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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1) to investigate high school students’ reliability on COVID-19 responses 

in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and 2)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OVID-19 prevention practice.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urvey collected data from 200 high school respondents, using an 

anonymous online questionnaire designed by the Yonsei Global Health Center, from July 2 to 17, 2020 in 

this study.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eventative practices and practice 

rates between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Binary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 affecting the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Results: These high school students reliabilityed the schools’ COVID-19 response more than the private 

academy. In addition, students who studied only at school did more COVID-19 prevention practices than 

students who studied both at school and academ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voiding public 

transportation (p=.028), sitting in one row while having a meal (p=.011) in the practice rates depending on 

the schools’ COVID-19 respons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vering the mouth when coughing and sneezing 

(p-.041) was also found in the practice rates depending on the private academies’ COVID-19 response.

  Conclusion: The reason why schools were more reliable than private academies was that there are health 

teachers. Because schools a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need to work together to manage and monitor the COVID-19 response in the academ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wo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temporary 

circulation health teacher who will provide the COVID-19 prevention education at the acad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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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고등학생들의 학교, 학원 코로나19 응방역 신뢰와 방실천 차이

서  론

  2019년 12월 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19, 이하 코로

나19) 첫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발병 71일 만에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

다[1]. 2021년 5월 재 코로나19는 221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1억6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40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시켰다[2].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2021년 5월 기 으로 

13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900명 이상의 사망

자를 발생하 으며, 3차례의 유행(웨이 )이 

있었다[3]. 이로 인해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

진자를 기 으로 사회  거리두기를 5단계로 구

분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코로나19 교육분야 매

뉴얼」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4]. 해당 지침에는 코로나19 방을 한 행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 으로 ‘등·하교 세

부지침’, ‘학생 5  방수칙’, ‘학교 내 환경조성 

지침’, ‘코로나19 방행동 교육’ 등이 있다[4]. 하

지만, 교육부의 코로나19 응 지침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달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5]. 기존의 서

미(2020)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코로나19 

방행 는 100  만 에서 60.75 으로 체 

평균 79.61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고등학생의 낮은 코로나19 방실천과 

고등학교의 집된 공간으로 인해 학교 심의 

집단 확산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  거

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학교의 면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10명  9명은 면 수업을 희망하고 있다[7]. 

와 같은 고등학생의 요구도에 맞추어 면 수

업의 비 을 높이기 해서는 필수 으로 학교의 

코로나19 방역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한 학교의 지침에 하여 학생들이 올

바르게 따르기 해서는 학교와 선생님에 한 

신뢰도가 매우 요하다. 기존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김아 (2020) 연구에 따르면, 고

등학생은 학교와 선생님의 지침을 따르기 해

서는 해당 지침을 달·교육하는 선생님의 신뢰

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방침과 교육을 따르기 

해 신뢰도와 연 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고등학생  73.0%는 학원을 병행하며 다니고 

있으며, 하루의 평균 10시간 이상은 학교에서 

생활하며, 평균 5.3시간은 학원에서 생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9]. 이에 고등학생의 코로나19 확

산을 방하기 해서는 학교만큼 학원에서의 

방역도 요하다. 하지만, 학원은 개인 사업장으로 

교육부와 지자체의 리 상으로 복이 되고 

있어, 지침 수와 리감독 책임에 어려움이 많

다. 실제로, 교육부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따

르면, 사회  거리두기 단계를 어기고 운 한 

사례가 지속 으로 수되어 학원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6월 소

재의 학원에서는 28명 확진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11개 학교의 학생, 교직원, 가족 등 

총 1,100명이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 으며, 엔

(n)차 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다. 학교는 보

건교사가 책임 하에 학교의 코로나19 응 방침, 

코로나19 방 교육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 수

행하고 있지만, 학원은 그 지 못하다. 이에, 학

원에서의 코로나19 방역에 한 학생들의 신뢰

도를 확인하고,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코로

나19 방수칙 실천에 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들을 상

으로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 방역에 한 

신뢰도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목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 인 목 으로는 첫째, 고등학생의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 신뢰도를 확인하고, 둘째, 

학교와 학원의 이용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방

행동 실천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학교와 학

원의 코로나19 응 신뢰도에 따른 코로나19 

방행동 실천에 차이를 악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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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윤혜진, 김지언, 남은우  3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생들의 학교와 학원 코

로나19 응 방역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과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행동 실천의 차이를 분석한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국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 으며, 해당 

