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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regarding COVID-19; and compare these COVID-19-related perspective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other health sciences, and non-health sciences. Methods: Using a descriptive-comparative study desig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a web-based survey using Google form.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Kruskal-Wallis test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3.0 (IBM Corp., Armonk, NY)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of
knowledge, attitudes, and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regarding COVID-19. Further, these differences were examined
among the three groups of college students. Results: A total of 400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nursing, n=178; other health
sciences, n=61; non-health sciences, n=161). Attitudes had a significant but mild level of correlation with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regarding COVID-19 (p＜.001).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attitudes, with nursing students and
other health science students having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COVID-19 guidelines than non-health science students
(H=6.63, p=.036). Conclusio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and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regarding COVID-19. Meanwhile, attitudes were stronger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and other health sciences,
compared to students in non-health sciences. Thus, an effective strategy to increase the positiv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oward COVID-19 is likely to promote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regarding COVID-19 guidelines among college
students. In particular, it should target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ther disciplines than nursing and other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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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났다[9-12]. 국내·외 성인[9,10] 및 인터넷 사용자[11]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COVID-19의 지식이 안면마스크 착

1. 연구의 필요성

용과 손씻기, 인구밀집장소 피함과 같은 예방행동[9] 및 감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

예방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1].

년 2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

또한 국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나 바이러스를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COVID-19의 지식 및 태도와 감염예방행위 수행 간에 유의

명명하였다[1].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번째 환자 발생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이후 지속적인 확진자 보고가 이루어져 왔으며, 2020년 12월

특히 젊은 연령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 많

23일 00:00 기준 우리나라의 COVID-19는 누진 확진 환자

고, 의료기관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을 활

52,550명, 사망자는 739명, 완치자는 36,726명을 기록하였

발히 하여 지역 내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상당히 높아 20대

다[2].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COVID-19 위기 상황에서, 많

초반 연령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2] 이에 따라 임

은 인구가 이환 및 사망에 이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은 COVID-19 감염원이 되지

COVID-19로 인해 보건 의료체계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

며, 국내 및 국제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보고되

생의 감염관리행위에 대한 수행도는 지식수준이나 위험성

고 있다[3]. COVID-19는 확산 전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질

인지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간호대학생

병이었다. 하지만 확산 이후 COVID-19는 국내에서 가장 관

은 임상실습 중 58.6%가 혈액 및 체액 노출을 경험하고, 이는

심 있는 주제가 되었다. 또 사망률 증가로 인해 불안감이 생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학생의 안전과 병원 감염관리에도 영

기 시작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일상생활에

향을 미칠 수 있다[14]. 국내 MERS 유행 시 상급종합병원에

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4].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보다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15]. 국내

Syndrome, MERS) 확산을 겪으면서 국내 의료계는 감염성

외에서는 간호대학생과 보건계열 대학생을 비롯한 대학생의

질환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감염예방 행위의 중요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수행도에 대한

을 인식하였고 감염예방 행위의 수행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ERS 등 신종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행위 수행을 향상시키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MERS에 대한 태도는 감염예방행위 수

위한 효과적인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제

행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5,6], MERS에 대

시되었다[16,17]. 앞으로의 대학생들의 감염병에 대해 적극

한 불안과 감염예방 가능성 또한 감염예방행위 이행과 유의

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가 원활한 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마찬가지

사소통으로 전파력이 있는 감염병을 착오 없이 효과적으로

로 간호대학생의 MERS에 대한 지식과 예방행위 실천정도에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 또한 대

있어서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되었다[18].

[8].

더불어 지역 내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20대 초반 연령층을

MERS와 같은 감염병 및 감염예방행위에 대한 선행 연구들

대상으로 한 COVID-19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로부터 감염병 확산 예방 방안이 도출되었다[5-8]. 또한

부각되었다[2]. 대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2015년 국내 MERS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상황

청소년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지만 소아나 청소년

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된 경험에도

기에 비해 부모나 주위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

불구하고 COVID-19는 국내 발생 12개월 이상 지속적인 확

기이기도 하며, 성인 중기나 후기에 비해 올바른 건강습관이

진자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2]. COVID-19 발생 이후 지금

확고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강증진행위가 부적절하

까지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COVID-19의 지식 또

게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19]. 현재까지 국외에서 대

는 태도와 감염예방 행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COVID-19 지식, 태도, 인식 연구[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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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를 적용하였다.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외의 COVID-19 지식, 태도,
인식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10,11,22] 그 대상이 성인, 인

