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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손씻기 실태 및 손씻기 포스터의 효과

The Effect of Hand Washing Procedure Poster 
on the Hand Washing Behaviors

정승교

Seung Kyo, Chaung

요 약 본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성인의 손씻기 실태 및 손씻기 포스터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 화장

실을 이용하는 성인 370명( 포스터 미부착 185명, 포스터 부착 185명)을 대상으로 직접 관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남성의 46%, 여성의 21.5%가 손씻기를 하지 않았으며, 포스터를 부착한 집단에서 손을 씻은 대상자는 83.2%로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은 집단에서 손을 씻은 대상자 47%에 비해 많았다. 남성은 평균 7.6초 동안, 여성은 13.5초 동

안 손을 씻어 여성이 더 오랫동안 손을 씻었으며, 포스터 부착군과 미부착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손씻기의

6가지 절차를 다 실천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였다. 손씻기 6가지 절차 중 4가지 이상을 수행한 대상자는 포스터

부착군 17%, 미부착군 10.3%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손씻기 포스터는 손씻기 행위 자체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

나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를 하는데, 즉 손씻는 시간 증진과 손씻기 절차 이행율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공장소 화장실에 손씻기 안내방송과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포스터의 보급이 필요하다.

주요어 : 손씻기, 포스터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hand washing procedure poster on the hand 
washing behaviors after Mers outbreak.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by observing a total of 370 
people(185 people in no- poster zone, 185 people in poster zone) who used the public restroom.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hand washing with and without the poster, the subjects who washed their hands with 
the poster around were 83.2%, which was higher than the 47% of the subjects without the poster. The Time 
spent on the hand washing was similar between the groups with or without the poster around. Also only 3.3% 
of the subjects actually completed the entire 6 procedures of hand washing. The subjects who finished more 
than 4 procedures out of 6 were 17% from the group with the poster around, and 10.3% from the group 
without. Conclusion: The hand washing poster was effective in encouraging the behavior itself, but not 
specifically in the right way during the ideal time nor the right procedures. Therefore, verbal instructions made 
every time washing hands or more visual effective poster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hand washing procedures

Key words :  hand washing,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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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손 씻기는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로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공기를 통해

직접 전파돠기 보다는 미생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미생

물이 묻어있는 물체를 만진 손에 의해 간접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손 씻기 만

으로도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는 매우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

이라 할 수 있다[1-3].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씻기가 필요하다는 인

식을 하고, 설문조사에서는 손을 씻는다고 응답하였지

만 관찰조사결과, 실제 손을 씻는 실천율은 40∼50%이

었고, 특히 20초 이상 손을 씻는 사람은 7.6%에 불과하

였다[4-6].이러한 손위생은 예비 의료인이라 할 수 있는

간호학생을 비롯하여[7-9] 의료관련감염 문제가 심각한

병원 의료인에서 조차 올바른 방법으로 손위생을 하는

이행율이 약 40%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다양한 단체가 참

여한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손씻기의 중요

성, 올바른 손씻기 방법 및 손씻기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 왔다[5]. 또한 최근 해외 유입 감염병을 비

롯하여 각종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2017년 감염

병 예방 5대 국민건강수칙에 첫 번째로 ‘30초 이상 올

바른 손씻기’를 포함시켰다[12].

손씻는 행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교육, 관찰, 피

드백, 상기시키기, 개인 별로 권장하기 등이 있다[13].

손위생 증진에 관한 체계적 고찰에서는 손위생은 단순

한 지식, 인식, 행동조절, 촉진 등의 변화만으로는 효과

가 적고 여기에 사회적 영향, 태도, 자기효능감 또는 의

도 등을 더 포함시킬 때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4]. 특히

손씻기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잘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11] 적절한 관찰과 감시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포스터는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많

이 활용하는 매체이다. 손씻기 절차 포스터 프롬프트를

화장실에 설치하여 관찰한 결과 손씻기 증진에 효과적

이었지만 손씻기 방법에 추가하여 인플루엔자 전파 예

방에 초점을 둔 포스터는 손씻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5]. 즉,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포스터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만 강

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손씻기 증진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대학생, 간

호학생,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만

[10][14],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포스터 부착 유무에 따

른 손씻기 수행율 효과를 조사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

다.

이에 본 연구는 손씻기 절차를 포함한 포스터가 성

인의 손씻기 행위 및 올바른 손씻기 절차 이행에 얼마

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 씻기 포스터의 유무에 따라

손씻기 행위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

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포스터의 부착 유무에 따라 손 씻기 수행율의 차

이를 비교한다.

