 체 , 흡연 여부, 음주 빈도, 음주량, 등도 운동 실

천, 걷기 실천, 양 , 다양성측면에서의 식사 여부, 간식

섭취, 수면 시간, 건강정보 획득 매체, 감염병 등 질병

방을 해서 사용하는 건강물품 등을 질의하 다.

2.4 료

자료 분석을 한 통계 로그램은 R 3.5.0을 사용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0.05로 지정하 다. 학생

들의 신종감염병에 한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도의 분포와 타당성을 악하기 하여 기술통

계 왜도와 첨도 분석을 하 으며, 일반 특성 건

강행태에 따른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

도의 차이를 악하기 하여 독립 t-test와 ANOVA를

시행하 다. 학생들의 신종 감염병 방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3. 연  결과

3.1 대학생들  신종감염병에 대한 심각 , 민

감 , 기효능감, 행동 도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도의 분포를

악해 본 결과, 심각성은 최소 6.00, 최 30.00, 평균

21.78, 표 편차 3.72, 왜도 -.458, 첨도 1.426, 신뢰도

.815 다. 민감성은 최소 5.00, 최 25.00, 평균 19.69, 

표 편차 2.83, 왜도 -.798, 첨도 2.184, 신뢰도 .845

다. 자기효능감은 최소 6.00, 최 30.00, 평균 21.66, 표

편차 4.18, 왜도 -.396, 첨도 .896, 신뢰도 .906 다. 

방행동의도는 최소 5.00, 최 25.00, 평균 17.93, 표

편차 3.47, 왜도 2.133, 첨도 2.133, 신뢰도 .905이 다

[Table 1].

3.2 대학생들  적 특 에  신종감염

병에 대한 심각 , 민감 , 기효능감, 

행동 도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심각성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이며 남자 학생의 경우 21.14

, 여자 학생의 경우 22.08 으로 여자 학생의 심

각성이 높았다(p=.018).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민감성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과 소득수 이며, 성별에서 남

자 학생의 경우 18.87 , 여자 학생의 경우 20.07

으로 여자 학생의 민감성이 높았다(p=.001). 소득수

에서 소득이 높은 경우 18.43 , 소득이 간 정도인 경

우 19.70 소득이 낮은 경우 20.22 으로 소득이 낮을

수록 민감성이 높았다(p=.017).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과 소득수 이며, 성별에

서 남자 학생의 경우 20.99 , 여자 학생의 경우

21.97 으로 여자 학생의 민감성이 높았다(p=.030). 

소득수 에서 소득이 높은 경우 20.60 , 소득이 간

정도인 경우 22.07 , 소득이 낮은 경우 20.14 으로 소

득이 간 정도인 경우가 자기효능감이 높았다(p=.001).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방행동의도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이며 남자 학생의 경

우 17.39 , 여자 학생의 경우 18.18 으로 여자 학

생의 방행동의도가 높았다[Table 2].

Table 1. Description of severity, sensitivity, self-efficacy and prevention behavior intent

Variable Min-Max M±SD Skewness Kurtosis Cronbach α

Severity 6.00-30.00 21.78±3.72 -.458 1.426 .815

Sensitivity 5.00-25.00 19.69±2.83 -.798 2.184 .845

Self-efficacy 6.00-30.00 21.66±4.18 -.396 .896 .906

Prevention behavior intent 5.00-25.00 17.93±3.47 -.842 2.133 .905



한 산학기술학회논 지 제20  제3호, 2019

450

3.3 대학생들  건강행태에  신종감염병

에 대한 심각 , 민감 , 기효능감, 

행동 도

학생들의 건강행태에 따른 심각성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변수는 간식섭취여부이며간식섭취를 하는 경

우 22.08 , 간식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 21.28 으로 간

식섭취를 하는 경우의 심각성이 높았다(p=.037).

학생들의 건강행태에 따른 민감성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변수는 흡연여부이며 흡연을 하는 경우 민감

성은 18.55 , 연한 경우 19.71 , 비흡연인 경우

19.86 으로 비흡연인 경우의 민감성이 높았고, 흡연인

경우의 민감성이 낮았다(p=.010).

학생들의 건강행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식품형평성이며 충분한 양과다양

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경우 22.45 , 충분한 양만

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경우 21.29 , 식품섭취가 불

충분 했던 경우 20.91 으로 식품형평성이 좋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았다(p=.011).

