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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한 보건 의료인들은 결핵에 노출될 험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이 
한 수 의 지식과 방행 를 구비하는 것이 요하다. 비보건의료인들을 한 결핵 교육 모형을 구축함
에 있어서 문헌고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129명의 비 보건 의료인과 14인의 의료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와 화 인터뷰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결핵의 역학, 결핵의 

  병태생리, 검사와 진단, 잠복결핵, 결핵의 치료, 그리고 결핵의 방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교육 
주제가 악되었다. 둘째, 비보건의료인들은 결핵의 역학,   병태생리, 잠복결핵 분야에 해 상
으로 낮은 지식수 을 보 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이러한 지식이 낮은 역에 더 많은 시간

이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인들은 결핵역학 교육 시, 결핵의 정의와 유형이 잘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으며, 결핵의 와 병태생리를 교육할 때에는 병원감염과 감염회로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답변하 다. 이에 덧붙여, 의료인들은 결핵의 진단과 집단검진을 강조하 으며, 잠복결핵 교육 시에
는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응하 다. 한, 결핵의 치료에 한 교육 시, 
환자 교육  결핵약의 부작용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덧붙여 비보건의료인들의 자기건강증진
행   체계 인 결핵 교육이 결핵 방의 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수의 응
답자들과 표집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큰 연구집단
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결핵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심어 :∣예비보건의료인∣결핵∣결핵 예방∣교육 모형∣ 
Abstract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HCPs) who have relatively higher possibility of exposing 
tuberculosis(Tb), it is important for them to equip with proper levels of knowledge and 
prevention activities.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Tb education model for junior HCPs, therefore, 
literature review was done alongside 129 junior HCPs and 14 HCPs were asked to answer 
questionnaires and telephone survey.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six educational themes 
such as epidermiology of Tb, Tb transmission and patho-physiology, test and diagnosis, latent 
Tb, Tb treatment, and Tb preventio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Secondly, 
the junior HCPs showed lower levels of knowledge regarding epidermiology, transmission and 
patho-physiology and latent Tb, compared to the other themes. When education courses are 
planned, longer period of time should be given to the lower level of knowledge areas. Thirdly, 
the HCPs emphasized that definition and type of Tb should be well integrated into the education  
in particular epidermiology education. They also responded that hospital infection and infection 
cycle of Tb need to be addressed during educational session about transmission and 
patho-physiology. in addition, they said that specific and detailed contents about diagnosis and 
group examination should be carefully delivered during the education, along with diagnosis, test 
and application of personal protective devices during education of latent Tb. They also answered 
that patient education and adverse effect of Tb medication should be taught during Tb treatment 
session, as well as self activities of health promotion for junior HCPs and systematic TB 
education as key way of Tb prevention. As the findings were from limited numbers of 
respondents and contained the sampling bias, the result has to be carefully interpretated prior to 
generalization. Therefore, further survey with larger study popul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Tb edu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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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민국은 OECD국가  결핵의 유병률, 발병률, 사

망률에 해 다년간 1 를 기록하고 있다[1]. 2016년 보

고에 의하면, 국내 총 결핵 환자 수는 39,245명, 새롭게 

발병한 결핵 이환자의 수는 30,892명, 그리고 사망자 수

는 2,186명으로서,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약 26배, 일본

의 약 4.3배에 해당한다[2-5]. 이러한 결핵 이환 인구 

, 20·30  청장년의 결핵 신환자 수는 각각 3,179명과 

3,081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국내 유사한 연구[7]

[8]에서도 결핵 이환자 에서 20-30 의 결핵 감염자 

수가 20  15-25%, 30  10-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층에서의 이와 같은 높은 결핵 이환률은 국내 

청소년의 높은 결핵 이환률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잠복 결핵에 걸린 은이들이 많다는 사실과 련이 있

다[9][10] 이는 흡연, 불규칙 인 식습  혹은 시험 스

트 스 등으로 인해 체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결핵균

에 노출되면 곧바로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결핵균 감염은 학교나 군 와 같이 집된 환경에서 생

활하는 은이들에게서 흔하게 발생한다[6][11-13]. 결

핵환자의 치료 단 원인에는 지속 인 치료의 요성

에 한 지식부족, 부작용과 같은 약복용의 어려움, 결

핵에 한 태도  지식, 그리고 사회  지지 등이 포함

된다[10][14]. 결핵의 치료는 서  가지 이상의 약제를 

어도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증상이 

호 되면 약물 복용을 단해 버리기에, 약제 내성 결

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7][11]. 이에 덧붙여, 비

보건의료인들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도  래

로부터 결핵 감염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기

 실습을 하는 도  결핵환자와 할 험까지 있다

[15]. 

우리나라 질병 리 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종합병원

의 결핵 환자 신고 분포는 83.2%로서[16], 의료기 내 

결핵 환자가 증가할수록, 직원들의 결핵 감염 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17]. 즉, 국내 과반수이상의 

형병원에서 결핵환자의 내원 황을 악하고 있지 않

고 있기에[12], 의료인은 결핵에 한 방 행 를 취하

지 않은 채 결핵환자와 하게 될 험이 많기 때문

이다[13]. 3차 의료기 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23.7%, 간호사의 14.4%가 잠

복결핵에 이환된 것으로 밝 졌다[14]. 국내 응 실 간

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18]에서도, 주  동료가 근무 

 결핵에 걸린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7%로 

측정되었다. 일반인과 비교할 경우, 의료 종사자의 결핵 

유병률은 평균 1.05배로, 결핵 련 부서에 일하는 간호

사의 경우, 유병률의 비는 5.1, 결핵발병의 상  험

도가 3.4로 측정된 연구도 있다[19].