2. 연구대상

터넷 사용자, 보건의료종사자이며 이 연구 또한 해당 국가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사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

회관계망(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대학생 커뮤니티)을 통해

로 한 COVID-19 감염예방 행위에 태도, 지식이 미치는 영향

편의표집 하였다. 선정기준은 최근 한 달 이내에 사회적 거리

에 대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만[23]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두기를 경험한 대학생, 설문조사 구글폼 링크에 접속이 가능

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 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COVID-19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 이행 정도를 비교한 선행

의한 간호학과 학생과 간호를 제외한 보건계열 대학생, 타 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간호를 제외한 보건계열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A, MERS와 유사하게 집단발생의 양

대학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직종 중 의학,

상을 보이는 COVID-19의 특성상 시기에 따라 연구 결과에

치의학, 한의학과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직종의 학사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단계

해당하는 자이며, 타 전공 대학생은 간호 및 보건계열을 제외

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관련 지

한 다른 전공자이다. 적정 표본 수는 G-Power 3.1.3 version

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이행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하다. 특히 감염예방행위 수행에 있어 간호대학생과 타 전공

효과크기 0.20을 기준으로 총 390명을 산출하였다. 무응답

간 교육방식에 있어 차별화 필요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

률 및 탈락률을 고려하여 41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여 간호를 제외한 보건계열을 타 전공에서 분리해 간호, 보건

다.

계열, 비보건계열 간 COVID-19 관련 지식, 태도 및 이행 정
도에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각 그룹에 맞는

3. 자료수집

적절한 감염예방행위 교육지침 마련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대학

으며, 수집방법은 구글폼 링크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대

생들의 지역 내 감염전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궁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해 링크에 접속한 사람이 설문에

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필수적으로 구글 로
그인을 함으로써 중복응답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

2. 연구목적

여 및 개인정보 제공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만 18세 이상의 대

본 연구의 목적은 (1)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태

학생임을 확인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글폼 설

도 및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2) 간

문을 통해 총 412개의 응답이 기록되었고, 그 중 인구학적 정

호대학생, 간호를 제외한 보건계열 대학생(이하 보건계열 대

보 외 설문에 무응답을 하였거나, 1/3 이상 설문에 불완전한

학생), 타 전공 대학생의 세 그룹 간 COVID-19에 대한 지식,

응답을 한 1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400개의 응답을 분석에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

사용하였다. 설문 작성 소요시간은 약 5분이었고, 응답자 중

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방법

4.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했다. 설문

1. 연구설계

지는 일반적 특성 7문항, COVID-19에 대한 지식 12문항,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간호를 제외한 보건계열 대학생 및

COVID-19에 대한 태도 10문항, COVID-19에 대한 감염예

타 전공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

방행위 이행도 13문항의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OVID-

행위 이행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설계

19 지식과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이행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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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로알

화 범위를 참고해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COVID-19 감염예

기’ 게시 자료[24], 감염병 관련 선행연구[25-28] 및 의료관련

방행위 이행도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손위생(4문항), 마스크

표준예방지침 지침(질병관리본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

착용(4문항), 신체접촉(1문항), 다중이용시설(1문항), 기침

학회, 2017)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고, 간호학과 교

예절(1문항), 환기(1문항), 타지역 방문(1문항)의 7개 하위영

수 1인이 내용을 검토하였다.

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5점 척도 및 빈도를 고려하여 ‘12
∼14일’ 5점, ‘9∼11일’ 4점, ‘6∼8일’ 3점, ‘3∼5일’ 2점, ‘0

1) COVID-19에 대한 지식

∼2일’ 1점으로 최소 13점에서 최대 65점까지이며, 점수가

COVID-19에 대한 지식 자가보고식 설문 문항은 질병관리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 이행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로알기’ 게시 자료[24] 내

연구에서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12문항으로 구성되

.79이다.

었다.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오
답’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12점으로

4) 인구학적 정보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학부(과), 대학 등록 상태, 학년, 성별, 나이

COVID-19에 대한 지식 도구의 신뢰도는 KR-20 값은 .02이다.

