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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Practice of Personal Hygiene 
in Senegal Women applying Health Belief Model

주영주*, 오혜경**, 서형은***

Ju, Y. J.*, Oh, H. K.**, Seo, H. E.***

요 약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개인위생 실천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2017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세네갈 다카르 주에 거주 중인 15～35세 사이

의 수유 여성 21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

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ath analysis를 사용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

된 위협,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로 나타났으며, 총 87.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주요어 : 개인위생, 건강신념모형, 세네갈, 경로분석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personal hygiene impact on practices of 
lactating women in Senegal by applying the Health Belief Model. The subjects were 217 lactating Women aged 
between 15 and 35 in Dakar, Senegal. Data collected from December 2 to 8, 2017. This study used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ll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2.0 and AMOS 21.0. Data were analyzed with 
real number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personal hygiene knowledge,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threats,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disabilities are factors that influenced personal hygiene practices, accounting for 87.7% in 
the practices variance of person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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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글로벌 목표를 세운 것으로 이중 빈곤 종식

(SDG2),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SDG3), 모두를 위

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SDG 6)이[1] 건

강과 직결되는 목표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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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5세 이하 아동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세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의 절반과 모성사망률의 2/3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다[2]. 그 중 세네갈은 5세 이

하 아동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아프리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3], 여전히 2030년까지 성취해야 할

SDG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

한 사망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영양실조에 관한 수치가

2014년 1억 9500만에서 2014년 2억 37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기아율이 가

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있다[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세네갈의 5세 이하 영양결핍 정도는 아프리카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3], 여전히 5세 이하 아동의

17%가 만성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24-35

개월 아동의 23%가 영양결핍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

었다[5]. WHO 아프리카 사무소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의 영양결핍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계획에서 영양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 중 하나로 미래의 성인

이나 주 양육자가 될 학령기 아동 대상 중재로 개인위

생, 건강 추구 습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6]. 개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모든 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7], 효율적인 개인위생

실천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성 질환 이환률을

낮출 수 있다[8, 9]. 즉, 개인위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10].

영유아기는 중요한 발달시기로서 이 시기에 행해진

건강증진행위나 습관은 영유아기 이후 아동기의 성장

발달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의 건강습

관과 건강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증진행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1]. 영유

아는 발달 특성상 아직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 자원 등이 부족한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12]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아동의 건

강관리자이다[13]. 그러므로, 건강교육과 위생 증진 프

로그램은 아동의 설사 증상과 위생에 관한 모성의 지

식, 인식, 실천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

다[14]. 세네갈의 깨끗한 물, 위생시설, 개인위생 정도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에서도 수준이 나쁜 편에

속하며, 특히 기본적인 개인위생 정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평균인 28%보다 더 낮다[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네갈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건강 행동에 대한 인지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건강신념모형

(Health Belief Model, HBM)이 있는데, HBM은 건강

문제를 인지하는 충분한 동기의 존재, 인지된 위협, 특

정 건강 권고를 따르는 것이 인지된 위협을 감소시키

고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건강

행동을 행하게 된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16].

HBM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의 건강 추구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크다고 추측할 때 건

강 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17-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세네갈 수유 여성

들을 대상으로 HBM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개인

위생 실천과 지식, 인지된 취약성, 심각성, 이익, 장애,

자신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모성의 개인위생행위를

실천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 실천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이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심각성, 지각된위협, 지각된이익및지각된장

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Ÿ 대상자의 지각된 감수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지각된

위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Ÿ 대상자의 지각된 위협,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

가 개인위생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20]을 적용하여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

실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

의개념적기틀인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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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Figure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개인위생에대한지식은지각된위협에영

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개인위생에대한지식은지각된이익에영

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개인위생에대한지식은지각된장애에영

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은 지각된

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은 지각된

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개인위생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된 이익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개인위생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된 장애는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위협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건강신념모형

Figure 1. Health Belief Model

출처: Karen Glauz et. al.(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Jossey-Bass[20].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세네갈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신념모

형을 적용하여 이들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네갈 다카르 주에 거주 중인 수유 여성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이용하여유의수준 0.05, 검정력 0.9, 중간크

기의효과 0.15 수준의상관분석에필요한최소표본수

는 123명으로산출되었다. 본연구에서는세네갈다카르

주 Nigor 보건소와 Quakam 보건소를방문하는수유여

성을임의표집하여최소표본이상인 220명을선정하였

다. 대상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

으며, 연구참여에동의한 220명에게구조화된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220명 중 100%(220명)이