그러므로 결핵 진료지침 개정 원회[20]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비보건의

료인을 포함한 직업인들은 최근 결핵 감염 여부를 알아

보기 해 정기 으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

culin Skin Test)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2017년의 국가 결핵 리지침[21]에서는 의료기  결핵

환자 리, 의료기  종사자들에 한 결핵 감염 리 

등에 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료인들의 결핵에 한 지식수 은 미

흡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22][23], 

Nakanishi 등[24]은 학병원 내 의료 종사자  과반

수에서 결핵 역학에 한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

다고 보고하 다. 특히 지식이 부족할수록, 결핵에 한 

태도가 부정 이며, 환자를 돌보는 동안 결핵감염에 

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25]. 한, 

결핵에 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열리더라도 참석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26]. 비의료인들의 

결핵에 한 지식도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

건계열 학생의 결핵에 한 지식을 측정한 연구[27]

에서는 30  만 에 평균 16.97±3.53 에 불과하 으며, 

간호 학생들이 결핵의 역학, 결핵균의 특성, 결핵의 

증상  병태 생리, 그리고 결핵의 치료 등에 해 올바

른 지식을 구비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18]. 한

편, 비의료인을 상으로 결핵에 한 지식을 평가한 경

우[28]도 많은데, 부분의 경우 지식이 모호하거나 부

정확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시 학생들의 상

으로 한 조사[29]의 경우 결핵의 증상(71.0%), 감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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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치료의 요성(53.3%), 자 검진  잠복결

핵 인식(52.4%)  방검진(48.0%)의 역에서 높은 

오답률을 보 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30][31]

에서도 결핵에 한 증상에 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

식이 부족하 으며, 결핵의 경로, 결핵 진단, 치료

법, 방 종 등의 역에서 낮은 지식수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결핵 련 교육 자료와 지침

[12][22][32][33]을 통해 학교나 의료기 을 심으로 

결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교생, 학생, 비

의료인, 그리고 의료인을 막론하고 결핵에 한 구체  

지식이 부정확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 높은 결핵 유병률을 고려하면, 비보건의료인들이 

결핵에 한 구체 인 지식과 방법을 인식하고, 자신

과 타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체계 인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34].

이러한 국내외 실정에 기 하여 본 연구자들은 국내

외 결핵 련 교육 주제를 심으로 비보건의료인을 

한 결핵 교육 모형을 구축하고자 연구를 시도하 다. 

이를 해 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한 지식  방

행  수 을 확인하는 동시에 임상에서 결핵 환자를 경

험한 문 의료인과의 면담을 통해 결핵 교육에 포함되

어야 할 필수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 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한 지식과 

방행  실태를 악하고, 결핵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의 면담을 통해 결핵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결핵 련 지침  교육 로그램을 고찰하여 

교육 주제로 분류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한 지

식과 방행 를 측정하여, 결핵 교육 시 고려할 요소

로 구분한다.

문 의료인 화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핵 교육에 강조되어야 할 요소를 확인한다.

설문조사 결과  문가 면담에서 추출된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보건의료인을 한 결핵 교육 모형을 개

발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보건의료인을 한 결핵 교육을 목

으로 설문조사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모형을 

개발한 기획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첫째, 비보건의료인의 결핵 련 지식  방행

를 측정하기 해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

시하 다.; 편의 표집한 경상북도의 일개 학 간호학

과에 재학 인 19세 이상 학생 250명을 상으로 연

구의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

인 참여를 구두로 수락한 자 140명을 상으로 다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해 서면 동의를 구하 으며, 

이에 ‘아니오’를 응답한 5명을 제외한 총 135명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

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었으며, 최종 으로 설문응답

이 부실하거나 복 답안이 있는 6개의 응답을 제외한 

결과, 총 129명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둘째, 결핵환자를 임상에서 담당하는 문 의료인을 

면담 포커스 집단으로 설정, 총 20명의 의료인과 인터뷰

를 실시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질문하 다. 그 결과 의사 2인, 간호사 12인 등 

총 14인의 의료인이 연구 참여를 수락하고 화인터뷰

에 응하 다. 평균 통화시간은 15분 내외로 측정되었다.

3. 연구 도구

3.1 예비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

차미숙의 도구[35]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첫째,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상자의 성별, 학년, 결핵교육경험 유무, 

결핵 련정보 습득경로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3.2 예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대한 지식 및 예방행위 

측정 도구

차미숙의 도구[35]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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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련 지식  방행 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첫째, 결핵에 한 지식은 결핵의 역학 6문항, 결핵의 

  병태생리 6문항, 결핵의 검사  진단 6문항, 잠

복결핵 6문항, 그리고 결핵의 치료 6문항 등 총 30문항

을 통해 측정하 다. 각 항목은 정답과 오답으로 구분

하고, 각 역 별 평균 정답률을 구하 다. 차미숙의 연

구[35]에서는 Cronbach’s α=.87, 김수연 등의 연구[26]

에서는 Cronbach’s α=.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 로 측정되었다. 