설문조사의 온라인주소를 조사 상자에게 공유

하여 자가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

문 상자는 지역별 첫 응답자를 선정하고, 해

당 응답자가 다음 조사 상자에게 조사주소를 

공유하는 덩이 표본추출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진행하 다. 그 결과, 232

명이 조사되었고, 이  도포기 응답자, 결측

응답자, 불성실 응답자 32명을 제외한 200명을 

최종 분석 상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는 연

세 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 원회 심의를 

받아 실시하 다(1041849-202004-SB-043-02).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연세 학교 연세 로벌헬스센터

에서 코로나19 연구를 하여 분야별 문가에 

의하여 개발된 ‘YGHC COVID-19 Online Survey 

Questionnaire’ 설문지를 사용하 다. 해당 설문

지는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 코로나19 방행동 

실천, 학교의 코로나19 응 신뢰도, 학원의 코

로나19 응 신뢰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도구는 

고등학생 2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합도, 타당도를 확인하 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  변수는 성별, 학교형태, 가구형태, 

종교, 학교생활만족도, 거주지역, 학교의 코로나

19 응방역 신뢰도,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를 조사하 다. 학교행태는 일반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로 구분하 으며, 가구형태는 2인 

가구, 3-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으로 구분하

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만족으로 구분하

으며, 거주지역은 역시 이상도시와 그 외지

역으로 구분하 다. 학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로 구분하

다.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 에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2) 코로나19 예방행동

  코로나19 방행동은 ‘재채기 시 입가림’, ‘비

로 손 씻기’, ‘ 교통 기피’, ‘재채기 후 손씻

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오염된 물건  후 

손씻기’, ‘엘리베이터 이용자제’, ‘일렬착석 식사’, 

‘10인 이상 모음 자제’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해당 코로나19 방행동은 ‘매우 실천’, ‘실천’, 

‘실천하지 않음’, ‘  실천하지 않음’ 4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3)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대응방역 신뢰도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에 한 신뢰 

정도는 ‘귀하는 학교(학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19 방역에 하여 신뢰하고 계십니까?’라는 문

항에서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로 이항으로 

조사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와 학원에서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 차이를 분석하 다. 

첫째, 학교와 학원을 이용하는 집단에 따라 코

로나19 방행동 실천율의 차이를 비교하 다. 

이를 해 1) 학교만 다니는 집단, 2) 학교와 학

원을 모두 다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

19 응방역 신뢰도에 따른 학생들의 방행동

실천율을 분석하기 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실시

하 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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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고등학생들의 학교, 학원 코로나19 응방역 신뢰와 방실천 차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95% 신뢰구간

에서 유의수 을 확인하 다. 해당 분석은 온라

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1. 조사응답자 특성

  본 연구 상 고등학생은 총 200명이며, 남학생 

81명(40.5%) 여학생 119명(59.5%) 다. 학교 형

태는 일반고등학교 170명(85.0%), 특목고등학교 

30명(15.0%)이었다. 종교활동과 련하여 종교가 

있는 학생은 95명(47.5%), 종교가 없는 학생은 

105명(52.5%)이었다. 가구형태는 3-5인 가구가 

183명(91.5%)로 가장 많았으며, 6인 이상 가구는 

12명(6.0%), 2인 가구는 5명(2.5%)이었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170명(85.0%)이었으며, 

역시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117명

(58.5%)이었다. 학교의 코로나19 응을 신뢰하는 

학생은 113명(56.5%)이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127명(63.5%)이었으며, 그  학원의 코로나19 

응을 신뢰하는 학생은 70명(55.1%)이었다. 

2. 학교와 학원의 이용과 코로나19 예방행동 실천

  고등학생의 학교  학원 이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방행동 실천여부의 차이를 분석을 

하 다(Table 2). 이에, 학교만 다니는 집단과 

학교와 학원을 함께 다니는 학생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교만 

다니는 집단과 학교와 학원을 함께 다니는 집단에 

따라 ‘오염된 물건을  후 손 씻기’와 ‘엘리베

이터 이용자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오

염된 물건을 한 후 손 씻는 학생은 학교만 

다니는 집단(52.1%)이 학교와 학원을 함께 다니

는 집단(37.0%)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3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n %