었으나답변이불성실한 3명의설문지는분석에서제외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

문지는일반적특성 8문항, 개인위생에대한지식 2문항,

개인위생에대한지각된감수성 1문항, 개인위생에대한

지각된심각성 1문항, 개인위생에대한지각된위협 1문

항,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이익 1문항, 개인위생에 대

한 지각된 장애 1문항, 개인위생 실천 1문항으로 총 16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인위생 전체 8문항의 신뢰도

Chronbach’s α= .61이었으며, 하위영역인개인위생지

식도구의신뢰도 Chronbach’s α= .82 이었다. 그러나지

식을제외한나머지개인위생에대한지각된감수성, 지

각된심각성, 지각된위협, 지각된이익, 지각된장애, 개

인위생실천에대한각각의신뢰도는 1문항씩이어서신

뢰도를 분석할 수 없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특성은 8문항으로연령, 결혼상태, 자녀의수,

가장의 형태, 교육수준, 수입활동 여부, TV 소유 여부,

냉장고 소유 여부로 구성되었다.

2)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FAQ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대한옳은답변을한경우 1.5점, 옳

지 않은 답변을 한 경우 0.5점을 주었으며, 총 2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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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합한 결과 3점일 경우 ‘Good’, 2점일 경우

‘Average’, 1점일경우 ‘Poor’로구분하였다. 점수가높을

수록개인위생에대한지식이높음을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82 이었다.

3)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FAQ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 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감수성을측정하기위한문항의내용은 “당신이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가 복통이

나설사에시달리고있다면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

가?”이었으며, 이에대해 ‘이치에맞다고생각함’으로답

변할 경우 3점, ‘확신할 수 없다’라고 답변할 경우 2점,

‘말이되지않는다’로답변할경우 1점을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4)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FAQ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 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심각성을측정하기위한문항의내용은 “만약당

신의아이가당신이손을씻지않음으로써 아프게된다

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이었으며,

이에대해 ‘심각하다’로답변할경우 3점, ‘중립이다’라고

답변할 경우 2점, ‘심각하지 않다’로 답변할 경우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심각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5)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위협

개인위생에대한지각된위협을측정하기위해 FAQ

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 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위협을측정하기위한문항의내용은 “적절히손

을씻지않는 것이당신에게얼마나위협적으로느껴지

는가?”이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위협적이다’로 답변할

경우 3점, ‘모르겠다’라고답변할경우 2점, ‘전혀위협적

이지 않다’로 답변할 경우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

록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위협이 낮음을 의미한다.

6)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이익

개인위생에대한지각된이익을측정하기위해 FAQ

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 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이익을측정하기위한문항의내용은 “음식을준

비하기전이나아이에게음식을주기전에손을씻는것

이 얼마나좋다고생각하는가?”이었으며, 이에 대해 ‘좋

다’로답변할경우 3점, ‘잘모르겠다’라고답변할경우 2

점, ‘나쁘다’로답변할경우 1점을주었다. 점수가높을수

록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높음을 의미한다.

7)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장애

개인위생에대한지각된장애를측정하기위해 FAQ

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 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장애를측정하기위한문항의내용은 “음식을준

비하기전이나아이에게음식을주기전에손을씻는것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가?”이었으며, 이에 대해 ‘어렵지

않다’로답변할경우 3점, ‘그저그렇다’라고답변할경우

2점, ‘어렵다’로 답변할 경우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장애가 낮음을 의미한다.

8) 개인위생 실천

개인위생 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FAQ가 Guidelines

for assessing nutrition-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21]에서제시한 KAP manual을 사용하였

다. 대상자의개인위생실천을측정하기위한문항의내

용은 “당신은어떻게손을씻는가?”이었으며, 이에대해

‘다른사람과같은물로손을씻는다’로답변할경우 1점,

‘물병에 깨끗한 물을 부어 손을 씻는다’, ‘흐르는 물에서

손을씻는다’, ‘비누로손을씻는다’로답변할경우 2점을

주었다. 점수가높을수록개인위생실천을잘하고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1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실시