2. 포스터의 부착 유무에 따라 손 씻기 시간의 차이

를 비교한다.

3. 포스터의 부착 유무에 따라 손 씻기 절차 수행 정

도를 비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 씻기 포스터의 유무가 손 씻기 수행,

수행 시간 및 손씻기 절차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관찰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은 2015년 10월부터 2주 동안 S시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한 성인으로 1차로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

은 화장실에서 185명, 2차는 포스터를 부착한 화장실에

서 185명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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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는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포스터로 30초 이

상 손씻기와 손씻기의 절차가 그림으로 제시되어있다.

포스터는 화장실에서 손을 닦을 때 가장 눈에 띠는 장

소에 부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전에 관찰조사 교육을 받은 2명

의 조사자가 대상자가 의식할 수 없도록 휴대폰으로 문

자를 보내는 자세를 하고 관찰한 대상자의 손씻기 행위

에 관한 관찰 내용을 모바일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관찰조사가 끝난 다음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관찰조사를 한 대상자는 총

415명이었으나 설문조사를 거부한 45명을 제외한 370명

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S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실시되었고, 관찰대상이 된 대상자에게는 설문조사가

끝난 후 음료수를 제공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으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손 씻기 실태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포스터 부착유무에 따른 비교는

t-test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결과

손씻기 실태 및 포스터 부착 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손씻기 행위

본 연구 대상자의 65.4%는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를

하였고, 34.6%는 손씻기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남성은

46%가 손씻기를 하지 않아 여성의 22%에 비해 많았다

(x²=13.6, p<.001).

포스터 부착에 따른 손씻기 행위를 비교한 결과, 손

씻는 행위는 포스터 부착유무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x²=55.2, p<.001). 즉 포스터를 부착한 집단에서 손을

씻은 대상자는 83.7%으로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은 집

단에서 손을 씻은 대상자 47%에 비해 많았다. 성별로

보면, 포스터 부착 군 중 여성은 87%, 남성은 79%, 미

부착군에서는 여성 64%, 남성 37%가 손을 씻었다

[Table 1].

2. 손씻기 시간

대상자들의 손씻는 시간은 남성 평균 7.61±5.4초, 여

성 평균 13.52±9.1초로 여성이 더 오랫동안 손을 씻었다

(t=-5.92, p<.001). 손씻기를 한 대상자 중에서 포스터

부착유무에 따라 손씻기에 걸린 시간은 여성에서는 포

스터 부착군은 평균 14.1±9.1초, 미부착군은 12.4±9.4초

로 부착군이 1.7초 정도 길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0.92, p=.360). 남성에서는 오히려 포스터 미부착군

에서 8.2±6.5초로 부착군의 7.2±4.6초 보다 1초 길었으

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93, p=.357)[Table 2].

30초 이상 손을 씻은 대상자는 모두 4.5%에 불과하

였다. 20초 이상 손을 씻은 대상자는 여성에서는 포스

터 부착군이 26.9%로 미부착군이 21.4%에 비해 약 5%

많았고 ,남성에서는 포스터 미부착군 11.1%으로 포스터

부착군 1.6%에 비해 많았다.

표1. 포스터 부착 유무에 따른 손씻기 수행율

Table 1. Hand Washing by Hand Washing Poster

Gender

(n)

Hand Washing
Poster Group

n (%)

Non-

Poster Group

n (%)

Yes

n(%)

N0

n(%)

Yes

n(%)

N0

n(%)

Yes

n(%)

N0

n(%)

Female

(172)

135

78%.

37

22%

93

87%

14

13%

42

64%

23

36%

Male

(198)

107

54%

91

46%

62

79%

16

21%

45

37%

75

63%

Total

n(%)

242

65.4%

128

34.6%

155
83.7%

30
16.3%

87
47%

98
53%

x²=13.6, p<.001 x²=55.2, p<.001

3. 손씻기 절차

손씻기의 6가지 절차는 ‘손바닥까리 마주대고 문지르

기’,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손바닥을 마

주대고 손가락을 깍지끼고 문지르기’, ‘손가락을 마주잡

고 문지르기’, ‘엄지손가락를 다른 손바닥으로 돌리면서

문지르기’, ‘반대편 손바닥에 손톱 밑을 문지르기’이다.

6가지 절차를 모두 실천한 대상자는 3.3%이었고, 1

∼2가지 절차만 수행한 대상자가 64.4%이었다.

