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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에 대한 어린이집교사의 감염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교사 432명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호흡기감염의 원인과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 감염관리수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린
이집교사의 감염관리수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지식(β=-.371, p<.001), 양육경험(β=-1.993, p<.001),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β=.096, p<.001)이었으며, 이들 변수가 감염관리수행 변인의 43.4%를 설명하였
다. 이들 변수 중 감염관리수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간호지식이었다.
주제어 : 어린이집교사, 호흡기감염, 지식, 간호, 감염관리수행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about practice of infections 
management by child care center teachers about respiratory tract infection. The participant were 432 teachers 
working in child care center.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 to August 20, 2015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with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Knowledge about 
causes and symptom of respiratory tract infections(β=.096, p<.001),parenting experience(β=-1.993, p<.001), and 
nursing knowledge(β=-.371, p<.001)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Explained variance for the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was 43.4% and nursing knowledg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the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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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감염병은 우리나라에

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1997년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03년 사스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이출현하여많은생

명의위협을받는등 사회적불안을야기하였다. 신종감

염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 호흡기감염증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ARID)은 전 세

계적으로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이환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되며, 확인된감염의 80%이상은호흡기바이러스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발표에의하면급성호흡기감

염증은약 200여 종류의바이러스에의해발생하는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감염증

은 세균에 의한 감염증과는 달리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고, 대부분 대증적인 치료만으로 호전되며, 원인을 모

르는 경우 불필요한 항생제가 병의 초기에 처방되는 경

우가 많다. 호흡기감염에 대한 원인을 안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2].

대한소아감염학회는 2015년 메르스발병후보건복지

부와함께한민관합동대책반에서의활동을통해 59개월

이하의소아가 MERS의 고위험군이라는 근거는없으며,

11명의MERS 양성소아환자의경우대부분무증상이었

다. 이 중 1명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망한 소

아는 cystic fibrosis을 가진 환아로 세균성 폐렴과 합병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밝혀 고위험 정의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으로 명시하였고, 이에 소아청소년 MERS

검사최종지침을게시하였다[3]. 급성 호흡기감염은소아

와 성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소아의 경우 내

원환아의 0∼50%, 입원환아의 20∼40%를차지하며[4],

전 세계적으로매년 400만명의어린이들이이로인해사

망한다고알려져있다[5]. 일반적으로호흡기바이러스들

은 감염의 특성상 매우 전염성이 높아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질환에이환시킬수있기에그유행양상의파

악 및 감시는 매우 중요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

생한 호흡기감염 발생역학을 조사하여 연령별로 세분하

여 보았을 때, 생후 9일부터 1세 미만에서 544예(32.3%),

1∼2세에서 398예(23.7%), 2∼3세에서 236예(14.0%), 3∼

4세에서 159예(9.5%), 4∼5세에서 98예(5.8%) 등으로 연

령이 높아질수록 감염 빈도가 줄어들었다[6].

호흡기감염증(Respiratory infections)은 질병으로 인

한 장애보정손실년 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s)에 따른 질병부담(Disease burden) 비율이 가장

높은 감염성 질환으로 이에 대부분이 지역사회 폐렴에

의한것으로나타났다[7]. 감기가아닌감기증상과비슷

한 호흡기 질병 즉, 천식, 알레르기, 비염, 후두염, 폐렴,

기관지염등은모두감기로오해할수있는데, 발병원인

자체가 바이러스성이 아닌 세균성이거나 면역학적 문제

에 의해 발생하는데 감기로 대처할 경우 치료에 악영향

을미칠수있다. 따라서상기도감염에속하는일반적인

감기와 감기가 아닌 질병을 구별해야 하며 감기는 대증

치료를 통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특별히 염려할 건 아니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질환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호흡기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

에매우미숙하며, 생리적으로도제기능을발휘할수없

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

다. 또한 호흡기감염은 대체로 초기에 다량의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해부학적으로 기도가 좁아

호흡곤란을일으키기쉬우며, 성인에비해자율신경기능

및 내분비계의 기능도 미숙하여 대처능력이 부족하거나

떨어진다. 특히아동의급성호흡기질환의발생으로고열,

기침, 구토, 식욕저하등평소와다른모습을나타내면부

모나 어린이집 교사는 당혹스러워하며 스트레스가 심해

지게 된다. 이에 영유아의 건강관리대상으로 평상시에

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는곳은일차적으로는가정이지

만,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2014년에는 51.3%로점차

증가하고 전통적 가족기능이 사회로 이전됨으로서 유아

교육기관에아동이머무는시간이늘어나게되어유치원

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

다[[8].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계 부담 완화, 미래 인적

자원 투자를 위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 영아를 시작으로 2013년은 0∼5살 영유아

