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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 학생들의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가능성, 감염 방가

능성, 감염 방행 이행수 을 악함으로써 임상실습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 리시스템의 융합 구축

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술 조사연구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 222명을 상으로 자료수집 하 다. 상자의 특성과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가능성,

감염 방 가능성, 감염 방행 이행 수 을 설문조사하 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 계,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평균 수는 불안 42.70 (최

80 ), 지식 11.73 (16 만 ), 감염 가능성 22.55 (100 만 ), 감염 방가능성 7.37 (10 만 ), 감염 방행

이행 정도 34.55 (최 48 )이었다. 한편 감염 방행 이행의 향요인으로는 불안과 감염 방 가능성으로

나타나 메르스 유행 시 감염병에 한 정보 제공과 감염 방 가능성을 교육하여 방행 이행을 증진시키도록 해

야 한다.

• 주제어 : 동호흡기증후군, 불안, 지식, 감염, 방,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on establishing convergence
oriented respiratory infection management system in nursing students attending clinical training by
analyzing anxiety, knowledge, possibility of infection, possibility of prevention, and compliance level of
preventive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222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from June
15th to 30th in 2015 using questionnaire. Characteristics relative to variabl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xiety was 42.70(max 80 points), but possibility
of infection was 22.55(max 100 points). Also, knowledge(11.73 out of 16 points), possibility of
prevention(7.37 out of 10 points), and compliance level of preventive behavior(34.55 out of maximum 48
points) were slightly above averag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 were
anxiety and possibility of prevention. It is needed to lead convergence oriented approach on enhancing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 through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ng possibility of prevention
during MERS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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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양 환경상태의 개선, 항생제 백신의개발등으

로 염성 질환이 상당히 감소하 으나 심밖에 있던

염성 질환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

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염성 질환들이새롭게 발생하

여 인류를 하고 있다[1]. 증 성호흡기증후군

(SARS)이나 신종인 루엔자 유행 사례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감염병은 잘 알려진 감염병과는 달리 발

생원인 악도 어렵지만 확산정도와 범 에있어서 범

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 확실한 치료법이 규명되지

못하 고,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

내 유입 가능성 증가로 신종 염병에 한 효율 처

를 한 감시체계 확립과 련정보의 교류 확 국가

기 리 차원에서의 체계 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3].

최근우리나라의경우 2015년 5월 20일 첫 동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환

자가 발생하 고[4] 일부 의료기 을 심으로 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으로 질병이 속도로 되었으며, 질

병 를 방하기 하여 다수의 노출자를 격리하 다.

이 과정에서 동호흡기증후군(MERS)에 한 정부의

경험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조기에 올바른정보제공을 하

지 못하여 유행 기상황에서 부 한 처결과를 가져

왔고,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사망자 수와 폭발 인 감염

환자수의 집계발표는 국민들로 하여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하 으며, 국가 재난차원으로 재 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 다.

동호흡기증후군(MERS)은 2012년에출 하여 동,

아 리카, 북미, 유럽, 아시아를 포함하여 26개국에서 발

생이 보고되었고, 한국을비롯한 3개국이최근 추가보고

되었다. 세계 인 환자발생 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2일 확진환자 수는 1,361명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최소

477명으로 보고되었고[5],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후 6월 15일에는 확진자가

15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추가감염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자를 의료기 내에서 격리하는 코호트격리를 하

는데 격리자 150명 병원 련 종사자가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후 2015년 7월 2일기 183명확

진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 다[6].

동호흡기증후군(MERS)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가 원인인 성 호흡기 감염으로, 심각한

기 질환이 있어서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사율은 동지

역에서 유행 시 약 40% 에 달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5,6]. 이러한 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높은 치사율과 의료기 내에서의 의료인을

포함한 환자, 보호자들에게로의 는 질병에 한 두

려움과 불안을 가 시켰다[7].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해 의료인과 같은 병원환경에서 임상실습에 참여

하고 있는 간호 학생들에게 지식과 감염 방 이행에

한 교육 뿐 아니라 정신건강 지지차원에서 융합 근

방법의 하나로 메르스 감염 리체계 사항들을 검할 필

요가 있다.