둘째, 결핵 방행 에 한 총 15문항을 통해 측정

하 다. 각 항목에 해 ‘  아니다’라고 생각한 경우 

1 , ‘아니다’라고 생각한 경우 2 , ‘그 다’로 응답한 

경우 3 , ‘매우 그 다’로 응답한 경우 4 으로 처리하

다. 이는 수가 높을수록 방행 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미숙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 이었다[35].

 

3.3 전문 의료인 대상의 전화 인터뷰 도구 

한국리서치[36]에 따르면, 자료수집방법으로서 화

를 통한 설문조사는 가  짧게 물어야하는데, 설문문

항이 15개가 넘으면 응답자는 지루해하고 피곤해하며 

화면 이 20분을 넘으면 응답자가 인터뷰를 거 하

거나 아무 게나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화인터뷰에서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어휘나 음성, 억양 

등에 의한 오차를 이고자 혼련 받은 한 사람의 조사

원이 모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화 면담용 설문은 개방형 형태

로 총 결핵 련 지식에 한 문항 4개, 결핵의 방에 

한 문항 3개, 그리고 기타 문항 1개 등 총 8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여기에는 ‘ 비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결핵 련 지식은 무엇입니까?’, ‘ 비보건의료인의 결

핵에 한 지식을 향상하기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내에서 결핵 방을 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은 무엇입니까?’, ‘ 비보건의료인 상의 결핵 교육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교육하고 싶습니까?’, ‘ 비보건의

료인이 결핵과 련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요?’, ‘ 비보건의료인이 실습 시 결핵환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의료인의 결핵 

방법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그리고 ‘특히 기억

에 남는 환자 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 입니까?’ 

등이 포함되었다. 

화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임의로 선정한 문가 6

인(감염내과 문의 1인, 감염내과병동 간호책임자 2인, 

방의학 공교수 1인, 설문조사 담당 연구교수 2인)

에게 내용타당도 평가를 요청하 다. 여기에는 련성

(Relevance), 명료성(Clarity), 단순성(Simplicity), 그리

고 모호성(Ambiguity) 등 4개 역이 포함되며[4], 각 

항목은 1~4  Likert 척도로 구성된 바, 본 화 설문의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는 

4개 역 모두에서 0.8이상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국내외 결핵 관련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고찰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향이 

작지 않은 실에 기반하여 국가  련 학계에서는 

지속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실에 맞는 결핵진료지침을 개발하

기 해 지난 2010년 한결핵  호흡기학회, 한 감

염학회, 한국 소아감염병학회 등 결핵 유  학회들과 

질병 리본부가 력하여 결핵진료지침을 개발하여 

2011년 최 로 을 발표하 고, 동년에 질병 리본

부는 WHO, 미국, 일본 등의 결핵 문가를 정, 문

가회의를 개최하 다[20]. 아울러,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을 수립하여 정부의 역할  환자의 효과

인 지지  리에 한 검토를 실시하 다. 이어서 

2013년, 보건복지부는 제 1차 결핵 리 종합계획을 수

립하 고,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통해 학교를 비롯한 각

종 집단시설에 한 결핵역학 조사도 시행하 다[29]. 

2014년에는 한결핵  호흡기 학회는 질병 리본부

의 요청으로 결핵진료지침 개정 원회를 구성하여 결

핵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하 다[19]. 그러나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의 도입에 따른 다제내성 결핵 치료 방

법의 변화, 국가결핵 리사업에서 잠복결핵 검사와 치

료 상자의 확  등으로 인해 2017년 결핵 진료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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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개정 발표하 다[19].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결핵 황(역학), 결핵의 진단, 

결핵의 치료, 부작용 발생 시 처방안, 약제내성 결핵

의 치료, 비씨지(BCG) 종,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한 자의 검진, 의료기 에서의 결핵 감염 리, 그리

고 의료기  종사자들에 한 결핵 감염 리 등이 내용

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7년 발간된 국가결핵 리지

침[21]에서는 결핵 리 종합 계획이 구체 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결핵 환자에 한 신고  보고 체계가 포

함되어있다. 한 결핵 환자의 상담  교육, 염성 결

핵 환자의 복약 리, 입원 명령, 격리 치료 명령, 집단 

시설에서의 결핵의 역학 조사  상별 검진 사업에 

해서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넷째, 국가 

결핵 리 정책에는 우리나라 결핵 발생 황  국가

리 정책 등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결핵 발생 시 

처 방법  청소년 결핵 집 리에는 결핵 역학조사

와 청소년 결핵 집  리 사업에 해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CDC에서 문 의료인이 알아야 할 필수 인 결

핵 교육과정[30]으로 소개한 것을 살펴보면, 미국 내 결

핵의 역학, 결핵의   병태생리, 결핵의 검사  진

단법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의 치료, 

결핵의 치료, 그리고 결핵 감염 통제 방법  로그램

(지역사회 포함)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고 교사를 

한 결핵 방 교육 지도서[33]에는 결핵의 정의, 결핵 

감염 시의 증상, 결핵의 감염 회로, 결핵의  경로, 

결핵의 역학, 결핵의 진단  검사, 결핵의 치료, 결핵의 

방 등이 포함되어있다[31]. 고교 보건교사 상 결

핵 방 교육 콘텐츠[37]를 살펴보면, 결핵  잠복결핵

감염의 기 에는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의 특성  결핵

의 진단법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결핵 

방이라는 주제 하에 결핵의 감염  발병 방이 포함

되어 있다. 셋째, 학교 결핵 리에는 결핵 방 교육의 

필요성과 결핵환자 편견  차별 방에 해 다루고 있

다. 이상의 문헌 고찰 내용을 종합하면, 결핵 교육의 포

함되어야 할 주제로는 결핵의 역학, 결핵의   병

태생리, 결핵의 검사  진단, 잠복결핵의 치료, 결핵의 

치료, 결핵 방 등으로 별할 수 있다.