를 포함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감염 관련 특성으로는
COVID-19 감염 및 예방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건강상태 2

2) COVID-19에 대한 태도

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OVID-19에 대한 태도 문항은 COVID-19 감염에 대해 관
심과 경각심을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Lee의 신종 감

5. 분석방법

염병 간호의도 영향요인[25], Choi의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프로그램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착용에 관한

(IBM Corp., Armonk, 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논문[26], Yang의 종합병원 결핵 고위험부서 간호사의 결핵

정규성 검정은 Shaprio-Wilks test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감염관리 지식, 태도, 인식, 수행[27], Kim과 Kang의 간호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빈도와

학생의 개인보호구 관련 인식과 지식 및 태도[28], 의료관련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또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준예방지침 지침(질병관리본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

중앙값과 interquartile (사분위수)[IQ1, 3])을 산출했다. 전체

학회. 201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COVID-19

대상자의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의 상관관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COVID-19에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또는 Spearman’s

대한 위험지각(2문항), 개인보호장구 착용(2문항), 정부지침

rho)를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지식도구 항목 별 정답률

(2문항), 우울감(1문항), 개인보호장구(2문항), COVID-19

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전공 별 대학생의 지식, 태

증상(1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Likert

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

scale을 통해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원분산분석(또는 Kruskal-Wallis 검사)을 적용하였다.

측정했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 감염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갖는 적극적 태도
를 보임을 의미한다. COVID-19에 대한 태도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59이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간호를 제외한 보건계열 대학생(이
하 보건계열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전

3) COVID-19에 대한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공별 차이를 조사하여 대학생의 감염관리 활동에 도움을 줄

COVID-19 감염예방행위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초자료를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24]에 게시된 홍보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관심을 보

자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 마스크 착용 의무

인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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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는 자발적임을 공지하

(34.4%)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도 전자매체 45명

고,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

(73.8%), 학교 16명(26.2%)를 통하여 COVID-19 관련 정보를

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지 혹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개인

획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타 전공 대학생의 경우 대

정보는 익명처리 및 보호될 것이며 연구 참여에 따른 어떠한

부분의 정보 획득 경로가 전자매체 153명(95.0%)을 통하여

위험이나 불이익이 따르지 않고 모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이루어졌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간호대학생은 97명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54.5%)이 ‘아주 건강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36명(59.0%)

하에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였고, 타 전공 대학생은 78명(48.4%)
이 ‘아주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연구 결과

2.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의

1. 일반적 특성

상관관계

총 400명 중 간호대학생은 178명(44.5%), 보건계열 대학생

COVID-19에 대한 태도와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에 유의

은 61명(15.3%), 그리고 타 전공 대학생은 161명(40.2%)이었

한 양의 상관관계([rho]=.285, p＜.001)로, 태도가 높을수

다. 성별의 경우 간호대학생은 여자 163명(91.6%), 보건계열

록 감염예방행위 이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VID-

대학생은 여자 46명(75.4%), 타 전공 대학생은 여자 134명

19 지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83.2%)이었다. COVID-19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경로로는

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

간호대학생의 경우 Social Network Service (SNS), 전자매체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rho]=−.021, p=.673). 또한 지식

115명(64.6%)외 학교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한 경우도 61명

과 이행도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rho]=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Other Health Science Students, and Non-Health Science Students

Variables

Gender
Grade

Registration of college
Age (yr)

Acquisition paths of
COVID-19 information

Perceived health status

SNS=social network service.

Total

Nursing
(n=178)

Other health
science (n=61)

Non-health
science (n=161)

n (%)

n (%)

n (%)

n (%)

57 (14.2)
343 (85.8)
109 (27.2)
117 (29.2)
115 (28.8)
59 (14.8)
368 (92.0)
32 (8.0)
24 (6.0)
64 (16.0)
90 (22.5)
92 (23.0)
71 (17.8)
41 (10.2)
18 (4.5)
82 (20.5)
2 (0.5)
2 (0.5)
313 (78.3)
1 (0.2)
211 (52.7)
177 (44.3)
12 (3.0)