Sex Male 81 40.5

Female 119 59.5

School High school 170 85.0

Special purpose high school 30 15.0

Religion Yes 95 47.5

No 105 52.5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5 2.5

3-5 183 91.5

≥6 12 6.0

Satisfaction of school life Dissatisfaction 30 15.0

Satisfaction 170 85.0

City Metropolitan 117 58.5

Other cities 83 41.5

Education facitly Only School 73 36.5

School + Private academy 127 63.5

Reliability of the school's 

  response to COVID-19

Yes 113 56.5

No 87 43.5

Reliability of the private academy's 

  response to COVID-19

Yes 73 36.5

No 70 55.1

Total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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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entive practices by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itution (n=200)

(p*)School

(n=73)

School+Private 

academy

(n=127)

Covering mouth when coughing and sneezing

  Yes 39 (53.4%) 79 (62.2%)
1.477 (.224)

  No 34 (46.6%) 48 (37.8%)

Avoiding public transportation

  Yes 9 (12.3%) 18 (14.2%)
0.135 (.713)

  No 64 (87.7%) 109 (85.8%)

Washing hands with soap and water

  Yes 44 (60.3%) 79 (62.2%)
0.073 (.787)

  No 29 (39.7%) 48 (37.8%)

Washing hands after coughing, rubbing nose 

 or sneezing

  Yes 19 (26.0%) 27 (21.3%)
0.595 (.441)

  No 54 (74.0%) 100 (78.7%)

Wearing a mask

  Yes 61 (83.6%) 99 (78.0%)
0.911 (.340)

  No 12 (16.4%) 28 (22.0%)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contaminated objects

  Yes 38 (52.1%) 47 (37.0%)
4.295 (.038)

  No 35 (47.9%) 80 (63.0%)

Avoiding elevators

  Yes 16 (21.9%) 14 (11.0%)
4.315 (.038)

  No 57 (78.1%) 113 (89.0%)

Sitting in one row while having a meal

  Yes 35 (47.9%) 55 (43.3%)
.403 (.526)

  No 38 (52.1%) 72 (56.7%)

Avoiding gathering with more than 10 people

  Yes 27 (37.0%) 48 (37.8%)
.013 (.909)

  No 46 (63.0%) 79 (62.2%)

* P value from t test for continuous outcomes and χ2 test for binary outcomes

  한 학교만 다니는 고등학생과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을 비교하 을 때, 학교만 다니는 

고등학생의 코로나19 방행동 실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오염된 물건  후 손 씻기’, 

‘엘리베이터 이용자제’, ‘일렬착석 식사’, ‘10인 이상 

모임 자제’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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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ventive practice rate by educational institution group

1: Covering mouth when coughing and sneezing, 2: Avoiding public transportation, 3: Washing hands 

with soap and water, 4: Washing hands after coughing, rubbing nose or sneezing, 5: Wearing a mask, 

6: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contaminated objects, 7: Avoiding elevators, 8: Sitting in one row 

while having a meal, 9: Avoiding gathering with more than 10 people

3.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대응방역 신뢰도와 

코로나19 예방행동 실천

  학교와 학원에서의 코로나19 응 신뢰에 따른 

코로나19 방행동 실천률 차이를 분석하 다

(Table 3). 그 결과, 학교의 코로나19 응신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코로나19 방행동 실천은 

‘ 교통 기피(p=.028)’, ‘일렬착석 식사(p=.011)’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원을 다니는 학생 에서 학원의 코로나19 응

신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코로나19 방행동 

실천은 ‘재채기 시 입가림(p=.04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대응방역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에 하여 신뢰여

부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4). 그 결과, 학교의 

코로나19 응방역을 신뢰함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교, 재채기 시 입가림, 교통 기피, 일렬착

석 식사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학교의 코로나19 

응에 하여 2.337배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10). 재채기 시 입을 가리는 고등학생

이 입을 가리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0.446배 더 

학교의 코로나19 응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2). 

  학교와 학원을 모두 다니는 학생들의 학원 코

로나19 응방역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은 학교

생활의 만족도, 오염된 물체를 만진 후 손씻기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원을 0.538배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49). 