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과 련하여 임상

특징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병인이 완 히 규

명되지 않았고, 치료법이나 백신에 한 연구는 진행

으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성호흡부 이나 패 성 쇽 환자에 한 양질의

안 한 리에 한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5].

2015년 5월부터 국내 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이후 의료기 내에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

들과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 속한 와 20% 내외의

높은 치사율로 인해 국내외의 매체들은 동호흡기

증후군(MERS) 발생 추이와 질병의 , 방에 해

매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으며, 교육부와 보건복

지부에서는 동호흡기증후군(MERS) 학교 응 매뉴얼

보 을 통해 질병이환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해 손 씻

기, 기침 등의 개인 생 수와 의심 증상 발생 시

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것을 극 홍보하 고, 학

생 집단활동 자제의 한방법으로 학교의 휴교에 한검

토와 권고를 하기도 하 다. 한 병원환경에서 실습을

하는 간호 학생의 감염 문제가 제기되어 병원 실습을

일시 단시키도록 하 다[4,8].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은 문직 간호사가 되기 한

핵심 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간호사의 업무를 학습하기

해 간호 학생들은 환자의 처치와 련된 기본간호 뿐

만 아니라 환자면담등을통하여환자들과 한 을

하며상당히많은 시간을병실에서보내므로 환자의 염

성병원균에감염될가능성이다른어떤집단보다높다[9].

감염병환자를가장가까이에서직 간호해야하는 상황

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간호사는 감염될 험이 높고

[10], 임상경력 1년이하의간호사가경력이많은간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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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정신건강 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한 연구[11]

간호 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문성과 숙련성면에서

부족[12]함을 고려해 볼 때,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

학생은 최근 유행한 동호흡기증후군(MERS)을 포함한

병원 내 호흡기 염병 감염에 노출되기 쉬워 이에 한

리가필요하다. 특히, 미래의의료인이될간호 학생에

한 정신 측면의 지지와 감염 리능력을갖추도록 융

합 차원에서 체계 으로 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

되며, 임상실습 학생에 한 학교 측과 병원 측의 체계

인 감염 리 규정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호흡기 염성 질환 감염과 련하여 병원근무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증 성호흡기증

후군(SARS) 유행 시 염병 감염에 한 디스트 스

[13]와 불안 등의 부정 정서가 높게 나타났는데[14] 이

러한 고찰을 통해 병원근무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습

에 참여하는 간호 학생들의 부정 정서수 한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실습이나 병원근무와

는 련이 없지만 호흡기 염병과 련하여 학생을

상으로 한 인 루엔자 발생 련 요인[15], 등학생을

상으로 한 신종 루 방행동 향요인[16], 등학생

의 신종인 루엔자 A (H1N1)에 한 지식, 인지된

[17]이 있으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병원

감염과 련한 지식과 수행정도 내지는 실천력에 한

연구들[9,12]이 있을 뿐 호흡기 감염의 하나인 동호흡

기증후군(MERS)과 련하여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방을 한 손 씻기 수

행 빈도의 향요인을 조사한 연구[18]만 있을 뿐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방과 련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 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 방에 한 지식수

방행동이 발생률과 련이 있고[15], 여러 사람

에게 동시다발 으로 발생하는 염병의 특성상 공 보

건과 보건교육의 측면에서 가장 시 하게 근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염병 유행에 한 혼란과 불안을 감소

시키기 하여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의 요성[16]이 강조되고 있다. 한 감염가능성과

감염 방 가능성을 포함한 인지도와 지식은 감염 방

행 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19,20]. 이

에 간호 학생들의 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방

과 련하여 이들이 질병에 해 갖는 불안, 감염 가능성

과 감염 방 가능성에 한 인식 정도와 질병에 한지

식수 과 방행 악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한 연구 결과에 기 한 자료들은 향후 동호흡기증후