학생들의 건강행태에따른 방행동의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흡연여부이며 흡연을 하는 경우

방행동의도는 16.80 , 연한 경우 17.77 , 비흡연

인 경우 18.11 으로 비흡연인 경우의 방행동의도가

높았고, 비흡연인 경우의 방행동의도가 낮았다

(p=.010)[Table 3].

3.4 대학생들  신종감염병  행동 도에 

향  미치는 

방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계 다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서 일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의 경우

수정된 모형설명력은 59.1%이며, 심각성이 증각할수록

B=.112 (p=.001),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B=.590 

(p<.001)만큼 방행동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Model 2에서 일반 특성과 건강행태를 통제한 상

태의 경우 수정된 모형설명력은 58.9%이며,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B=.117,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B=.589

만큼 방행동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Differences of severity, sensitivity, self-efficacy and prevention behavior int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Severity Sensitivity Self-efficacy Prevention behavior int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127(31.8) 21.14±22.08 -2.366(.018) 18.87±3.59 -3.440(.001) 20.99±4.42 -2.184(.030) 17.39±3.71 -2.106(.036)

  Female 273(68.3) 22.08±3.54 20.07±2.31 21.97±4.03 18.18±3.34

Grade

  1 127(31.8) 22.17±3.56 .785(.503) 19.35±3.04 1.884(.132) 21.86±4.27 1.317(.269) 17.37±3.98 1.775(.151)

  2 117(29.3) 21.59±3.87 20.04±2.69 21.90±4.15 18.33±3.10

  3 64(16.0) 21.39±4.43 19.31±2.82 20.72±4.24 17.95±3.57

  4 92(23.0) 21.76±3.15 19.97±2.67 21.73±4.01 18.16±3.01

Residence type

  Home 233(58.3) 21.81±3.63 .037(.964) 19.73±2.83 .081(.922) 21.63±4.31 .086(.917) 17.77±3.49 .582(.559)

  Rent room 28(7.0) 21.89±3.24 19.75±2.30 21.43±3.82 18.29±2.85

  Dormitory 139(34.8) 21.72±3.96 19.61±2.94 21.76±4.04 18.12±3.56

Economic state

  High 30(7.5) 20.57±4.45 1.763(.173) 18.43±4.32 4.139(.017) 20.60±5.28 6.808(.001) 17.03±4.69 2.173(.115)

  Middle 307(76.8) 21.86±3.62 19.70±2.63 22.07±3.96 18.12±3.31

  Low 63(15.8) 21.97±3.74 20.22±2.77 20.14±4.25 17.41±3.53

How to go to

school

  School bus 119(29.8) 21.70±3.45 .386(.763) 19.35±2.58 1.338(.262) 21.73±4.13 .504(.679) 17.98±3.23 .536(.658)

  City bus 167(41.8) 21.85±3.73 19.93±3.02 21.72±4.23 17.87±3.61

  Car 22(5.5) 22.50±2.97 20.27±2.25 22.41±4.46 18.77±2.67

  Walk 92(23.0) 21.60±4.18 19.55±2.89 21.28±4.10 17.75±3.71

Total 400(100.0) 21.78±3.72 19.69±2.83 21.66±4.18 17.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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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severity, sensitivity, self-efficacy and prevention behavior intent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Variable n(%)
Severity Sensitivity Self-efficacy Prevention behavior int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moking

  Smoker 49(12.3) 20.76±4.96 2.324(.099) 18.55±3.95 4.642(.010) 20.59±4.90 2.470(.086) 16.80±4.30 3.134(.045)

  Stop smoker 31(7.8) 21.55±3.42 19.71±2.92 21.00±3.92 17.77±3.11

  Non smoker 320(80.0) 21.96±3.50 19.86±2.58 21.88±4.06 18.11±3.34

Drinking

  Heavy drinker 243(60.8) 21.43±3.99 2.065(.104) 19.70±2.93 .326(.807) 21.77±4.19 .443(.723) 17.98±3.61 1.332(.264)

  Moderate drinker 75(18.8) 22.59±2.87 19.84±2.79 21.81±3.18 18.32±2.56

  normal drinker 48(12.0) 22.08±3.17 19.71±2.31 21.29±4.06 17.79±2.72

  Non drinker 34(8.5) 22.06±3.88 19.26±2.95 21.06±5.95 16.91±4.84

Moderate activity

Practice

  Yes 89(22.3) 21.42±4.14 -1.055(.292) 19.40±3.69 -.880(.381) 21.38±4.81 -.705(.481) 17.79±3.78 -.434(.665)