즉, 학원을 더 1.85배 더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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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VID-19 preventive practice rate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n(%)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in school 

(n=200) (p*)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in private 

academy (n=127) (p*)

Yes No Yes No

Covering mouth when coughing 

 and sneezing

   Yes 41 (50.0) 46 (39.0) 2.389

(.122)

16 (33.3) 41 (51.9) 4.160

(.041)   No 41 (50.0) 72 (61.0) 32 (66.7) 38 (48.1)

Avoiding public transportation

   Yes 70 (40.5) 17 (63.0) 1.811

(.028)

49 (45.0) 8 (44.4) 0.002

(.968)   No 103 (59.5) 10 (37.0) 60 (55.0) 10 (55.6)

Washing hands with soap and 

 water

   Yes 35 (45.5) 52 (42.3) 0.195

(.659)

20 (41.7) 37 (46.8) 0.322

(.570)   No 42 (54.5) 71 (57.7) 28 (58.3) 42 (53.2)

Washing hands after coughing,

 rubbing nose or sneezing

   Yes 63 (40.9) 24 (52.2) 1.829

(.176)

44 (44.0) 13 (48.1) 0.148

(.701)   No 91 (59.1) 22 (47.8) 56 (56.0) 14 (51.9)

Wearing a mask 

   Yes 16 (40.0) 71 (44.4) 0.249

(.618)

10 (35.7) 47 (47.5) 1.220

(.269)   No 24 (60.0) 89 (55.6) 18 (64.3) 52 (52.5)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contaminated objects

   Yes 46 (40.0) 41 (48.2) 1.349

(.246)

40 (50.0) 17 (36.2) 2.289

(.130)   No 69 (60.0) 44 (51.8) 40 (50.0) 30 (63.8)

Avoiding elevators

   Yes 70 (41.2) 17 (56.7) 2.490

(.115)

51 (45.1) 6 (42.9) 0.026

(.872)   No 100 (58.8) 13 (43.3) 62 (54.9) 8 (57.1)

Sitting in one row while having 

 a meal

   Yes 39 (35.5) 48 (53.3) 6.438

(.011)

29 (40.3) 28 (50.9) 1.425

(.233)   No 71 (64.5) 42 (46.7) 43 (59.7) 27 (49.1)

Avoiding gathering with more 

 than 10 people

   Yes 57 (45.6) 30 (40.0) 0.598

(.439)

39 (49.4) 18 (37.5) 1.700

(.192)   No 68 (54.4) 45 (60.0) 40 (50.6) 30 (62.5)

* P value from t test for continuous outcomes and χ2 test for binar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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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in school 

and private academy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in school (n=200)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in private academy 

(n=127)

B CI p B CI p

Sex (Ref=Male)

   Female 1.139 0.592 - 2.190 .697 1.792 0.726 - 4.419 .206

Religion (Ref=No)

   Yes 2.337 1.227 - 4.451 .010 .592 0.259 - 1.355 .215

School(Ref= High school)

   Special purpose high school 0.858 0.343 - 2.142 .742 .606 0.179 - 2.060 .42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Ref=Dissatisfaction)

   Satisfaction 1.194 0.503 - 2.836 .687 .358 0.118 - 1.085 .049

City (Ref=Metropolitan)

   Other cities 0.989 0.504 - 1.944 .976 1.141 0.481 - 2.706 .764

Covering mouth when coughing 
 and sneezing (Ref=No)

   Yes 0.446 0.227 - 0.879 .002 1.828 0.778 - 4.294 .167

Avoiding public transportation
(Ref=No)

   Yes 2.352 0.894 - 6.191 .043 .994 0.291 - 3.398 .993

Washing hands with soap and 
 water (Ref=No)

   Yes 0.730 0.345 - 1.547 .412 1.598 0.594 - 4.296 .353

Washing hands immediately 
 after coughing, rubbing nose 
 or sneezing (Ref=No)

   Yes 1.070 0.454 - 2.520 .878 2.430 0.747 - 7.908 .140

Wearing a mask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symptoms (Ref=No)

   Yes 1.228 0.522 - 2.887 .638 1.475 0.500 - 4.353 .481

Wasing hands after touching 
 contaminated objects (Ref=No)

   Yes 1.396 0.651 - 2.996 .392 .327 0.113 - .945 .039

Avoiding using elevators 
(Ref=No)

   Yes 1.361 0.530 - 3.497 .522 .667 0.175 - 2.546 .553

Sitting in one row while having 
 a meal (Ref=No)

   Yes 2.243 1.109 - 4.539 .025 1.567 0.645 - 3.807 .322

Avoiding gathering with more 
 than 10 people (Ref=No)

   Yes .653 0.316 - 1.348 .249 .632 0.259 - 1.544 .314

Constant term .401 .792

Hosmer-Lemeshow (p) 12.906 (.115) 2.819 (.945)

Cox & Snell R2 .130 .146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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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의 목 은 한국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에 한 신뢰도의 

차이와 요인을 악함에 있다. 해당 연구를 

하여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 신뢰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방행동의 실천여부 차이를 분

석하 다.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의 일반  

특성을 확인해보면, 학교의 코로나19 응에 신

뢰하는 학생의 비율은 56.5%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비율

(60.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63.5%이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인, 학원 다니는 고등학생의 

비율(73.0%)과 유사한 수치이다[10].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고등학생의 학교와 

학원에서의 코로나19 응에 한 신뢰도를 확

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인 

고등학생에게 학교와 학원에서의 코로나19 응에 

한 신뢰 여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학교의 

코로나19 응을 신뢰하는 학생은 56.5%. 학원의 

코로나19 응을 신뢰하는 학생은 36.5% 다. 