전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했다. 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전국 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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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22,074개소로

51.9%와 민간어린이집 14,646개소로 34.4%로 그 비율이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629개소로 6.2%의 낮은 비

율을차지하였다[8]. 국공립어린이집이매우낮게나타난

것은정부가어린이들의보육을민간시장에의존하고있

는 실정이며, 현재 민간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호흡기질환을포함하여아동의건강관리에있어서질관

리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는 2013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위해영유아의등․하원사실알림및사고․전염

병등안전관련사전경보등안전관련시스템구축을위

한시범사업을운영하는등전염병관리에도노력을하고

자 시도하였으며,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유아교사의

보수교육에 전염병 관리를 다루도록 하였다[8].

그러나현행영유아건강관리체계의문제점으로건강

관리와 관련된 보육시설 평가인증 항목의 부족, 건강관

련 계속교육의 부재, 유명무실한 주치의 제도, 보육시설

종별 불균등한 건강관리 행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건강교육전문인력 및 교보재지원 미비 등이 지적

되었으며, 보육시설 내 장애요인으로는 아동관리전문인

력이미배치, 보육교사의지식및자신감부족, 그리고보

육 및 양육경험부족과 아동의 건강관리 지식 및 자신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9].

교육하고 돌보는 민간 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

음에도불구하고어린이의건강관리특히, 호흡기질환에

관련된어린이집교사의질병관리에관한연구는매우부

족한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양적인 확충에만 치중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본연의 목적인 영유아

보호와 교육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등이 소홀히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장시간 또는 하루 종일 보육

시설에있는영유아의연령범위와특성의다양성을고려

할 때 교사․영유아 모두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수있다. 교사의질이유아교육과보육의질을결정한

다고 할 만큼 교사의 교육적 역량,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의수준, 보육환경등은교육과보육활동에서매우중요

한 요소가 된다. 특히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작용의 수준

을 결정하는 요소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중요하다.

어린이집연령별원아수를살펴보면, 전체 1,452,813명

중 2세가 419,252명으로 가장많았으며, 1세 308,227명, 3

세 253,294명, 4세 180,249명, 5세 147,278명, 0세 137,117,

6세 7,396명의순으로나타났으며어린이집의교사대아

동 비율은 0세는 교사 1명 대 아동 3명, 1세는 교사 1명

대 아동 5명, 2세는 1:7, 3세는 1:15, 4, 5세는 1:20으로규

정하고있다[10]. 그러나영아반의경우는반드시교사가

2명이상 이 한 보육실에 있음으로서 기저귀 갈기, 배변

등해당보육실공간밖에서이루어지는활동이여러가

지이므로둘이상교사가함께있어야할필요성이높고,

만 2세의경우는 2개반합반일때 14명을 2명이돌보는

상황이 되므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어린이를 돌보기

에는 교사의 수가 부족한 실정에서 적절한 보육과 교육

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급성 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

장 1차적인예방이될수있으므로어린이를돌보는기관

의 교사가 호흡기질병 예방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대처

방법을 습득한다면 이러한 호흡기감염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조기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가정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

은 아동의 경우 호흡기 질환관리에 어린이집 교사의 적

극적인참여와관리에간호전문가의적극적인관심이절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호흡기감염 예방을 위한 간호계의 노력 또한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되며, 영유아를 직접 교육·보육을 담당하

는 어린이집 교사가 호흡감염의 원인과 증상을 알고 그

에대한대처로감염관리수행능력이증가한다면보다질

적인영유아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본다. 이

러한관점에서호흡기질병의발생원인과증상에대해잘

알고 대처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육 기관 내에 전담간호

사가아직은없는상태에서담임교사가어린이의질병예

방에 주력해야 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전체의 94.4%인 현

실에서영유아교사의호흡기질환에대한교육이매우필

요하다고본다[11]. 이에 본연구는어린이집교사의호흡

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감염관리수행 정도를 확인함으로서 어린이집교사의 호

흡기감염질병관리능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자시

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어린이집교사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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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간호지식이 감염관리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교사의호흡기감염의원인및증상에관한

지식, 간호지식, 감염관리수행 정도를 확인한다.