2. 예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대한 지식 및 예방행

위 수준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소속 

학년으로는 1학년이 44.2%(57명)로 가장 많았으며, 성

별로는 여학생이 79.8%(103명)로 다수를 차지하 다. 

과거 결핵 교육 경험 여부에 있어서 ‘ ’라고 답한 학

생은 73.6%(95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핵 련 정보습득

경로의 경우, ‘학교 수업/병원 혹은 보건소’로 답한 비

율이 59.4%(76명)로 측정되었다.

구분 세부 항목 명(%)

학년

1 57(44.2)

2 44(34.1)

3 28(21.7)

성별
남 26(20.2)

여 103(79.8)

과거 결핵 교육 
경험 여부

예 95(73.6)

아니오 34(26.4)

결핵 관련 정보 
습득 경로

TV, 인터넷/가족 혹은 지인 52(40.6)

학교 수업/ 병원 혹은 보건소 76(59.4)

결측 값 1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n=129)

  

2) 연구 참여자들의 결핵관련 지식 측정

먼 , 본 연구 참여자들을 상으로 결핵에 한 지

식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 다. 총 

30개의 항목을 통해 역별 정답 비율을 측정한 결과, 

결핵의 역학의 평균 정답률은 59.8%, 결핵의   

병태생리는 41.7%, 결핵의 검사  진단 70.6%, 잠복결

핵 49.2%, 그리고 결핵의 치료는 63.6%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별로 정답률을 살펴보면,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염될 수 있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할 수 있다.’, ‘2주 이상 기침과 가래를 

호소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 ‘흉부(가슴)엑스선 사

진 촬 은 결핵 발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이

다.’, ‘가족이나 친구 에 결핵 환자가 있을 경우 나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핵은 치료를 잘 받

으면 잘 낫지만, 그 지 않으면 결핵으로 죽을 수도 있

다.’의 항목에서 8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 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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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수)

항목 답안
반응 정답률

순
평균 
정답률정답 오답

결핵의 역학
(6문항)

결핵은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병이다. O 101(78.3) 28(21.7) 8

59.8%

결핵에 걸리면 오후에 미열이 난다. O 29(22.5) 100(77.5) 27

결핵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O 81(62.8) 48(37.2) 12

결핵균에 감염되면 100% 모두 발병한다. X 101(78.3) 28(21.7) 8

결핵은 흡연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O 76(58.9) 53(41.1) 13

결핵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된다. X 75(58.1) 54(41.9) 15

결핵의 전파 및 
병태생리
(6문항)

결핵은 초기에 2주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O 34(26.4) 95(73.6) 26

41.7%

결핵은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수저, 그릇 등의 물건을 통해서 전염되
지 않는다.

O 17(13.2) 112(86.8) 29

결핵은 인체의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다. O 49(38.0) 80 (62.0) 25

결핵은 환자의 기침 및 재채기를 통해 전염 될 수 있다. O 115(89.1) 14(10.9) 1

결핵은 악수, 포옹 등의 신체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 될 수 있다. X 85(65.9) 44(34.1) 11

결핵균은 직사광선에도 사멸되므로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이불이나 물건을 
햇볕에 말리면 소독이 된다.

O 23(17.8) 106(82.2) 28

결핵의 검사 및 
진단

(6문항)

결핵환자는 객담(가래) 검사에서 항상 결핵균이 나온다. X 64(49.6) 65(50.4) 20

70.6%

흉부(가슴)엑스선 사진 촬영은 결핵 발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
다.

O 115(89.1) 14(10.9) 1

가족이나 친구 중에 결핵 환자가 있을 경우 나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O 113(87.6) 16(12.4) 3

결핵반응검사(P.P.T)는 결핵의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방법이다. O 73(56.6) 56(43.4) 16

기침, 가래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체중감소, 피로감 등이 있으면 결
핵 검진을 받아야한다.

O 70(54.3) 59(45.7) 19

2주 이상 기침과 가래를 호소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 O 112(86.8) 17(13.2) 4

잠복결핵
(6문항)

결핵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동안 면역이 형성된다. X 76(58.9) 53(41.1) 13

49.2%

잠복결핵 치료자도 격리 되어야 한다. X 53(41.1) 76(58.9) 24

결핵은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까지 4~12주의 잠복기가 있다. X 14(10.9) 115(89.1) 30

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할 수 있다. O 108(83.7) 21(16.3) 5

결핵균에 감염되면 모두 격리 되어야 한다. X 58(45.0) 71(55.0) 23

결핵균은 공기 중에 존재한다. O 72(55.8) 57(44.2) 18

결핵의 치료
(6문항)

비씨지(BCG)는 한번 맞으면 면역력이 평생 지속된다. X 73(56.6) 56(43.4) 16

63.6%

결핵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X 103(79.8) 26(20.2) 7

결핵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지 않으면 약제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렵다. O 86(66.7) 43(33.3) 10

결핵은 치료를 잘 받으면 잘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핵으로 죽을 수도 있
다.