  No 311(77.8) 21.89±3.58 19.77±2.53 21.74±3.98 17.97±3.38

Walk practice

  Yes 162(40.5) 21.72±3.92 -.293(.770) 19.69±3.30 .012(.991) 21.72±4.60 .231(.817) 18.07±3.79 .696(.487)

  No 238(59.5) 21.83±3.58 19.69±2.47 21.62±3.87 17.83±3.24

Food equity

  Sufficient amount & 

  wide variety of 

foods

150(37.5) 21.81±3.37 1.360(.258) 19.79±2.77 .182(.834) 22.45±4.16 4.564(.011) 18.37±3.19 1.936(.146)

  Sufficient amount

  Food
182(45.5) 22.00±4.01 19.60±2.95 21.29±4.13 17.68±3.69

  Lack of food intake 68(17.0) 21.13±3.59 16.72±2.67 20.91±4.12 17.62±3.43

Snack

  Have eat 251(62.7) 22.08±3.78 2.093(.037) 19.78±2.81 .806(.421) 21.77±4.20 .717(.474) 18.12±3.30 1.467(.143)

  Haven’t eat 149(37.3) 21.28±3.56 19.54±2.87 21.46±4.14 17.60±3.73

Sleep hour

  ≤6 192(48.0) 21.54±3.94 .797(.451) 19.57±2.93 .318(.728) 21.48±4.22 1.262(.284) 17.89±3.51 .792(.454)

  7-8 194(48.5) 21.99±3.39 19.80±2.74 21.93±3.95 18.05±3.31

  ≥9 14(3.5) 22.21±4.89 19.71±2.89 20.36±6.21 16.86±5.07

Getting method of

health information

  Internet or Mobile 365(91.3) 21.77±3.76 .687(.561) 19.70±2.81 .724(.538) 21.66±4.22 .324(.808) 17.88±3.54 .441(.724)

  TV or Radio 22(5.5) 22.00±2.71 19.05±2.85 21.95±3.84 18.68±2.61

  Book or Newspaper 2(0.5) 25.00±1.41 20.00±1.41 19.00±8.49 19.00±2.83

  Expert consultation 11(2.8) 21.00±.27 20.55±3.47 21.36±2.73 17.73±2.87

Body Mass Index

  Obesity 43(10.8) 20.70±4.40 2.627(.074) 19.47±3.67 .838(.433) 21.28±4.43 .399(.671) 17.57±4.06 .338(.713)

  Normal 304(76.0) 21.94±3.63 19.66±2.75 21.67±4.06 17.97±3.27

  Underweight 53(13.3 22.00±3.22 20.19±2.10 22.05±4.73 18.05±4.09

Total 400(100.0) 21.78±3.72 19.69±2.83 21.66±4.18 17.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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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일반 특성 신종감염병에 한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나타났

다. 남학생과 여학생 여학생이 느끼는 심각성, 민감

성,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방행동의도

역시 여학생이 높았다. 그리고 경제 수 이 높을수록

민감성과 자기효능감이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모

든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이 반드시 이 지는 않지만

성별 호르몬 차이로 인하여 체 으로 남자 학생들

은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인 반면, 여자 학생은 깔끔하

고, 꼼꼼한 성격일 수 있기에 이는 성별 차이에 따른 심

리 기 요인으로 보이며, 경제 수 이 높을수록 어

려서부터 건강, 생, 거주환경에 한 기 교육의 수

이 높을수 있다[13]. 건강행태 간식섭취를 하는편이

신종감염병에 한심각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간식섭

취를 즐기는 사람은 다양한 간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식

욕과함께 그만큼의식품 생학 인심리 부담감이 동

시에 존재할 수 있다. 모든 간식섭취자가 그 지는 않겠

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상 정기 인 식사를 섭취할

때는 식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스낵, 패스트푸드, 과일

등 간식 섭취 시에는 간편하게 맨손으로 섭취하는 경우

도 많다. 한, 과일은 양학 으로 이상 인 간식으로

통용되지만스낵과패스트푸드 계열의 간식은 간혹식품

제조상의 비 생 인상태로섭취하게 되는경우도있다

[14]. 건강행태 흡연자일 경우 신종감염병에 한 민

감성이 낮았다. 흡연은 백해무익한 독성향의 행태로

흡연행동자체가건강에 한 반 인민감성을 낮추는

요인이며, 각종 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흡연자들은 인지하면서도 독성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

속해서 흡입하게되며, 그로인한새로운 질병을앓게될

지라도지속하게되므로 반 인 질병에 한민감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에 한 민감성이 낮을 것

이다. 