15 (8.4)
163 (91.6)
56 (31.5)
33 (18.5)
57 (32.0)
32 (18.0)
171 (96.1)
7 (3.9)
15 (8.4)
29 (16.3)
35 (19.7)
44 (24.7)
32 (18.0)
18 (10.1)
5 (2.8)
61 (34.4)
1 (0.5)
0 (0.0)
115 (64.6)
1 (0.5)
97 (54.5)
75 (42.1)
6 (3.4)

15 (24.6)
46 (75.4)
10 (16.4)
28 (45.9)
19 (31.1)
4 (6.6)
58 (95.1)
3 (4.9)
1 (1.6)
11 (18.0)
16 (26.2)
18 (29.5)
10 (16.5)
5 (8.2)
0 (0.0)
16 (26.2)
0 (0.0)
0 (0.0)
45 (73.8)
0 (0.0)
36 (59.0)
23 (37.7)
2 (3.3)

27 (16.8)
134 (83.2)
43 (26.7)
56 (34.8)
39 (24.2)
23 (14.3)
139 (86.3)
22 (13.7)
8 (5.0)
24 (14.9)
39 (24.2)
30 (18.6)
29 (18.0)
18 (11.2)
13 (8.1)
5 (3.1)
1 (0.6)
2 (1.3)
153 (95.0)
0 (0.0)
78 (48.4)
79 (49.1)
4 (2.5)

Categories

Male
Female
1
2
3
4
Registered
Leave of absence
18
19
20
21
22
23
≥24
Schools
Home
Hospitals
SNS, media
Not acquired
Very healthy
Ordinary
Not healthy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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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p=.052)(Table 2).

(Table 3). 3번 문항 ‘COVID-19 환자는 3가지(경증, 중증, 최
중증) 중증도로 분류한다(오답)’에서 간호대학생 정답률

3.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의 차

(18.5%), 보건계열 대학생 정답률(18%), 타 전공 대학생 정답

이: 간호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 타 전공 대학생 비교

률(29.2%)로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1). 12번

1) COVID-19에 대한 지식

문항 ‘기침 시에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해야

전공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도구의 항목 별 유의성

COVID-19를 예방할 수 있다(오답)’ 에서 간호대학생 정답률

은 항목 3과 12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2.9%),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 정답률(54.4%), 타 전공 대학

Table 2. Correlation among the Knowledges, Attitudes, and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of the COVID-19
Variables
Knowledges

Knowledges

Spearman’s **

Attitudes

(N=400)
Compliance

1

p
Attitudes

Spearman’s **

p
Compliance

Spearman’s **

p

−.021
.673
.097
.052

1
.285
＜.001**

1

** (rho)=Spearman’s  (rho) was performed due to ordinary levels and the non-normality of the variables.

Table 3. Knowledge about 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Other Health Science Students, and Non-Health Science Students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Items

COVID-19 is an acute respiratory syndrome caused by SARSCoV-2.
A patient of COVID-19 is managed following the Standard
Precaution, Droplet Precaution, and Contact Precaution for
infection prevention (As of Oct. 2020).
The COVID-19 confirmed cases are classify into three categories:
mild, moderate, and very severe disease (As of Oct. 2020).
The symptoms of coronavirus are fever. malaise, nause,
vomiting, headache, and hemoptysis.
The COVID-19 confirmed patient with no fever is not considered
contagious.
If a patient with a COVID-19 disease has no fever and does not
display any clinical symptoms, the patient can be released from
isolation.
The COVID-19 can spread through eyes, nose, and mouth.
The COVID-19 test is made by taking samples from both nose
(nasopharyngeal swab) and throat (throat swab)(As of Oct. 2020).
Without any overseas travel history or no contact with
suspected cases, a person suspected of COVID-19 according to
a physician's opinion for clinical symptoms can be in testing
criteria.
All COVID-19 confirmed patients should receive care in isolation
wards.
A suspected case of COVID-19 with negative result is encouraged to refrain from using multi-use facilities or public
transportation until after 14 days from the day of a negative
result.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virus, you should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palms when coughing and sneezing.