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가 소속해 있는 Nigor 보건소

와 Quakam 보건소장에게연구의목적과방법을설명하

였으며, 설문조사에대한허락을받은후연구자가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

구의목적을듣고설문에참여하기로한대상자는보건

소진료후설문지를작성하도록하였으며, 작성한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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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인위생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지각된 감수성, 지각

된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장애, 지각된위협및개

인위생 실천 정도

Table 1. Scores of Knowledge,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threats and Practice of Personal Hygiene

(N=217)

Variables M±SD
Rang

e

Knowledge of Personal hygiene 1.59±0.87 1-3

Perceived susceptibility of

Personal hygiene
2.18±0.65 1-3

Perceived severity of Personal hygiene 2.66±0.67 1-3

Perceived benefits of Personal hygiene 2.62±0.69 1-3

Perceived barriers of Personal hygiene 1.29±0.53 1-3

Perceived threats of Personal hygiene 2.36±0.86 1-3

Practice of Personal Hygiene 1.24±0.43 1-2

지는 각각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설문지 수거함에 제출

하도록안내하였다. 글을읽지못하는대상자의경우세

네갈어와영어통역이가능한Nigor 보건소및 Quakam

보건소 직원이 직접 문항을 읽어주어 응답하도록 하였

다. 설문을완료하는데소요된시간은약 20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 지각된 감수

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위협, 지각된 이익, 지

각된 장애, 개인위생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위생에 대

한 지식,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위협, 지각된이익, 지각된장애, 개인위생실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를이용하였으며, 집단간의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test를 시행하였
다.

Ÿ 대상자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파악하기 위해 Path analysis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개인위생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지각된 감수성, 지

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지각된 위협

및 개인위생 실천 정도

대상자의개인위생에대한지식의평균점수는 3점척

도 상 1.59±0.87점이었다.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

각된 감수성의 평균점수는 3점 척도 상 2.18±0.65점, 지

각된 심각성은 3점 척도 상 2.66±0.67점, 지각된 이익은

3점 척도 상 2.62±0.69점, 지각된 장애는 3점 척도 상

1.29±0.53점, 지각된 위협은 3점 척도 상 2.36±0.86점으

로나타났다. 대상자의개인위생실천의평균점수는 2점

척도 상 1.24±0.43점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적 모형 검증에 최대우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각각의 변수들이 왜도

의 절대값이 1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

규성을 만족하였다. 측정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0.7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

들이 x2는 644.40(df=10, p<.001), Goodness of Fit

Index (GFI)=.88, Normed Fit Index (NFI)=.86,

Tuker-Lewis Index (TLI)=.80,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88, Relative Fit Index (RFI)=.80,

Incremental Fit Index (IFI)=.86, Comparative Fit

Index (CFI)=.86,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4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14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은 대

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출된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

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36, CR=8.02,

p<.001).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심

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Estimate=.08, CR=1.44, p=.150).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

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46, CR=-7.81, p<.001).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이익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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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affecting Practice of Personal Hygeiene

(N=217)

Endogeno

us

variables

Exogenou

s

variables

Stan

dardi

zed

direct

effect

β (p)

Standar

dized

indirect

effect

β (p)

Stan

dardi

zed

total

effect

β (p)

SMC

Perceived Knowled
ge

.48

(.010)

- .48

(.010)

.230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11,

CR=2.05, p=.040).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지각된 장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

었다(Estimate=-.12, CR=-2.90, p=.004). 대상자의 개인

위생에 대한 지식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40, CR=27.59,

p<.001).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은

지각된 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

었다(Estimate=-.20, CR=-2.52, p=.012). ‘대상자의 개

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은 지각된 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30,

CR=-4.40, p<.001).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은 채택되었다(Estimate=.14, CR=9.24, p<.001). ‘대상

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장애는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Estimate=.06, CR=3.23, p=.001). ‘대상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위협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06, CR=-4.31,

p<.001)(Table 2).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경로확인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

과는 표준화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로 구분

하였다(Table 4).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은 개인위생 실천

에 총 .90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으

로 .82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09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개인위생

실천에 총 .02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심

각성이 개인위생 실천에 총 .03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

었다. 개인위생에 대한 지각된 위협은 개인위생 실천

에 총 -.13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이익

은 총 .22의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지각된 장애는

총 .08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본 연구모형에서 개인위생 실천의 다중상관제곱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877로 87.7%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3).