건강행태 식품형평성의 수 이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식품을 섭취할수록 신종감염병에 한 자기효능감

이 높았다. 경제 으로 안정 이어서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한 식품에 한

근성이 함께 확보된다는 것을의미하므로, 신종감염병

에 방과 건강증진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신종감염병 방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

특성과건강행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의 향력을 악해본 결과자기효능감이가

장 크게 신종감염병 방행동의도와 건강증진행동을 증

가시키는 향력을 미쳤으며[15]. 심각성이 그 다음으로

신종감염병 방행동의도를 증가시키는 향력을 나타

내었다. 심각성은 신종감염병이 얼마나 치명 이고, 고

통스럽고, 치료하기 힘들며, 정신 , 사회 으로

인 것인지에 한 인식을 질의한 것이며, 자기효능감은

신종감염병의 검진, 방활동에 한 자신감을 질의한

것이다. 그로 인한 신종감염병의 방행동의도는 신종감

염병 방에 한 정보탐색과 의사상담, 방을 한 정

Table 4. Factors effecting prevention behavior intent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p B β p　

(intercept) 1.416 　 .212 1.846 　 .247

severity .112 .120 .001 .117 .125 .001

Sensitivity .044 .036 .337 .034 .028 .464

Self-efficacy .590 .710 <.001 .589 .709 <.001

F, p

R2, Adj R2

F=72.973, p<.001

R2=.599, Adj R2=.591

F=34.595, p<.001

R2=.607, Adj R2=.589

†Model 1 - Adjust for gender, grade, residence type, economic state, how to go to school

  Model 1 Tolerance=.659-.964, VIF=1.037-1.518

‡Model 2 - Adjust for gender, grade, residence type, economic state, how to go to school, 

            smoking, drinking, moderate activity practice, walk practice, food equity, snack,

            sleep hour, get method of health information, body mass index

  Model 2 Tolerance=.627-.961, VIF=1.04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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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검진, 신종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한 주 사람에게

정보 공유와 방활동 권유 의사를 질의한 것이다. 민감

성은 신종감염병에 해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의 감염

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해 질의하 으나 방행

동의도에는 향을미치지 못하 다. 신종감염병 방행

동의도에 있어 이론 실제 으로 민감성도 요하게

용되어야하는 요소인데민감성이 향을미치는요인

이 아니었다는 것은신종감염병의이환에 해 험성이

나 두려움이 낮아 질병안 에 한 불감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민감성을 높여 수 있는 질병 방 정

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국민에게 범 한 건강상

해를 래할 수있는 신종감염병 방의도에 해 좀 더

다양한 상자와 변수에 해 조사하지 못하여, 연구결

과에 해일반화를할수는없으나, 일부 학생들을

상으로 신종감염병 방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 으로서, 신종감염병 방행동의도에 한 보건

행태 이론 인 정리를 통해 신종감염병 방에 한 기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 다.

5. 결 론  제언

이 연구의 목 은 일부 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한 방인식을 분석하 고, 신종감염병에 한심각성과

민감성, 자기효능감, 방행동의도를 악하여 향후

학생들이 감염병 방을 한 올바른 실천행동을형성하

는데 정책의 기 자료로 사용 되고자 하 으며, 학생

들의 신종감염병에 한 방인식을 높이기 한 결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국민차원에서의 신종감염병에 한 경계심을

높이는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 으로 시행해야한다. 

둘째, 신종감염병에 한 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배포 홍보를 하되 만약, 그런상황들이발생하 을 때

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에 해 보건복지부, 교육청, 학교 단

에서의 실질 인 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 신종감염병에

한 방을 철 히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생들의

감염병에 해 극 인 응책을마련하고국가와지역

사회, 학교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력이 있는 감염

병을 착오 없이 효과 으로 지하기 한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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