O 104(80.6) 25(19.4) 6

결핵은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매일 먹어야 치료 된다. O 63(48.8) 66(51.2) 22

비씨지(BCG)는 결핵 예방 접종 약이다. O 64(49.6) 65(50.4) 20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결핵 관련 지식 실태                                                              (n=129) 

이어 ‘결핵은 신고의무가 있는 염병이다.’, ‘결핵균에 

감염되면 100% 모두 발병한다.’, 그리고 ‘결핵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항목에서 

70%가 넘는 정답률을 보 다. 그러나 ‘결핵균은 직사

선에도 사멸되므로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이불이나 물

건을 햇볕에 말리면 소독이 된다.’, ‘결핵은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수 , 그릇 등의 물건을 통해서 염되

지 않는다.’, ‘결핵은 기 증상이 나타날 때 까지 4~12

주의 잠복기가 있다.’ ‘결핵은 인체의 어느 곳에나 발생

할 수 있다.’, ‘결핵은 기에 2주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타인에게 염되지 않는다.’, ‘결핵에 걸리면 오후에 미

열이 난다.’ 등의 항목에서 구체 인 지식이 히 부

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결핵의 

  병태생리, 잠복결핵에 해 과반수이상이 오답

을 답하 다. 결핵의 역학이나 결핵의 치료에 해서도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이상 [표 2] 참조)

3) 연구 참여자들의 결핵관련 예방 행위 측정

연구 참여자들의 결핵 방행 를 조사한 결과, ‘기침

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등 기침 을 지킨

다.’는 ‘매우 그 다’ 는 ‘그 다’로 응답한 비율은 총 

96.1%(124명)이었으며, ‘나는 평소에 건강을 해서 반

드시 연을 한다.’에 해 ‘매우 그 다’ 혹은 ‘그 다’

라고 답한 비율은 총 96.1%(124명)로 정 인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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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소계매우 
그 다(4 )

그 다(3 ) 아니다(2 )
 

아니다(1 )

명(%) 명(%) 명(%) 명(%) 평균
표
편차

1. 기침이 2~3주 이상 오래되면 보건소나 병, 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 55(42.6) 42(32.6) 23(17.8) 9(7.0) 2.11 .937

2.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가슴 엑스선 사진을 찍는다. 22(17.1) 46(35.7) 47(36.4) 14(10.9) 1.59 .898

3. 결핵관련 홍보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읽는다. 5(3.9) 16(12.4) 76(58.9) 32(24.8) 0.95 .727

4. 가래가 나오면 항상 휴지에 싸서 버린다. 21(16.3) 48(37.2) 42(32.6) 18(14.0) 1.56 .926

5.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57(44.2) 67(51.9) 4(3.1) 1(0.8) 2.40 .592

6. 오락실, PC방, 노래방 등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장시간 있
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4(18.6) 57(44.2) 32(24.8) 16(12.4) 1.69 .917

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27(20.9) 78(60.5) 22(17.1) 2(1.6) 2.01 .667

8. 나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금연을 한다. 100(77.5) 24(18.6) 3(2.3) 2(1.6) 2.72 .586

9. 나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24(18.6) 62(48.1) 39(30.2) 4(3.1) 1.82 .765

10. 실내에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킨다. 33(25.6) 72(55.8) 18(14.0) 6(4.7) 2.02 .765

11. 과도한 다이어트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므로 하지 
않는다. 

25(19.4) 61(47.3) 37(28.7) 6(4.7) 1.81 .798

12. 나는 외출이나 운동 후에는 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손을 
씻는다.

35(27.1) 74(57.4) 17(13.2) 3(2.3) 2.09 .701

13. 나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5(3.9) 41(31.8) 55(42.6) 28(21.7) 1.18 .814

14. 나는 건강을 위해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 44(34.1) 67(51.9) 15(11.6) 3(2.3) 2.18 .723

15. 약물을 항상 의사나 약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다. 48(37.2) 68(52.7) 11(8.5) 2(1.6) 2.26 .676

소 계 27.1% 42.5% 22.8% 14.9% 28.39 5.46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결핵 예방 행위 실태                                                                (n=129)

이 가장 높았다. ‘약물을 항상 의사나 약사의 처방에 따

라 복용한다.’에서 ‘매우 그 다’ 혹은 ‘그 다’로 응답한 

비율은 총 89.9%(116명)로 다수의 상자가 정 인 

반응을 보 다. ‘나는 건강을 해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에서 ‘매우 그 다’ 는 ‘그 다’로 응답한 비율

은 총 86.0%(111명)이었다. 반면에, ‘나는 평소에 건강

을 해 규칙 인 운동을 한다.’ 항목에서 ‘매우 그 다’ 

는 ‘그 다’로 35.7%(46명)에 불과하 으며. ‘결핵 

련 홍보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읽는다.’라는 항목에 ‘매

우 그 다’ 혹은 ‘그 다’로 응답한 비율은 총 16.3%(21

명)로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 다.

이상의 실태를 요약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침 

에 한 방행 는 비교  잘 실천하고 있으나, 

규칙 인 운동을 하지 않고 결핵에 한 정보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데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 

[표 3] 참조)

3. 전문 의료인 전화 인터뷰 결과  

재 병원에 종사 인 문 의료인 14인을 상으로 

8개의 면담용 설문을 통해 비보건의료인을 한 교

육 모형 구축 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확인한 결과 다

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먼 , ‘ 비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결핵 련 지식은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서 

약물 요법, 결핵의 역학, 정의, 진단, 검사, 잠복결핵 등

과 련한 지식이 포함되었다.