그림 2. 수정된 모형

Figure 2. Revised model

표 2. 경로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path (N=217)

Path
Esti-

mate
SE CR p

Knowled

ge
→

Perceived

susceptib

ility

.36 .04 8.02 <.001

Knowled

ge
→
Perceived

severity
.08 .05 1.44 .150

Knowled

ge
→
Perceived

threats
-.46 .06 -7.81 <.001

Knowled

ge
→
Perceived

benefits
.11 .05 2.05 .040

Knowled

ge
→
Perceived

barriers
-.12 .04 -2.90 .004

Knowled

ge
→ Practice .40 .02 27.59 <.001

Perceived

susceptib

ility

→
Perceived

threats
-.20 .08 -2.52 .012

Perceived

severity
→
Perceived

threats
-.30 .07 -4.40 <.001

Perceived

benefits
→ Practice .14 .02 9.24 <.001

Perceived

barriers
→ Practice .06 .02 3.23 .001

Perceived

threats
→ Practice -.06 .02 -4.31 <.001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231-239,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37 -

susceptibi

lity

Perceived

severity

Knowled
ge

.10

(.050)

- .10

(.050)

.010

Perceived

threats

Knowled
ge

-.47

(.010)

-.10

(.021)

-.57

(.010)

.395

Perceived

susceptibi

lity

-.15

(.051)

- -.15

(.041)

Perceived

severity

-.23

(.010)

- -.23

(.010)

Perceived

benefits

Knowled
ge

.14

(.019)

- .14

(.019)

.019

Perceived

barriers

Knowled
ge

-.19

(.010)

- -.19

(.010)

.037

Practice Knowled
ge

.82

(.010)

.09

(.010)

.90

(.010)

.877

Perceived

susceptibi

lity

- .02

(.050)

.02

(.050)

Perceived

severity

- .03

(.010)

.03

(.010)

Perceived

benefits

-.13

(.010)

- -.13

(.010)

Perceived

benefits

.22

(.010)

- .22

(.010)

Perceived

barriers

.08

(.119)

- .08

(.119)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Ⅳ. 논 의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위생 관련 지

식의 평균점수를 확인해보면 하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개발국가의 낮

은 개인위생 관련 지식은 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위생 증진 전략

을 방해하는 요소이다[22]. 이는 개인위생 증진 및 실

천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위생 관련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위생 관련 지식

과 실천 정도는 자녀의 수가 작을수록, 남자 가장보다

남성의 지지가 있는 대상자가 가장인 경우,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개인위생 관련 지식과 실천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개발국가에서는 모두 평준

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

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 수준 등 다

른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위생 관련 지

식은 물론 실천 정도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이

는 반대로 저개발국가에서 개인위생 관련 지식수준이

높다고 해도 적절한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

위생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23]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저개발국가에서 개인

위생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련 지식과

태도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및 자원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개인위생 관련 지식은 지각된

심각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의 태도와 실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개인위생 관련 태도들 역시 직, 간접적으로 실천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개발국가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한 Vivas, Gelaye [23]의 연구에서도 개인

위생 관련 지식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

하였다. 개인위생 관련 지식과 실천 정도가 낮은 학령

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시

행한 후 실험군의 개인위생 관련 여러 측면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24]도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개인위생 실천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설사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는 것을 막

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손씻기의 실천 같은

개인위생의 방법은 메르스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손씻

기의 중요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포스터를 붙인 화장실에서의 손씻기 실천률이 높게 나

타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개인위생에 대한 실천률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제안하였다

[25]. 개인위생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성공

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문제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26].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지식 및 태도들과 실천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수유 여성들은 아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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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로 아동은 물론 가족 전체의 건강에 밀접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즉, 아이를 양육하

고 있는 모성은 가족 안에서 건강 및 개인위생과 관련

된 행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구성원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좀 더 나은

청결과 아이의 성장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러한 지역사회 기반 중재는 아동의 건강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적 신념을 가진 빈곤한 환경에서

도 개인위생 관련 지식과 실천을 높이고 설사 및 영양

실조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7].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위

생 관련 실천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모성을 중

점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 중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

다. 본 연구는 저개발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위

생 관련 실천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 지

각된 감수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위협, 지각된 이

익, 지각된 장애가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87.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네갈 수유 여성의 개인위생 실

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과 더불

어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위협,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에 대한 중재를 복합적으로 제공해

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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