Nursing
(n=178)

Other health
science (n=61)

Non-health
science (n=161)

n (%)

n (%)

n (%)

125 (70.2)

45 (73.8)

17 (9.6)

2

p

118 (73.3)

0.51

.776

1 (1.6)

9 (5.6)

5.09

.078

33 (18.5)

11 (18.0)

47 (29.2)

6.37

.041

147 (82.6)

47 (77.0)

127 (78.9)

1.20

.550

173 (97.2)

61 (100.0)

151 (93.8)

5.52

.063

148 (83.1)

48 (78.7)

117 (72.7)

5.46

.065

167 (93.8)
15 (8.4)

60 (98.4)
2 (3.3)

154 (95.7)
17 (10.6)

2.17
3.02

.339
.221

166 (93.3)

58 (95.1)

144 (89.4)

2.60

.272

44 (24.7)

11 (18.0)

50 (31.1)

4.26

.119

168 (94.4)

58 (95.1)

152 (94.4)

0.05

.977

112 (62.9)

34 (55.7)

69 (42.9)

13.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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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Knowledge, Attitudes, and Compliance with Preventative Behaviors of 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Other Health
Science Students, and Non-Health Science Students
Variables
Knowledge

Attitudes

Compliance

Nursing
Other health science
Non-health science
Nursing
Other health science
Non-health science
Nursing
Other health science
Non-health science

Mean±SD

Median (IQ1, 3)***

7.39±1.17
7.15±0.99
7.17±1.39
39.47±4.28
39.69±4.63
38.27±4.91
52.46±8.14
51.13±9.53
50.90±9.34

7.0
7.0
7.0
39.0
39.0
38.0
54.0
51.0
53.0

(7.0, 8.0)
(7.0, 8.0)
(6.0, 8.0)
(37.0, 42.0)
(37.0, 43.0)
(35.0, 42.0)
(48.0, 58.0)
(43.5, 60.0)
(45.0, 58.0)

H****

p

4.21

.122

6.63

.036

2.39

.303

***IQ1, 3=interquartile.
****H=Kruskal-Wallis tests were performed due to the non-normality of the variables.

생 정답률(42.9%)로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방행위 이행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 및 태도에 있어 전공별 유

.001). 전공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간

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타 전공 대학생에 비교하여 간호대

호대학생 7.39점(중앙값=7.0; IQ1, 3=7.0, 8.0), 보건계열 대학

학생과 보건계열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생 7.15점(중앙값=7.0; IQ1, 3=7.0, 8.0), 타 전공 대학생 7.17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 이행도가 높았다.

점(중앙값=7.0; IQ1, 3=6.0, 8.0)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122)(Table 4).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OVID-19에 대한 태도는 감염예방행위 이행과 유의한 상관

2) COVID-19에 대한 태도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COVID-19에 대한 위험지각, 개인

전공에 따른 COVID-19 태도 평균 점수는 간호대학생

보호장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지침 준수 및 개인보호

39.47점(중앙값=39.0; IQ1, 3=37.0, 42.0). 보건계열 대학생

장구와 COVID-19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인식 등 긍정적 태도

39.69점(중앙값=39.0; IQ1, 3=37.0, 43.0), 타 전공 대학생

가 클수록 우리나라 대학생의 감염예방행위에 대한 이행도

38.27점(중앙값=38.0; IQ1, 3=35.0, 42.0)으로 그룹 간 유의한

는 높았다. 이 결과는 COVID-19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

차이를 나타냈다(H=6.63; p=.036)(Table 4).

을수록 감염예방 이행도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했다[12]. 또한, 과거 MERS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

3) COVID-19에 대한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합하는 것으로, Kim과 Park [15]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

전공에 따른 COVID-19에 대한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의 평

생의 MERS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MERS 예방행위 실

균 점수는 간호대학생 52.46점(중앙값=54.0; IQ1, 3=48.0,

천도가 높았다.

58.0), 보건계열 대학생 51.13점(중앙값=51.0; IQ1, 3=43.5,

본 연구에서 지식은 태도, 이행도와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

60.0), 타 전공 대학생 50.90점(중앙값=53.0; IQ1, 3=45.0,

계를 나타내었다. Kim [6]의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58.0)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303)

서처럼 지식과 태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지

(Table 4).