군(MERS) 유행과 같은 호흡기 염병 감염 기가 왔

을 때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 학생의 호흡기 염병

감염에 한 지식 측면 뿐 아니라 심리 측면에서의

융합 리시스템 구축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임상실습에 참여했던 간호 학생들

의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 방가능

성, 감염 방행 이행수 을 악하는데 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에 참여했던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감염 련 특성을 악한다. 둘째, 상자의 특성에 따

른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가능성, 감염 방 가

능성 감염 방행 이행의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각

변수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에 한 향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메르스가 유행하는 동안 간호 학생의 메

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 방 가능성,

감염 방행 이행 정도를 악하고 감염 방행 이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2 연  대상  표본수 정

본 연구 상자는 간호학과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자료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소

재 3개 학교, 충청도 소재 1개 학교와 강원도 소재 1

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 300명을 연구자가 편의추

출 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이

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상자수를 산출하 다.

간정도의 효과크기인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최

측요인 15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가 19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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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자발 인 설문조사 참여에따른 무응답률

을 고려하여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고, 그

성실히 응답한 22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2.3 연 도

2.3.1 적 특 과 감염 련 특

선행연구를 기 로 일반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거주지, 실습경력, 메르스 발생 후 실습 경험을 포함한 6

문항으로 구성하 고, 감염 련 특성으로는 메르스 방

법에 한 정보획득 경로, 호흡기감염 방법 교육을 받

았는지의 여부, 기침 에 해 알고 있는지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호흡기감염이 있었는지 여부, 메르스에 감염

될 가능성에 한 인식 수(0-100 ), 메르스 방수칙

수 시감염 방 가능성에 한 인식 수(0-10 ) 6문

항을 구성하여 총 12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 다. 개발

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3인이 내용을 검토하 다.

2.3.2 안

불안은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21]가 제작한

도구를 김정택과 신동균[22]이 번역한 상태 불안 측정도

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의 4

척도로서 ‘ 단히 그 다’ 4 , ‘보통 그 다’ 3 , ‘조

그 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최소 20 에

서 최 8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 다.

2.3.3 메 스에 대한 지식

메르스에 한 지식은 보건복지부와 질병 리본부의

‘메르스 꼭알아야할 10가지’ 홍보자료[23]의 내용을기반

으로 연구자가 개발하 으며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은 맞음, 틀림, 모름 선택하도록 하 으며, ‘오답과

모름’은 0 , ‘정답’은 1 으로 하여최소 0 에서 최 16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2.3.4 메 스 감염 가능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연구자가 1문항 개발하 으며,

상자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0%

에서 100%까지 어느 정도인지를 직 서술하도록 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을 의미한다.

2.3.5 메 스 감염  가능

메르스 감염 방 가능성은 연구자가 1문항 개발하

으며, 메르스 감염 방 수칙을 수하 을 때 메르스의

감염 방 가능성을 0 에서 10 까지 어느정도로 인

지하고 있는지를 직 서술하도록 하 다. 수가 높을

수록 감염 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2.3.6 메 스 감염 행  행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 도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

리본부의 ‘ 동호흡기증후군 감염 방 수칙’, ‘기침

’, ‘올바른 손 씻기’ 홍보 자료[23]를 기 로 연구자가

개발하 으며총 12문항 구성되었다. 본도구는 4 척도

로 ‘항상 그 게 한다’ 4 , ‘ 체로 그 게 한다’ 3 , ‘거

의 그 게 안 한다’ 2 , ‘ 그 게 안 한다’ 1 으로

최소 12 에서 최 48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감

염 방행 이행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4 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조사 상학과담당자에게연구자가연구목

과연구윤리에 한부분을설명하고, 담당자의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지 첫 장에 연구 목

과연구참여의자율성, 무기명으로설문조사에참여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

고 자발 으로연구참여에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하단의동의여부 란에 체크한 후설문을작성하도

록 안내하 다. 작성된 설문지는 설문조사의 강제성을 배

제하기 하여학과 표가수거하도록하 으며, 추후연

구자가 회수하 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자발 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기 때문에 분석에 이

용한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2부로 응답률이 74% 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감염 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 고, 상자의 특성과