둘째, ‘ 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한 지식을 향상하

기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서 체계 인 

결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셋째, ‘원내에서 결핵 방을 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서 역시 체계 인 

결핵교육, 를 들면 감염지침이나 련지침의 숙지와 

각종 안내문을 교육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 

넷째, ‘ 비보건의료인 상의 결핵 교육에 참여한다

면, 무엇을 교육하고 싶습니까?’라는 설문에서, 응답자

들은 병원감염, 감염 회로, 개인보호장구 착용, 체계

인 결핵교육, 결핵의 검사  진단, 자기건강증진 등이

라고 응답하 다.

다섯째, ‘ 비보건의료인이 결핵과 련하여 실천해

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에 해, 결핵 문 

의료인들은 감염회로, 결핵 방, 자기건강증진, 감염 

회로, 체계 인 결핵교육, 결핵의 치료, 결핵의 병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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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문가 의견 교육 

Q1.예비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결핵 관련 지식은 

무엇입니까?

“결핵약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결핵환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결핵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투여하므로, 결핵 약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잘 알아야 한다.”, “폐결핵 전
염성의 경우 2주 동안 꾸준한 복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핵에 걸리면 매일 약을 먹어
야하는데 약의 개수가 많아,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만 하고 잘 복용하지 않는 환자가 있
다.” 

약물요법

“결핵감염이 의심될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다.” 결핵의 진단, 검사

“결핵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결핵의 역학, 정의

“활동성 결핵과 비활동성 결핵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결핵의 종류

“잠복결핵의 경우 예방약을 먹을 때, 복약 시간을 지켜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한다.” 잠복결핵

Q2.예비보건의료인의 
결핵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습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
다.”, “임상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칙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결핵에 관련된 국가 규정
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결핵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인 결핵교육

Q3.원내에서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원 내 관련지침 및 안내문을 프린트해서 환자주변이나 침상에 붙여두고 교육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음압병실 등 공기설비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병
원 내 감염지침을 잘 숙지해야 한다.”

체계적인 결핵교육

Q4.예비보건의료인 대상의 
결핵 교육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교육하고 
싶습니까?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분비물 처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퇴실 시 반드시 그 마스크를 
병실 안에 있는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나와야 한다.”

병원 감염, 감염회로

“N95마스크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침 에티켓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현
재 의료인의 결핵에 노출된 상황과 결핵에 감염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체계적인 결핵교육

“균 배양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습생의 손에서 많은 균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손 씻기는 40초 이상 해야 하고 제 시간에 씻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를 접촉하기 전후, 환자의 체액을 만지고 난 후 등 손을 수시로 씻는 것이 중요하
다.” 

결핵의 검사, 진단

“간호사는 일반 사람이 아닌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자기건강증진

Q5 예비의료인이 결핵과 
관련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흔히 결핵은 비말감염이어서 환자근처 2미터 외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이 아니다.” 

감염회로

“보호 장구 착용 방법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결핵교육

“결핵 환자 본인이 타인을 감염시킨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멘탈 케어가 중요
하다.”,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이 좋다.”

결핵의 치료

“병원에 생각보다 많은 결핵환자가 입원해있으니 결핵감염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야 한다.” 결핵 병태생리, 역학

 Q6 예비 의료인이 
임상에서 결핵환자를 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결핵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체계적인 결핵교육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손발이 저
린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약물 부작용 관리, 복약지도

Q7 의료인의 결핵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감염경로의 종류와 그 경로의 질병 등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교육받는다.”, “결핵 전
파예방을 중점적으로 교육받는다.”, “원내 감염관리교육은 1-2달에 1회 실시되어 참여
한다.”, “국가나 협회에서 주최하는 감염관리교육을 1년에 1-2회 정도 필수적으로 받
는다.”, “결핵환자와 접촉 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
어진다.”

체계적인 결핵교육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x-ray 촬영이나 IGRA 검사를 실시한다.”, “결핵의심환
자와 접촉한 경우 8주후에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결핵의 검사 및 진단, 잠복 
결핵검사

“스스로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자기건강증진

“남아 있던 결핵균이 병실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실은 앞뒤 문을 모두 닫고 검사하며 검사 이후 2시간 
동안 공조시설을 이용해 결핵에 오염된 공기를 빼낸다.”,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
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감염, 감염회로

Q8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또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 입니까?

“젊은 결핵 환자분들 중에서는 면역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많다.” “골수암 환자가 결핵까지 
와서 사망했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힘들어 했다.”, “결핵환자가 매우 많고, 오늘도 결
핵환자를 진료하고 왔다.” “요즘은 연령대가 다양해져 10대 청소년들도 자주 보인다.” “할
아버지 할머니들은 결핵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
다.” 

결핵의 역학

“대학생들이 감기로 착각해 약국에서 약만 사 먹는 경우가 많아 줄곧 치료시기를 놓친
다.”, “활동성 결핵 환자가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AFB
(항산성균 염색검사)가 계속 양성이 나왔다.”

결핵의 진단, 검사

표 4. 전문 의료인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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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비보건의료인을 위한 결핵 교육 모형

리, 역학 등을 선별하 다.

여섯째, ‘ 비보건의료인이 임상에서 결핵환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설문에 

해 부분의 의료인들은 체계 인 결핵교육과 약물 

부작용 리, 복약지도 등을 포함하 다.