이는 학교는 공교육기 으로써 코로나19 응 

지침을 질병 리청과 교육부로부터 직 인 지

침을 받아서 한 코로나19 교육  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교육부에서는 국 고

등학교에「코로나19 교육분야 매뉴얼」지침을 

2020년 2월부터 분야별, 상황별로 구분하여 작성 

 배포하고 있다[4]. 특히, 2021년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환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이 매일 아침 등교하기 에 가정에서 자기 

건강 리 상태를 학교에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11-12]. 그 외에도 

학교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 , 환기 지침, 에어컨 

작동, 등·하교 지침 등을 이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응이 정부의 

주 하에 진행됨을 인지하고 이에 해 학교의 

코로나19 응에 해 신뢰하는 것으로 단된다. 

정부의 코로나19 응 신뢰를 분석한 기존의 

오 진(2021), 길정아(2012)의 연구와 비교하 을 

때, 정부의 코로나19 응방역에 한 신뢰도인 

68.0%, 62.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신뢰

하는 비율이 반 이상임에는 결과가 유사하다

[13-14]. 한, 학원을 다니는 학생 에서 학원의 

코로나19 응 신뢰는 36.5%로 학교의 응 신

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학

원은 코로나19 고 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학

생들이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15].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학교와 학원의 이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방행동 실천의 차이를 

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 

다니는 학생집단과 학교와 학원을 함께 다니는 

학생을 구분하여 코로나19 방 행동의 실천 차

이를 비교하 다. 그 결과, 9개의 코로나19 방

실천율이 학교만 다니는 집단의 마스크 착용 생

활화(83.6%)를 제외하고는 모두 70%미만이었다. 

특히 재채기 시 입을 가리는 학생은 학교만 다

니는 집단(53.4%),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집단

(62.2%)이었으며, 재채기 후 손 씻는 학생은 학

교만 다니는 집단(26.0%),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집단(21.3%)로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도 코로나19 방을 한 실천이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와 학원이 코로나

19 험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향후 

코로나19 방을 한 강력한 지침과 리가 필

요함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코로나19 방행동을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이 ‘오염된 물건을  후 손 씻는 빈도’, 

‘엘리베이터 이용자제’ 실천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확인되었다. 실제로,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학원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치해있으며, 

학원은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 혹은 세면  

등의 환경조성이 학교에 비해 열악하므로 코로나

19 방역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16].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는 학생들의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에 따른 코로

나19 방행동 실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학교의 코로나19 응방역 신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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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교통 기피’와 ‘일렬착석 식사’가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학교를 신뢰

하는 학생은 교통을 덜 기피하고, 일렬 착석 

식사도 덜 하는 것이다[17]. 학원을 이용하는 학

생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원의 신뢰를 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재채기 시 입가림을 더 실천하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2021년 

5월 기  학원의 집단 발병이 발생 된 것은 총 

1,000건 이상이다[18]. 그  표 인 확산 원인은 

학생의 마스크 미착용과 무분별한 재채기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목표는 학교와 학원의 응

방역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재채기 시 입가림, 교통, 일렬착석 

식사가 학교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 , 재채기 시 입가림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학교의 코로나19 응을 더 신뢰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의 코로나19 응만 믿고 

본인 스스로 방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학교는 교육부의「코로나

19 응 학교 방역수칙 매뉴얼」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일일 2회, 환기를 1시간에 1번, 수시로 

청소와 문업체에 의한 소독을 하고 있었다[19]. 

이러한 방역 응을 직  본 학생들이 기침 시 

소극 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한, 

교통을 기피하고, 일렬착석을 더 시행하는 

학생은 학교의 코로나19 응에 해 더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 ,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권고한 내용  하나는 등·하교 시 교통을 

기피하고, 교내 식사 시 일렬로 사회  거리두

기를 수하며 식사함을 권고한 것이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5]. 실제로, 학생과 고등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연구에서도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수 이 다른 시설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20]. 한,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에 한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물건  후 손 씻기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학원의 코로나19 응을 

신뢰하지 않았다. 한, 물건을  후 손을 씻는 

학생일 경우에 학원의 코로나19 방역을 믿지 못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의 코로나19 응과 방

역이 학원보다 더 신뢰가 가며, 이로 인한 결과로 

유추된다. 