감염 련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평균, 표 편차,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변수 간의 상

계는 Pearson's 상 계수 분석하 으며, 감염 방행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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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과 감염 련 특

상자의 91.9%가여자 고, 3학년 34.2%, 4학년 65.8%

으며, 71.2%가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56.2%가

메르스 발생 후에도 임상 실습 경험이 있었다. 메르스

방법에 한정보를획득한경로로는두가지이상의경로

를 통한 경우가 6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텔 비

14.4%, 인터넷 12.6%순이었다. 호흡기감염 방법에 한

교육을 54.3%가받은경험이있고, 기침 은 1명을제외

한 99.5%가알고있었으며, 48.2%가최근 1년이내에호흡

기감염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and  infec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2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8( 7.9)

Female 204(91.9)

Age(yr) ≤22 158(71.2)

≥23 64(28.8)

Grade Junior 76(34.2)

Sophomore 146(65.8)

Residence Seoul・Gyeonggi 158(71.2)

Others 64(28.8)

Practice
experience(wk)

12≥ 74(33.3)

13≤ 148(66.7)

Practice experience 
after MERS
emergence*

Yes 123(56.2)

No 96(43.8)

Information source 
about MERS
precautionary

measure

University
(College)

7( 3.2)

TV 32(14.4)

Internet 28(12.6)

Others 9( 4.1)

Above 2 methods 146(65.7)

Precautionary
education 

experience about
respiratory 
infection*

Yes 120(54.3)

No 101(45.7)

Coughing etiquette
Know 221(99.5)

Do not know 1(0.5)

Respiratory
infection within 1 
year recently

Yes 107(48.2)

No 115(51.8)

*Nonresponse data excepted from analysis.

3.2 대상  특 에 따  차   

상자의 일반 특성과 감염 련 특성에 따른 메르

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가능성, 감염 방 가능성, 감

염 방행 이행 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3.2.1 안

메르스 유행 기간 동안 불안정도는 평균 42.70±11.71

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p=.011), 서울·경

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타 지역보다 높았고

(p<.001), 최근 1년 이내 호흡기감염이 있었던 경우가 없

었던 경우보다 높았다(p=.042).

3.2.2 메 스에 대한 지식

메르스에 한지식은 16 만 평균 11.73±1.90

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p=.049), 기타 특성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3 메 스 감염 가능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0-100% 평균 22.55±20.15

이었고, 수 분포는 0-90%까지 있었다. 상자들의 특

성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4 메 스 감염  가능

메르스 방수칙을 수했을 때 감염 방 가능성은

0-10 평균 7.37±1.82 이었고, 수분포는 1-10 까

지 있었다. 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3.2.5 메 스 감염 행  행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은 평균 34.55±5.65 이었으

며,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타 지역 보다

높았고(p=.039), 기타 특성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3.3 메 스에 대한 안, 지식, 감염가능 , 감염

    가능 , 감염 행  행 간  상

계

메르스유행기간 동안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 방 가능성, 감염 방행 이행 간의 상

계는 <Table 3>과 같다.

메르스 유행기간 동안 불안과 감염가능성(r=.45,

p<.001), 불안과 감염 방행 이행(r=.14, p=.043), 감염

방 가능성과 감염 방행 이행(r=.15, p=.030) 사이에

는 양의 상 성을 보 으며, 불안과 감염 방 가능성

(r=-.18, p=.008), 감염가능성과 감염 방 가능성(r=-.15,

p=.028) 사이는 음의 상 성을 보 다. 그러나 지식은 유

의한 상 성을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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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and Preventive Behavior 

Level during MERS season

Variables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Preventive
Behavior

r (p) r (p) r (p) r (p) r (p)

Anxiety 1

Knowledge .04(.593) 1

Infection Possibility .45(<.001)* .00(.957) 1

Preventive Possibility -.18(.008)* .10(.141) -.15(.028)* 1

Preventive Behavior .14(.043)* .08(.222) .06(.374) .15(.030)* 1

*p<.05

<Table 2> Differences on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and Preventive            