일곱째, ‘의료인의 결핵 방법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

니까?’ 라는 설문에 해 응답자들은 체계 인 결핵교

육, 결핵의 검사  진단, 집단검진, 병원감염, 감염회로, 

잠복결핵, 그리고 자기건강증진 등이 포함된다고 응답

하 다.

마지막으로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는 사례가 있

으시다면 어떤 것 입니까?’를 물었을 때, 결핵의 역학, 

조기진단, 결핵의 진단  검사 등이라고 응답하 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문 의료인들은 체계 인 

결핵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 으며, 결핵 교육에는 결

핵의 정의, 역학, 병태생리, 병원감염, 감염회로, 결핵의 

진단  검사, 약물요법, 잠복결핵, 그리고 의료인 혹은 

비보건의료인의 자기건강증진이 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 [표 4] 참조)

4. 예비보건의료인을 위한 결핵 교육 모형 개발

국내외 결핵에 한 문헌고찰[19-21][29-31][37]을 

바탕으로 결핵의 역학, 결핵의   병태생리, 결핵

의 검사  진단, 잠복결핵, 결핵의 치료, 그리고 결핵

방 등 총 6개의 교육 주제들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각각

의 교육 주제에는 비보건의료인들의 지식수 과 

문 의료인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반 되어야 한다. 

첫째, 결핵의 역학을 교육할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지식수 이 59.8%에 불과한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결

핵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로서 결핵의 정의, 결

핵의 종류 등에 해 자세하고 체계 인 내용이 구성되

어야 될 것이다. 

둘째, 결핵의   병태생리를 교육함에 있어, 연

구 참여자들의 지식수 이 41.7%로, 가장 낮은 수 임

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덧붙여, 병원감염, 그리고 감염회로에 해 구

체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핵의 검사  진단의 교육 시 연구 참여자들

의 지식수 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문 의

료인들은 결핵의 진단, 그리고 집단 검진 등이 구체

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잠복결핵에 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지식수 이 49.2%로, 상당히 낮은 수 임

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하되, 잠복결

핵의 진단, 검사, 그리고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결핵의 치료에 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

구 참여자들의 지식수 이 63.6%로 비교  높은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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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물 요법, 복약지도, 그리고 약물 요법의 부작용에 

해 자세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결핵 방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방 행

 수 은 5  만 에 2.9 으로 미흡한 수 인 것을 고

려해야 하며, 운동을 비롯한 자기 건강증진의 요성, 

그리고 체계 인 결핵교육이 한 결핵 방에 필수

인 것을 알 수 있다.(이상 [그림 1] 참조)

Ⅳ. 고찰

우리나라는 결핵의 유병률, 발병률, 그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1 를 차지하고 있기에 다양한 국가차

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29].특히 비보

건의료인들은 과 한 학업 부담  임상실습을 통해 피

로감과 스트 스를 겪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실습 

환경 때문에 결핵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최

근 동향에 힘입어 본 연구자들은 비보건의료인을 

상으로 결핵 련 지식  방행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문 의료인들을 상으로 화 인터

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 결핵 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73.6%이었으며, 

결핵 련 정보 습득 경로는 학교 수업/병원 혹은 보건

소를 통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 다. 그러나 여자고

등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한 경우[30] 70.6%가 결핵에 

한 교육을 받은 이 없다고 하 으며, 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은 14.3%에 불과하 다. 학생을 상으로 

결핵에 한 지식과 인식을 조사한 연구[24]에서는 결

핵교육을 받은 경우가 26.3%에 불과하 으며, 결핵 정

보를 얻는 주요 출처는 학교 수업(30.2%), TV(20.4%), 

인터넷(16.1%)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본 조사에 참

여한 임상에서 결핵환자를 리하고 있는 문 의료인

들은 학교교육, 문가 특강, 사례 심 교육 등을 통해 

결핵에 한 체계 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결핵 

련 최신 법령이나 지침도 주기 으로 습득해야 한다

고 강조하 다(자료 미제시). 특히 학교는 학습의 일차

인 장소로서 결핵에 해 학습하기에 한 곳이며 

조기 진단이나 치료에 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31], 최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9]에 따르면, 결

핵교육 방법으로 강의(52.7%), 스마트폰 어 리 이션 

활용(19.3%), 병원 팸 릿을 활용한 강의(18.7%), 그리

고 1 1 면담(9.3%) 등을 선호하 다. 이상의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비보건의료인  의료인의 결핵에 한 지식을 교육해

야 한다[38][39].

둘째,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결핵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나, 정확성이 부족한 상태로 악된다. 

를 들면 ‘결핵은 기 증상이 나타날 때 까지 4~12주

의 잠복기가 있다.’, ‘결핵은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수 , 그릇 등의 물건을 통해서 염되지 않는다.’, ‘결

핵균은 직사 선에도 사멸되므로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이불이나 물건을 햇빛에 말리면 소독이 된다.’, ‘결핵에 