만, Kim과 Park [15]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 간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Jung과 Hong [23]의 연구

논 의

에서, COVID-19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간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지만, Kim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
의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에 차
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써, 태도와 감염예

Park [15]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이행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지식과 태도, 지식과 이행도 간의 상관관계는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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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COVID-19는 이전의 다른 감염

적 비중이 낮았던 간호, 보건계열 대학생에서보다 타 전공 대

병 유행 상황과 달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대중

학생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종

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국가 주도 하에 감염예방행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는 관련 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자

위 이행을 야기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매체 등의 수단을 통해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12번

를 활용한 COVID-19 정보 및 감염예방지식 교육이 이루어

문항 ‘기침 시에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해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자의 지식수준 및 감염예방행

COVID-19를 예방할 수 있다.(오답)’에서는 간호대학생과 보

위 이행수준 차이가 감소하여 관련 선행연구들마다 상이한

건계열 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전공 교과목이나 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

상실습 병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감염예방 지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이 습득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COVID-19에

생과 보건계열 대학생은 감염병 유행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

대한 지식, 태도 및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에 있어 전공별 차이

감염예방 지식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혹은

를 탐색하였다. COVID-19에 대한 지식의 총 평균 점수는 12

학교 전공 수업을 통한 감염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것

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7.39점, 보건계열 대학생 7.15점, 타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공 대학생 7.17점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감염병 유행 시 젊은 연령층
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이는 일반적 특성 중 COVID-19 정보 습득 경로 조사 결과,

강화하되, 간호대학생 및 보건계열 대학생에게는 지역 내 감

타 전공 대학생에서 전자매체 이용 비율(95.1%)이 가장 높고,

염병 전파 예방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간호대학생(34.3%)과 보건계열 대학생(26.2%)에서 학교 전

된다.

공 수업을 통한 정보 습득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간호, 보건계

전공에 따른 COVID-19에 대한 태도는 그룹 간 유의한 차

열의 학생들이 전공 및 교양과목을 통해 기초감염관련 지식

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보건계열 대학생이 예비 의

을 습득하였음에도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료인 및 의료종사자로서 감염예방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

으로 사료된다. COVID-19가 신종감염병 바이러스이기 때

껴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병원종사자가 아닌

문에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 습득은 학교, 병원에서의 교육보

타 전공 대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전자매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본 연

나 전공에 따른 COVID-19에 대한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의

구 결과에 작용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평균 점수는 간호대학생 52.46점, 보건계열 대학생 50.68점,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전공별 차이

타 전공 대학생 50.95점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를 두지 않고, 공통적인 교육자료 개발 및 전자매체를 통한 캠

않았다. 이는 Peng 등[20]의 연구에서 의료계열 전공 대학생

페인 및 교육을 강화하여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과 비의료계열 전공 대학생의 COVID-19 감염 예방 수행도

중요하다. 더불어 간호대학생과 보건계열 대학생에게는 전

가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공 및 교양과목을 통해 COVID-19 및 신종감염병의 전파를

유사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COVID-19 감염확산 상황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 주도 하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사료된다.

COVID-19의 높은 감염력과 치료제 부재가 감염예방 이행도

전공별 COVID-19 지식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식도구의 구체적 항목을 분석한 결과 3번 및 12번 문항 2개
항목에서 전공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번 문항 ‘COVID-

결론 및 제언

19 환자는 3가지(경증, 중증, 최중증) 중증도로 분류한다.(오
답)’에서는 타 전공 대학생이 간호대학생 및 보건계열 대학생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 그리고 타 전공 대

과 비교하여 높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전자매체를 통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관련 지식, 태도, 감염예방행위

COVID-19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교

이행도 수준을 파악, 비교한 결과, COVID-19관련 태도와 감

이하니 등: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ative Behavior of COVID-19 47

염예방행위 이행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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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구학적 정보 설문지]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1. 현재 주 전공인 학부 (과)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복수전공의 경우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세요
[ ] 간호대학 (간호학과)
[ ] 자연과학계열
[ ] 예술체육계열

[ ]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 의료관련학과)
[ ] 인문사회계열
[ ] 공학기술계열
[ ] 기타 (
)

[ ] 사범교육계열

1-2. 현재 (2020년 10월 기준) 대학 등록 상태는 어떠합니까?
[ ] 재학 중

[ ] 휴학 중

1-3. 현재 (2020년 10월 기준) 학년이 어떻게 되십니까?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의 학년을 선택하세요
[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4학년

1-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남자

[ ] 여자

1-5. 현재 (설문 참여일 기준) 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

)

1-6. 귀하가 COVID-19 감염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학교
[ ] 기타(

[ ] 가정
)

[ ] 병원

[ ] SNS, TV, 인터넷 뉴스 등 전자매체

1-7.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아주 건강하다

[ ] 보통이다

[ ] 건강하지 않다

[COVID-19에 대한 지식]
다음은 COVID-19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틀린 답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으니 검색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
면 됩니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No.