Behavior Level of MER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Preven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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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36.00±13.63 -2.57
(.011)

10.89±3.05 -1.98
(.049)

22.50±22.47 -0.01
(.991)

7.89±1.61 1.27
(.207)

35.78±7.93 0.70
(.491)Female 43.30±11.38 11.81±1.76 22.56±20.00 7.32±1.83 34.44±5.41

Age(yr) ≤22 42.77±11.30 0.13
(.899)

11.83±1.73 1.17
(.244)

22.90±20.50 0.40
(.690)

7.25±1.79 -1.50
(.135)

34.51±5.33 -0.16
(.873)≥23 42.55±12.78 11.50±2.28 21.70±19.40 7.66±1.88 34.64±6.40

Grade Junior 40.98±11.97 -1.59
(.114)

12.00±2.18 1.51
(.133)

20.03±20.07 -1.35
(.178)

7.53±1.55 0.93
(.355)

35.30±5.97 1.45
(.149)Sophomore 43.60±11.52 11.6±1.73 23.87±20.14 7.29±1.94 34.15±5.45

Residence
Seoul・
Gyeonggi

44.56±11.65 3.83
(<.001)

11.77±1.80 0.47
(.642)

24.11±20.61 1.81
(.071)

7.31±1.85 -0.76
(.447)

35.04±5.74 2.07
(.039)

Others 38.12±10.64 11.64±2.15 18.72±18.59 7.52±1.74 33.32±5.27

Practice
experience(wk)

12≥ 41.33±12.16 -1.24
(.217)

11.96±2.17 1.25
(.213)

20.74±20.15 -0.95
(.345)

7.47±1.61 0.60
(.550)

35.51±5.92 1.82
(.070)13≤ 43.39±11.46 11.62±1.75 23.46±20.17 7.32±1.92 34.06±5.46

Practice experience
after MERS
emergence*

Yes 41.56±11.86 -1.65
(.100)

11.85±1.65 0.90
(.371)

22.18±21.21 -0.38
(.707)

7.24±1.97 -1.11
(.268)

34.61±5.92 0.10
(.920)No 44.20±11.55 11.61±2.16 23.22±19.11 7.52±1.64 34.54±5.36

Information source
about MERS
precautionary

measure

University
(College)

30.06±12.38

0.82
(.512)

12.29±1.11

1.13
(.341)

23.00±21.21

1.11
(.353)

8.00±1.16

0.45
(.774)

33.58±5.53

0.39
(.818)

TV 45.00±10.47 11.78±1.45 22.75±21.34 7.31±2.29 35.31±7.66

Internet 44.75±12.57 11.11±2.62 28.04±22.45 7.54±1.48 34.82±5.64

Others 42.56±12.59 11.33±1.58 30.56±28.55 7.78±0.83 33.00±3.61

Above 2
methods

41.99±11.75 11.84±1.87 20.95±18.76 7.29±1.84 34.47±5.27

Precautionary
education

experience about
respiratory
infection*

Yes 42.24±11.46

-0.67
(.501)

11.84±2.00

0.89
(.377)

23.26±19.49

0.52
(.604)

7.58±1.66

1.86
(.064)

35.18±5.98

1.73
(.084)No 43.31±12.09 11.61±1.79 21.84±21.05 7.12±1.98 33.86±5.15

Respiratory
infection within 1
year recently

Yes 44.36±11.77 2.05
(.042)

11.68±1.70 -0.39
(.695)

24.33±21.74 1.26
(.209)

7.36±1.89 -0.04
(.969)

34.64±5.28 0.24
(.810)No 41.17±11.50 11.78±2.08 20.90±18.50 7.37±1.76 34.46±5.99

Total Mean±SD 42.70±11.71 11.73±1.90 22.55±20.15 7.37±1.82 34.55±5.65

Range 20-80 0-16 0-90 1-10 15-47

*Nonresponse data excepted from analysis.