2. 어린이집교사의일반적인특성에따른호흡기감염

관리수행 정도를 확인한다.

3.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

과 감염관리수행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4. 어린이집교사의 호흡기 감염관리수행에 미치는 영

향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어린이집교사를대상으로호흡기감염의원

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과 호흡기 감염관리수

행 정도를 파악하고, 호흡기 감염관리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와 전국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연구자의요청에응답한어린이집교사 500명을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근무경력 1년 이상과담임을하고있는교사로본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4 Program을 이용하여계산

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a) .05, 효과

크기를 medium (.25), 검정력(1-β) .80을 기준으로 하였

을때필요한최소표본크기를구한결과 200명이었으며,

탈락률고려하여 500명에게설문지를배부하였고, 총 453

부가 수거되었다(수거율=90.6%). 이 중 무응답이거나누

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그리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21

부를 제외한 43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영유아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에 관

한 설문지는 Lee[12]가 어린이집 유아교사의 영유아 호

흡기감염에 대한 원인 및 증상지식을 연구하기 위한 표

준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ee[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호흡

기질병중폐렴, 알레르기비염, 천식, 후두염에대해각각

6문항씩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에서 어

린이집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질병에 관한 질

문중심이기때문에유아교사가정답하기에어려운문항

으로나타나본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아교사에게적합

하게 질병에 따른 구분보다는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

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설문지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원인지식 9문항과증상지식 9문항으로총

18문항으로구성하였다. 문항의내용타당도검증을위해

소아과 전문의 1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학과

교수 2인에게 적절성을 검증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계수

산정방식(D/A+B+C+D)에 따라 타당도를 산정한 결과,

‘원인지식’ 측정도구의내용타당도계수는 .96, ‘증상지식’

측정도구의내용타당도계수는 .97로 나타났다[13]. 이 도

구는 5점척도이며 ‘전혀그렇지않다’ 1점, ‘조금그렇다’

2점, ‘보통그렇다’ 3점, ‘대체로그렇다’ 4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기감염

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945로 나타났다<Table 1>.

2.3.2 호흡기감염 관리의 간호지식
영유아호흡기감염관리의간호지식을측정하기위해

Park 등[14]가 개발한호흡기감염관리간호지식정도측

정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인 어린이집교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4].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지식의내용은증상관리 6문

항, 예방관리 6문항, 환경위생관리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특성에 맞게 문항

을 수정하여 증상관리 5문항, 예방관리 5문항, 환경위생

관리 5문항으로총 15문항으로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

의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수정된 측정도구는 5점 척도이며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안다’ 5점으로 최저 15점

에서 최고 75점의 점수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

록 대상자의 호흡기감염 관리의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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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9이었다<Table 1>.

2.3.3 감염관리수행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염관리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호흡기질환 감염관리에 관한 문헌고찰[12, 15]을 통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기존

의호흡기감염에대한감염관리수행도구는의료인을대

상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어 어린이집 유아교사가 명확한

답변하기에어려운질문이많았다. 이에어린이집교사가

주의해야할문제를중심으로감염관리수행정도를표시

하도록수정하였다. 수정된문항은총 3영역으로구분되

어있으며, 각하부영역은증상관리영역 5문항, 예방관리

5문항, 환경위생관리 5문항으로총 15문항으로구성하였

다. 이도구는 5점척도이며 ‘전혀그렇지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범위

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흡

기감염에 대한 감염관리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수행 정도의 신뢰도는 <Table 1>

과 같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참의사를 알려준 어

린이집 유아교사에게 메일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연구동의서와설문지를배부하였다. 설문지는연구설명

문, 참여 동의서와 질문지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구설명문을확인한후연구참여를원하는경우에참

여동의서를서면으로작성하여설문에참여하도록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이

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5 자료분석
본연구의수집된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분석방법은다음과같

다.

Ÿ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

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과 감염관리수행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Ÿ 대상자의일반적 특성에따른 감염관리수행 정도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Ÿ 대상자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과 감염관리수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Ÿ 대상자의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염관리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

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과 감염관리수행 정도
대상자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정

도의가능한점수는최고점 90점에평균 69.36±11.93점으

로 나타났다. 간호지식은 가능한 점수가 최고점 75점에

평균 60.78 ±8.58점, 종속변수인감염관리수행정도는가

능한 점수가 최고점 75점에 평균 65.52±6.43점으로 나타

났다<Table 2>.