Statement

2-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란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2-2

COVID-19 환자는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에 준수하여 관리된다. (2020년 10월 기준)
ㆍ표준주의: 환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체액, 분비물 따위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기본적인 주의 지침
ㆍ비말주의: 5 μm를 초과하는 큰 호흡기 비말이 기침, 콧물, 혹은 대화를 통해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주의 지침
ㆍ접촉주의: 접촉을 통해 전파할 우려가 높은 환자에게 감염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주의 지침

2-3

COVID-19 환자는 3가지(경증, 중증, 최중증) 중증도로 분류한다. (2020년 10월 기준)

2-4

COVID-19 증상에는 발열, 권태감, 오심, 설사, 두통, 객혈 등이 있다.

2-5

COVID-19 확진자가 상기도 감염이 되었을 때 발열이 없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

2-6

COVID-19 확진자 중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발열이 없으며 COVID-19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진 것이 확인된다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2-7

COVID-19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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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내 기준으로 COVID-19는 면봉으로 입인두 도말물과 코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항원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2020년
10월 기준)

2-9

해외 방문이력이나, COVID-19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상증상으로 COVID-19가 의심된다면
COVID-19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한다.

2-10

COVID-19 확진 시 반드시 격리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한다.

2-11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 확진검사 후 음성 판정일 14일 이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된다.

2-12

기침 시에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해야 COVID-19를 예방할 수 있다.

[COVID-19 이행도 설문지]
다음은 COVID-19에 대한 이행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설문 참여일 기준으로 지난 2주간, 질문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날의 수를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Statement

3-1

지난 2주간 나는 외출 후 손을 씻었다.

3-2

지난 2주간 나는 외출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었다.

3-3

지난 2주간 나는 건물 출입 전 후에 손소독제를 사용했다.

3-4

지난 2주간 나는 손세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눈·코·입을 만지지 않았다.

3-5

지난 2주간 나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3-6

지난 2주간 나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후 실내 및 실외에서도 올바르게 착용했다(식사
시 제외).

3-7

지난 2주간 나는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았다.

3-8

지난 2주간 나는 마스크 착용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새 마스크로 교체했다.

3-9

지난 2주간 나는 타인과 악수,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타인과 두 팔 간격
(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했다.

3-10

지난 2주간 나는 사람이 많은 장소(다중이용시설: 식당, 영화관, 백화점, PC방, 술집,
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했다.

12∼14일 9∼11일
(5)
(4)

6∼8일
(3)

3∼5일
(2)

0∼2일
(1)

3-11 지난 2주간 나는 기침할 때 팔꿈치 안쪽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렸다.
3-12 지난 2주간 나는 실내의 창문 혹은 문을 열고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했다.
3-13 지난 2주간 나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했다.

[COVID-19 태도 설문지]
다음은 COVID-19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개인보호장구란?
안면보호장구(예: 고글 또는 눈가리개, Face Shield), 마스크(예: 일회용 마스크 또는 KF80, KF94, N95 마스크), 전신보호복,
장갑의 4가지 종류입니다.
No.
4-1

Statement
나는 COVID-19에 감염될까 걱정이 된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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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앞으로도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4-3

나는 권고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으로 COVID-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4-4

나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다.

4-5

나는 COVID-19로 인해 적용된 정부지침에 따라 변화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힘들
지 않다.

4-6

나는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에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4-7

나는 개인보호장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할 수 있다.

4-8

나는 개인보호장구 중 마스크의 등급에 따른 차이를 잘 알고 있다.

4-9

나는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10

나는 COVID-19 감염 유행 이후로 권고된 정부지침(여행 및 일정 자제, 다중이용시
설 이용자제, 손씻기, 얼굴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을 잘 지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