3.4 메 스 감염 행  행에 향  미치는 

  

메르스 감염 방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하여 상자의 특성 감염 방행 이행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변수(거주지)와 상 계분석에서 감염

방행 와 유의한 상 을 보인 변수(불안, 감염 방가

능성)를 다 회귀분석 하 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의 자기상 검증결과 Dubin-Watson 통계

량이 1.69로 자기상 이 없고,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

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선성 문

제는 공차한계가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을 넘지 않는 1-1.1

사이 고, 상태지수는 14.42로 30미만이므로 다 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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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자들의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불안(p=.045), 감염 방 가능성(p=.009)이 유

의하 으며, 총 설명력은 6% 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reventive Behavior 

of MERS infection
Variables B β t p

Residence 1.40 .11 1.66 .098

Anxiety 0.07 .14 2.02 .045

Preventive Possibility 0.55 .18 2..64 .009

R
2
=.06, F= 4.65 , p=.004

4. 논 

본 연구는 국내 메르스 유행 기동안 병원실습에 참

여한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상으로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 방가능성, 감염

방행 이행 수 을 악한 연구이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메르스 련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병원근무자들 는학생 상의 호흡

기 염병 련연구를포함하여비교․논의하고자 한다.

메르스 환자 발생 격리 상자가 격히 증가했던

2015년 6월에는 매일 텔 비 등의 매스컴을 통해 메르

스 감염자 발생과 사망자 수 집계결과들이 수시로 제공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하는 국민들 한 자신의 메르

스 감염에 한불안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상자들의 메르스에 한 불안정도는 평균 42.70±11.71

으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의 불안 수

38.17±8.43 보다 높았고, 외상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불안 수 43.2±11.34 , 임신부의 분만실 입원 시 불안

수 45.75±9.33 과 유사한 수 이었다[24,25,26]. 이는 메

르스 유행과 련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서

울․경기 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보다불안정도가 높

았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하 으며, 호흡기 감염의 경우 감염자

와 가까이 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짐작된다. 한편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Lim[18]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

었으나 남학생의 기질불안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차이가 있으나,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

식하는 경우 불안 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최근 1년 이내 호흡기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 불안 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상은

다르지만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16]에서

심각한 에 한 부정 정서반응 의 하나로 공포

를 측정하 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수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 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 학생에

게 측정한 연구[18]에서 불안이 2.22±0.39 이었으며, 이

를 본 연구와 같이 100 환산 시는 55.5 이었다. 한

캐나다 증 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 시 병원직원

을 상으로 불안을 측정한 연구[14]에서 간호사 집단의

불안 수가 52.0 으로 이들 결과와 비교 시 본 연구에

서의 불안 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자료

수집 기간이 학기 임상실습 종료시 이거나 메르스

감염 를 방하기 하여 교육부가 임상실습 단을

권고한 시 이었으며, 메르스 련 정보가 각종 매스컴

이나 SNS, 학교를 통해 충분히 제공되었던 과 연 성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참여자의 메르스에 한지식 수는 16 만

11.73±1.90 으로 100 환산 시 73 에 해당되었

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메르스 감염실태를 조사한

연구[10]에서 4 만 2.9±0.57 으로 100 환산 시

72.5 에 해당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지식수 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메르스 유행 시기 동안실시

간으로 언론이나 학교차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방

법과 방법에 한 정보제공이 학생들의 지식습득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본 연구 상자의

메르스에 한 지식수 은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16]에서 신종 인 루엔자 평균 지식 수 67.5

(100 환산 시), 학생의 병원감염 리에 한 연구[9]

에서 나타난 평균 지식 수 30 (100 환산 시)보다는

높았고, 등학생의 신종인 루엔자에 한 지식을 측정

한 연구[17]의 85 (100 환산시)보다는 낮았으며, 2009

년 신종인 루엔자 유행으로 매체에서 질병에 한

정보를 제공할 당시 학생들의 신종인 루엔자에 한

지식이 79.3%이었던연구결과[27] 과거인 루엔자 이

환경험이 없었던 학생의 평균 지식 수가 70 (100

환산 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5]와 비슷한 수 이었다.