<Table 1> Cronbach alpha for variables
Scale Domain Cronbach's alpha for domain Cronbach's alpha for scale

Knowledge about RTI
Etiology .905

.945
Symptoms .929

Knowledge nursing
Symptoms .875

.909Prevention .815
Environmental health .846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Symptoms .743
.816Prevention .690

Environmental health .641

RT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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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major variables
Categories

Total
M(SD)

Mini Max Possible range

Knowledge
about RTI

Total 69.36±11.93 20 90 18∼90
Etiology 35.44±6.01 11 45 9∼45
Symptoms 33.91±6.87 9 45 9∼45

Knowledge
nursing

Total 60.78±8.58 31 75 15∼75
Symptoms 17.03±4.21 5 25 5∼25
Prevention 21.87±2.84 13 25 5∼25
Environmental Health 21.87±3.06 10 25 5∼25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Total 65.52±6.43 37 75 15∼75
Symptoms 21.18±3.11 9 25 5∼25
Prevention 22.04±2.64 11 25 5∼25
Environmental Health 22.29±2.40 15 25 5∼25

RT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Table 3> Differences in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32)
Variables Categories n % M SD

t or F
(p)

Age (year)

20-29 111 25.7 63.59 6.35 4.872**

30-39 106 24.5 66.08 6.67 (.002)
40-49 183 42.4 66.10 6.25
≥50 32 7.4 67.09 5.70

Education level

Childcare teacher education center 70 16.2 65.54 6.41 0,627
2 or 3-year college 218 50.5 65.55 6.41 (.598)
University 123 28.5 65.16 6.70
Graduate school 21 4.9 67.24 5.03

Type of facility

Working at a Daycare 35 8.1 64.63 5.83 2.495*

Home childcare 34 7.9 65.03 6.78 (.042)
Corporation 41 9.5 64.41 6.12
National/public 183 42.4 64.98 6.75
Private 139 32.2 66.91 5.99

Facility Scale

≤39 190 44.0 66.48 6.14 2.936*

40-99 128 29.6 64.48 6.97 (.033)
100-149 54 12.5 65.59 5.96
≥150명 60 13.9 64.63 6.22

Work duration (yr)

1-3 163 37.7 65.60 6.51 0.425
4-6 164 38.0 65.15 6.37 (.735)
7-9 59 13.7 66.20 5.79
≥10 46 10.6 65.70 7.23

Homeroom teacher's

0 year old 51 11.8 66.61 6.06 1.055
1 year old 115 26.6 66.16 5.64 (.385)
2 year old 147 34.0 65.23 6.75
3 year old 69 16.0 64.65 6.89
4 year old 30 6.9 64.33 7.88
5 year old 20 4.6 66.00 4.90

Parenting experience
Yes 268 62.0 66.72 5.73 3.691***

No 164 38.0 63.57 7.03 (.000)

Nursing qualification
Yes 21 4.9 66.38 5.91 0.628
No 411 95.1 65.48 6.46 (.530)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RTI

Yes 73 16.9 66.32 6.80 1.158
No 359 83.1 65.36 6.35 (.247)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RTI

No 30 6.9 62.67 8.52 5.564**

Moderate 59 13.7 64.08 6.85 (.004)
Yes 343 79.4 66.02 6.06

*p<.05, **p<.01, ***p<.001
RT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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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 정도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42.4%(n=183)로

가장많았으며, 대상자들의 50.5%(n=218)가 전문대학(유

아교육전공) 학력 소지자였으며, 대학원(유아교육전공)

학력소지자도 4.9%(n=21)를 보였다. 시설유형은 42.4%

(n=183)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2.3%(n=139)로 사립어린이집이 많았다. 시설규모로는

44.0%(n=190)로 39명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4∼6년이 38.0%(n=164), 1∼3년이 37.7%

(n=163), 7∼9년이 13.7%(n=59), 10년 이상이 10.6%

(n=46) 순으로나타났다. 대상자중 34.0%(n=147)가 만 2

세반을 맡고 있었으며, 62.0%(n=268)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보육교사자격증소지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4.9%(n=21)