포스터 부착유무에 따라 손씻기 절차 이행율을 조사

한 결과, 포스터 부착군에서 여성의 66.7%, 남성의

57.9%가 ‘손바닥까리 마주대고 문지르기’를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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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포스터 부착 유무에 따른 손씻기에 걸린 시간

Table 2. Duration of Hand Washing by Hand Washing Poster

Gender

(n)

Duration of Hand

Washing (seconds)

Poster

Group

n / %

Non-

Poster

Group

n / %

Poster

Group

Non-

Poster

Group

t ≥20

sec

<20

sec

≥20

sec

<20

sec

Female

(135)

14.1±

9.1

12.4±

9.4

.92

*
25

26.9

%

68

73.1

%

9
21 . 4

%

33

78.6

%13.5±9.1**

Male

(107)

7.2±

4.6

8.2±

6.5

-.93

*
1

1.6

%

61

98.4

%

5

11.1

%

40

88.9

%7.6±5.4**

*p>.05, **t=5.92, p <.001

실천하였고, 포스터 미부착군에서는 여성 27.4%, 남성

42.1%만 실천하였다. 6가지 절차 중 ‘반대편 손바닥에 손

톱 밑을 문지르기’는 포스터 부착군의 여성 3.7%, 남성

4.8%만 실행하여 가장 낮은 수행율을 보였다[Table 3].

손씻기 6가지 절차 중 4가지 절차 이상을 수행한 대

상자는 포스터 부착군 17%, 미부착군 10.3%에 불과하

여 포스터 부착군이 더 많았으나 유의한 관계가 없었

다(x²=1.97, p=.167). 수행한 손씻기 절차의 횟수는 포스

터 부착군이 미부착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t=2.7,

p=.007)[Table 4].

표3. 포스터 부착 유무에 따른 손씻기 절차별 이행율

Table 3.Compliance of Hand Washing Procedures by Hand

Washing Poster

Hand

Washing

Procedures

Female n(%) Male n(%)

Poster

Group

Non-

Poster

Group

Poster

Group

Non-

Poster

Group

Rub Palms

Together
90(66.7) 37(27.4) 62(57.9) 45(42.1)

Rub the
Back of
Both
Hands

46(34.1) 15(11.1) 33(31.4) 18(17.1)

Interlock
Fingers &
Rub

53(39.3) 15(11.1) 19(18.1) 16(15.2)

Interface
Fingers
and Rub
Hands

33(24.4) 6(4.4) 4((3.8) 6(5.7)

Rub the
Thumb in
a Rotating
Manner

15(11.1) 2(1.5) 6(5.7) 5(4.8)

Rub
Fingertips
on Palm

5(3.7) 3(2.2) 5(4.8) 2(1.9)

표4. 포스터 부착 유무에 따른 손씻기 절차 빈도

Table 4. Numbers of Hand Washing Procedures by Hand

Washing Poster

Numbers of

Hand Washing

Procedures

Poster
Group
n(%)

Non-
Poster
Group
n(%)

x²/t

(p)

≤3
127
83%

78
89.7% 1.97

(.167)
≥4

26
17%

9
10.3%

mean±SD 2.4±1.2 1.9±1.2
2.7
(.007)

Ⅴ. 결 론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의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실태

와 포스터 부착의 손씻기 증진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의 경우 97.4% [16], 미

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성 중 91%가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다[17]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관찰조

사에서는 40-50% 이하만이 손을 씻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5][6][9].

본 연구에서 성인의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 실태

는 65.4%로 2013년 Kim 등[5]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

하여 온 국민이 손씻기의 필요성을 몇 달 동안 각종 대

중매체를 통해 강조된 직후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손씻기를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14]이 요구

된다.

특히 미생물의 전파 및 감염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손씻기 시간을 30초 이상이라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홍

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손씻기에 걸린 시간이

10.7초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포스터를 부착한 화장실에

서 손을 씻은 대상자들도 손씻기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손씻기 공익광고 및 캠페인의 효과는

이해도 및 행동변화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실제적인 손씻기 실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5]와 같은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스터는 손씻기 행위 자체는

증가시켰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를 하는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즉 적절한 시간동안 손을 씻거나

6가지 절차대로 손을 씻는 행위를 증진시키지 못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터 외에 손을 씻게 만드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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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요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일반적

이고 대중적인 전략보다는 대상자에 적합한 개별적이

고 다각적으로 올바른 손씻기 수행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메르스라는 커다란 사건 직후 한 도시의

공공화장실에서 조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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