본 연구 상자들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

은 100% 평균 22.5%로 비교 낮게인식하고 있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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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메르스 방 수칙을 수하 을 경우에 감염 방 가

능성은 100%로 환산 시 73.7%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17]에서 수 (4

만 에 2.2 )의 감염가능성을 인식한 것보다는 낮은 수

이다. 그러나 간호사를 상으로 메르스 감염실태를

조사한 연구[10]에서 감염원이 된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

이거나 의심자인지 모른 상태에서 환자를 간호하던

감염된 사례들이 있었고, 3차 내지는 4차 감염이 부분

을 차지한 결과 경력이 짧은 20 감염자가 반이었

음을 보고하면서, 일상 으로 지켜야 할 병원감염 방에

한 표 주의지침의 한 실행여부에 한문제 지

과 함께 감염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한 메르스는 부분 의료기

내에서 발생하 을 뿐 아니라 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호흡기 분비물이 튀거나 한 경우

에는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바이러스가 되어 감염을

유발하 다. 그러나 메르스 유행기간 동안 간호 학생의

경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즉시 병원실습이 단되어

환자와 직 할 기회가 거의 차단되었고, 감염 방

수칙에 한 매체와 학교의 지속 인 정보제공으로

방 수칙을 잘 수하는 경우 감염을 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메르스와 같은

국 인 감염 유행이 있는 경우 매체 뿐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유행 기부터 조기에 신속하고정확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염병 방법 수

를 철 히 함으로써 감염 방가능성에 한 인식도 증

가하고 막연한 공포감 역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 정도는 48

만 평균 34.55 으로 100 환산 시 72 수 이었

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Lim[18]의 연구에서

4 만 평균 2.84±0.36으로 100 환산 시 71 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 이다. 이외에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에 한 자료가 없어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2009

년 신종인 루엔자 유행 시 간호사의감염 방행 이행

정도에 한 연구[28]에서 100 으로 환산 시 91 으로

나타난 결과와 간호 학생의 병원감염 리 이행 수가

87 (100 환산 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9]보다는 낮

았고, 학생을 상으로 신종인 루엔자 감염 방행

를 조사한 연구[27]에서 나타난 74 (100 환산 시)과

는 유사한 수 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이행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서로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사의 경우 학생들보다 직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감염 방에 한 인

식이 높기 때문에 감염 방이행 수 이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과 상 계가 있는 변수로

는 불안과감염 방 가능성이 양의상 계가 있었으며,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은 낮으나 유의한 향 변수로 확인

되었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감염 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감염 방행 이행 수 이 높았다. 이는

등학생의 신종인 루엔자 방에 한 연구[16]에서 감

염 방에 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방행동 실천률이 높

았고 인지된 효능감이 방행동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

므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이 유행할 때는 조기에 질병에

한 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감염 방 가능성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략을 개발하여 방행 이행

을 증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Lim[18]의 연구에서 불안과 건강증진

행 간에 부 상 계(r=-.366, p<.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차후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식은 이행과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된 연구들[29, 30]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 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분의 상

자들이 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많은 정보를 획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메르스 감염 방행 이행

향 요인분석결과 설명력이 6%로비교 낮게나타난것

은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여겨지며 향후 규모 집단을

상으로 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메르스 유행 기동안 병원실습에 참여한

간호 학생 222명을 상으로 메르스에 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 방가능성, 감염 방행 이행수

에 해 조사하고 감염 방행 이행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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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악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불안은 최고 80 평균 42.70 이었고, 지

식은 16 만 평균 11.73 으로 메르스에 한 상

수 의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가능성은 100

22.55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감염 방 가능

성은 10 7.37 으로 비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감염 방행 이행 정도는 최고 48 평균 34.55 이

었고, 감염 방행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불안과 감염 방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 학생의 병원감

염 방을 한 융합 근 차원의 로그램 마련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의료인에

한 병원감염 방의 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실무 장에

서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 보호차원의 표 주의 지침 이

행률을 향상시킬것으로 기 하게 한다. 따라서 좀 더 체

계 인 로그램 개발을 해서는 추후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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