이었다. 대상자의 16.9%(n=73)만이 호흡기감염에 대한

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79.4% (n=343)가

호흡기감염의치료및예방관리교육이필요하다고응답

하였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수행 정도의

차이는 연령(F=4.872, p<.01), 시설유형(F=2.495, p<.05),

시설규모(F=2.936, p<.05), 자녀 양육경험 유무(t=3.691,

p<.001)와 교육의 필요성 여부(F=5.564,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3.3 대상자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과 감염관리수행 간
의 상관관계

대상자의관련된변수간의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감염관리수행은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염관리수행은 호

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r=.500, p<.001),

간호지식(r=.632,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대상자의 감염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감염관리수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

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염관리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 시설

유형, 시설규모, 양육경험유무, 교육의필요성여부그리

고주요변수인호흡기감염의원인및증상에관한지식,

간호지식을 독립변수로, 감염관리수행을 종속변수로 투

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인

연령, 시설유형, 시설규모, 교육의 필요성 여부는 더미변

수로변환하여분석하였다. 호흡기감염관리수행의위계

적회귀분석결과는 <Table 5>와같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을 이

<Table 5> Predictors for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of subject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5.054 1.714 20.451 <.001

Nursing knowledge .371 .035 .495 10.464 <.001

Parenting experience -1.993 .486 .151 4.098 <.001

Knowledge about causes and symptom of RTI .096 .025 .179 3.818 <.001

Adj. R2=.434, F=111.361, p<.001

RT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Table 4> Correlations among happiness and related variables of subjects                      (N=432) 
Variables Knowledge about causes and symptom of RTI Nursing knowledge

Nursing knowledge
.632*** 　

.000 　

Practice of infection management
.500*** .632***

.000 .000
*p<.05, **p<.01, ***p<.001
RT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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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오차의 장기상관을 검색한 결과 1.986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

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유무를확인한결과공차한

계는 0.585∼0.97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29∼1.708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1.361, p<.001), 대상자의 호흡기감염의

감염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지식(β

=-.371, p<.001), 자녀 양육경험 유무(β=-1.993, p<.001),

호흡기감염의원인및증상에관한지식(β=.096, p<.001)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예측변

인들의 감염관리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약 43.4%로 나타

났다.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어린이집교사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정도는 최고 90점 만점에 평균

69.36점으로 100점환산시 77점에해당되었다. 동일한도

구로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의

예방 및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을 살펴본 Chung과

Choi[14]의 연구에서 호흡기감염의예방에관한지식정

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100점 환산 시 83점,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정도는 40점 만점에 31.29점으로

100점환산시 78점으로나타나, 본 연구결과인호흡기감

염의원인및증상에관한지식정도가약간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흡기감염 질병의 초기 증상이 거의 비

슷하게 열을 동반한 코감기, 인후염 등의 일반적인 임상

증상만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특히 소아기 호흡기

감염은계절또는지역의전염성유행에따라다르기때

문에[15]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호흡기

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편적으로 호흡

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으면 이에

따른예방이나응급처치에관한지식수준이높을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정확한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

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에 호흡기

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수준과 호흡기감염의

예방및응급처치에관한지식간의관련성을파악할필

요가 있으며, 어린이집교사를 위한 호흡기감염에 대한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

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호흡기감염에 관한 간호지식 정도는 75점 만점에 평

균 60.78점으로 100점환산시 81점에 해당되고, 이는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Chung 등[16]의 연구에서 일반

적간호지식의수준이 70점만점에평균 57.08점으로 100

점환산시 81점에해당되어, 본 연구와동일한지식수준

을보였다. 그러나세부항목을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증

상지식에 대한 항목에서 25점 만점에서 평균 17.03점으

로 100점환산시 68점으로, 이는 25점만점에평균 21.05

점으로 100점 환산 시 84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6] 결

과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본연구대상자의경우어린이집교사의경력이 10

년 이상인 경우가 10.6%로 낮은 비율인 반면에 Chung

등[16]의 연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36.0%의 높은

분포를 보여 경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에 관한 지식 정도를 살펴

본 선행연구[17]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18] 보다더높은점수를보였는데이는어머니의 81.0%

가 육아 경험이 있었다.