걸리면 오후에 미열이 난다.’, 그리고 ‘결핵은 기에 2

주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타인에게 염되지 않는다.’ 등

의 문항에 해 높은 오답률을 보 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18]에서도, 

‘결핵은 결핵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수 , 그릇 등의 물

건을 통해서 염되지 않는다.’ 결핵 방 검진 역에

서는 ‘BCG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력이 지속된다.’, 

‘결핵은 기에 2주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타인에게 

염되지 않는다.’이었다. 자 검진  잠복결핵인지 

문항에서는 ‘PPD는 결핵의 감염여부에 한 진단 방법

이다.’, 결핵 증상 역에서는 ‘결핵에 걸리면 오후에 미

열이 난다.’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 다. 이러한 

역별 오답률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7]에서 결핵의 치료, 

결핵의 역학  감염경로, 결핵의 증상, 잠복 결핵 지식 

등에 걸쳐서 정확한 지식이나 인식이 히 부족하다

는 결과와 상통한다. 일반인을 상으로 한 유 숙의 

연구[24]에서도 ‘결핵은 흡연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결핵에 걸리면 오후에 미열이 난다.’, ‘결핵의 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결핵의 기 증상이 나타날 때까

지 4-12주의 잠복기가 있다.’ 등의 문항에서 50% 이상

의 높은 오답률을 보여, 본 연구 상자들은 비보건의

료인이지만, 그 지식수 이 일반인과 크게 다름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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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히려 지식수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 부모들을 상으로 한 연구[3]에 따르면, 북

한이탈 부모들은 ‘BCG를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이 평생 

지속된다.’, ‘결핵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 된다.’, 

‘결핵균에 감염되면 모두 격리 시켜야한다.’ 등의 항목

에서 높은 오답률을 보 으며, 본 연구와의 비교 시사

은 비보건의료인의 지식이 일반인과 크게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상자들은 방  마스크 착용, 환기, 

결핵 검진  홍보자료 읽기 등의 결핵 방과 련된 

구체  방 행 를 실천하는 데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40]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문 인 결핵 방 지침의 수

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비보건의료인들은 장 실습  감염병에 자주 노출되

며, 이 가운데 호흡기 매개성 감염에의 노출이 상당수

를 차지한다[41]. 청소년을 비롯한 은 층은 집단 생활

을 주로 하기에, 결핵의 주요  경로가 호흡기라는 

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의 요성은 교육에서 반드

시 다루어져야 하며, 이와 못지않게 문 인 지식을 

주기 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덧붙여, 본 연구 상자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

던 지, 의사의 지시에 맞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 연, 

그리고 운동을 규칙 으로 하는 것 등 일반 인 자기 

건강 리에 등한시 하는 것으로 반응하 다.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20]에서도 건강을 해치는 다이

어트를 하거나, 의사의 약 복용과 련된 지시를 잘 

수하지 않는 등 반 인 질병 방행 가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연과 결핵 치료 간

에는 의미 있는 상 계가 있으므로[15], 과도한 다이

어트가 신체 면역 기능에 부정  향을 끼쳐 궁극 으

로 결핵에 이환될 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하

며, 이외에도 연  규칙  운동의 요성을 비 보

건의료인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문 의료인들은 결핵 방

을 해 비보건의료인들은 결핵의 역학  경로, 

방 검진,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특히 개인보호장구 

착용  격리 등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 다. 덧붙여 비보건의료인 스스로 건강증진 방법

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미국 질병통제센

터[42]는 보건의료인은 구나 결핵에 한 교육을 받

아야 하며, 이 때 결핵의 역학, 결핵의   병태생

리, 진단  검사,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결핵감염 통제 

등이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의 Denver public health의 Tuberculosis Clinic[43]에서

도 보건의료 문가들을 한 결핵교육 워크 을 도입

한 바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각  학교 교사용 지도서[3

2]에서도 결핵의 정의, 증상, 감염경로, 방법등이 수

록되어 있다. 한 결핵 회에서 제시한 결핵 방 교

육 자료[4] 역시 결핵의 정의, 역학, 경로, 임상증상, 

진단, 치료, 잠복결핵 감염, 그리고 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병원간호사회의 온라인 결핵 교육 콘텐츠[44]  

한 결핵  호흡기 학회와 질병 리 본부의 결핵 교

육 콘텐츠[45],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질병 리본부에서 

청소년 상으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2]도 이와 유사하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보건의료인을 한 결

핵 교육 모형에 총 6개의 주제, 즉 결핵의 역학, 결핵의 

  병태생리, 결핵의 검사  진단, 잠복결핵, 결핵

의 치료 그리고 결핵 방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 다. 

이러한 교육 모형을 비보건의료인에게 용하거나 

활용한다면, 이들의 결핵 련 지식이 향상될 것이며 

결핵 환자에 한 태도나 인식도 개선되어 궁극 으로 

결핵의 치료  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

핵에 한 지식이 향상되면 결핵에 한 태도나 인식이 

정 으로 변화한다는 선행 연구[12][24][31][37][46]

에 기 한다면, 비보건의료인들을 상으로 체계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의 결핵에 한 태도 혹은 인식

을 측정하여 변화도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

다. 비보건의료인 상 교육의 시기를 살펴보면, 본 

교육 모형은 자기건강 리의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기

에 학년 구별 없이 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

지만, 특히 장실습을 앞 둔 학년의 학생들에게 본 교

육 모형을 용하는 경우, 원내 결핵 감염을 방하는 

데 효과 일 것이다. 한 비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 교육에도 활용한다면, 다양한 환자의 결핵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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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을 의미 있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21].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서 제한 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학의 

비보건의료인을 편의 표집 하여 그들의 결핵 련 지식

과 방 행 를 측정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국내 체 

비보건의료인으로 확  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둘째, 결핵 환자를 리하는 경험이 있는 의료인 14명

의 의견만을 수렴하 기에 역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 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보건의료인을 

한 결핵 방 교육을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체계

이고 포 인 교육 모형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교육 모형을 용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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