  본 연구의 결과, 코로나19 방과 근 을 

하여 학교와 학원에서의 략은 크게 1) 보건교

사를 활용한 올바른 인식교육 확 , 2) 학원에서  

교육부 코로나19 방역지침 수 권고이다. 첫째,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이 학원과 다른 

이며, 학교의 코로나19 방역에 성공 인 요인으

로 뽑히고 있다[21]. 보건교사의 주요 업무는 보

건교육, 성교육, 응 처치, 감염병 방 등이다. 

특히, 보건교사의 코로나19 시 에서 역할은 교

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교육받고, 각 학교에서 직원과 학생들을 상으로 

달교육과 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22]. 이

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1년 이상 확산하면서 잘못된 지식이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달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시 에서 정부의 

리스크커뮤니 이션으로 인하여 정부의 코로나

19 응방역이 신뢰도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과 지침의 신뢰도를 잃고 있다[23]. 

한, 코로나19의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19 방 

행동 미 수를 넘어, 백신 수용도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자치단체 

교육청은 보건교사를 활용한 올바른 코로나19 

정보를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학교 외부에서도 

지침을 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원은 사설 사업자로서 학교와 다르게 

교육청이 아닌 시청의 교육지원청에서 리하고 

있다. 즉, 교육부에서는 학원을 한 코로나19 

응 지침을 개발/배포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필요한 물품과 교육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이유로, 실제로 학원에서 코로나19 발병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발병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 응 방침을 교육부의 학교 지침, 교육지원

청의 학원 지침을 통합하고, 리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학교의 보건교사와 유사하게 학원에

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한 수칙을 교육하고 

리하는 보건교사가 한시 으로 필요하다.

- 140 -



이호철, 윤혜진, 김지언, 남은우  11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연구 상자를 

무작 로 표본추출이 아닌 덩이표본추출 방법

으로 추출하여 모집단의 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상

황을 연구하는데 요한 의미를 지니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 인 부분을 인지

하고도 진행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체에 확 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면 설문조사보

다는 비표본오차가 높으며 타당도가 다소 떨어

질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되면 

코로나19에 한 심층 인 면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기 인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 신뢰

도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실천을 비교함에 

의미가 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은 학교의 코로

나19 응을 학원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음을 확

인하 으며, 그에 따라 코로나19 방실천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 이유는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교육부의 지침 수가 표 인 

이유이다. 이에, 교육부와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교사를 임

시로 고용하고 학원을 순환하여 학원의 코로나

19 응을 확인하고, 학원 학생들을 상으로 

코로나19 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보건교사의 코로나19 응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 코로나19 응 체계를 책임

지고 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한다. 

한 교육부와 지자체에서는 학원 리책임기 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강한 리·감독이 필요

하다. 

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응방역에 한 신뢰도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실천의 차이를 비교함에 목 이 있다. 연구

자료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232명의 고등학생  32

명을 제외한 200명을 분석하 다. 카이제곱 검

정과 이분형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그 결과, 고등학생은 학교의 코로나19 응에 

하여 학원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으며, 학교만 

다니는 학생의 코로나19 방 실천율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오염된 

물건  후의 손씻기(p=.038),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p=.038)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코로나19 응 신뢰정도에 따라서 교통기피

(p=.028), 일렬착석 식사(p=.011)가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며, 학원의 응 신뢰정도에 따라 

재채기 시 입가림(p=.04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학교의 응방역 신뢰도에 향을 주는 

코로나19 방실천은 3개로 나타났으며, 재채기 시 

입가림(p=.002), 교통 기피(p=.043), 일렬착석 

식사(p=.025)이었다. 반면에 학원의 응방역 신

뢰도에 향을 주는 코로나19 방실천은 1개로 

물건  후 손씻기(p=.039) 다. 학교의 코로

나19 응방역 신뢰도가 학원보다 높은 이유는 

보건교사이다. 보건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코로나19 방역과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방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원은 

코로나19 방역에 한 지침은 받지만, 이를 책

임지고 이행하며 리할 기 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리감독하고 코로나19 방교

육을 실시할 임시 순환 보건교사 배치  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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