호흡기감염에대한감염관리수행정도는본연구결과

75점 만점에 평균 65.52점으로 100점 환산 시 87점으로

이 결과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100

점만점에평균 78.99점보다[16] 다소 높은점수를보였

다. 또한 어리이집교사 대상 연구는 아니었지만 호흡기

질환으로소아과병동에입원중인영유아환아의어머니

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20] 호흡기감염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관리수행 정도는 중증군이 100점 환산 시 71점,

비중증군이 100점환산시 67점으로본연구결과보다다

소 낮은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염관리수행을 보였다. 그

러나호흡기감염의정도가중증도인아동의부모가비중

증도인아동의부모에비해호흡기감염에대한감염관리

수행정도더낮았다는결과는감염관리수행정도가호흡

기감염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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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돌봄 제공자의 감염 예방에 대한 지식과 감염관리

수행정도는입원아동에서감염을예방하기엔불충분함

을 지적하고 있다[21]. 그러므로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

로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염관리수행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기위해근거중심호흡기감염관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

염관리수행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시설유형,

시설규모, 자녀양육경험유무, 교육필요성의여부에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유형이 사립기관인 경우, 어린이 39명 이하의 시설

규모에서, 자녀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경우에 호흡기감염 관리수행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 호흡기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감염관리수행 능력이 이 더 높았던 것과

유사한결과이었으나대학원이상의집단에서, 경력이 10

년 이상 집단, 호흡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집

단에서 영유아교사의 호흡기감염 관리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7]와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반적으로호흡기감염에대한

간호지식 점수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

1.6배, Chung 등[17]의 연구 대상자 1.8배가자녀양육경

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교사들의 호흡

기감염에 대한 지식, 예방 및 감염관리수행을 증진시키

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자녀양육 경험

이 없는 어린이집교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호흡기감염에대한감염관리수행은호흡

기감염의원인및증상에관한지식정도와간호지식정

도가높을수록감염관리수행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

다. 이는영유아교사[17], 아동초기자녀어머니[18], 호흡

기감염 아동 보호자[22]에서 호흡기감염관리 지식이 높

을수록감염관리수행을높였다고보고하여본연구와일

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자녀

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의존하게 되고 이

들기관에서건강관리에대한책임감의증가로건강생활

실천법 지침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23]. 그러나 유아교육계에서 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비상시 응급처치에 대한

지침은매우미흡한상태이다[15]. 특히, 호흡기감염에대

한 교육 시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감염예방의 필요성

및중요성에대한인식변화가필요하며, 감염관리수행을

실천 시 얻게 되는 유익성을 강조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유발하여 획득한 지식이 실천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효율성을 강조한 점[18]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교재나사이버교육연수방법보다는흥

미있고쉽게제작된반복가능한동영상이나실기교육이

더 효과적[15, 24]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호흡기감염관리

수행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적절한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호흡기감염에대한어린이집교사의감염

관리수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염관리수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지식, 양육경험 유무,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이었으며, 이들 변수가 호흡기

감염관리수행변이의 43.4%를설명하였다. 특히감염관

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호지식이 39.9%의

높은설명력을보였다. 직장맘들은자녀가감기등의질

환에걸렸을때등원을시킬수밖에없는환경에있기때

문에 격리체계가 미흡한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 간의

쉽게 전염되는 문제점[23]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의 간호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

한지식, 치료 및예방을포함한근거중심의사례를통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염관

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

과를기반으로 어린이집교사를대상으로한지역사회내

보건의료교육기관과 활발한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아동

건강관리교육이이루어질필요성이있으며, 구체적사례

를중심으로한근거중심의호흡기질환교육과감염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간호계와 유아교육간

의 융합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호흡기감염에대한어린이집교사의감염관

리수행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시도되었다. 연구결

과간호지식, 자녀양육경험유무, 호흡기감염의원인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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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관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은 어린이

집교사의 호흡기감염관리수행의 43.4%를 설명하였다.

즉, 간호지식이높을수록, 자녀양육경험이있는경우, 호

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감염

관리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에 대한 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과 간

호지식이 감염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지식, 간호지식과 감염관리수행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이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 분

석하는데다소부족하여본연구결과를해석하고일반화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료

수집 시 감염관리수행을 직접 관찰한 결과가 아닌 구조

화된자기보고식설문지로이루어졌기때문에실제와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어린이집교사들의일반적특성에따른호흡기감염에

대한감염관리수행정도의상이한결과들에대한반복연

구가 필요하며, 아동의 호흡기감염의 원인 및 증상에 관

한지식, 치료, 예방과감염관리수행증진을위한근거중

심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어린이집의경우아주어린나이의아동을돌보거나보육

시간이 유치원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개념이 좀 더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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