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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어려움과혼란이야기되고있다. 코로나19는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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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 영향요인:
건강신념모델을 중심으로

Factors Associated with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Applying the Health Belie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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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하여 확인

하기 위함이다. 일개 간호학과 1∼4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자기효능감(β=.345, p<.001), 행동의 계기(β=.307, p<.001), 지각된 유익성(β=.143, p=.034)과 지식(β

=.116, p=.042)이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50.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행위 증진을 위해 특히 자기효

능감과 코로나19 관련 지식 향상을 위한 전략적 중재가 중요하다.

주요어 : 코로나19, 행동의도, 건강신념모델,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rsing students’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A total of 169 nursing students who were freshman to senior grade from one colle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 onlin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from April 5 to 
16, 2021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dow 21.0 progra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verify the factors on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s for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were self-efficacy(β=.345, p<.001), cues to action(β=.307, p<.001), perceived benefits(β
=.143, p= .034), and knowledge(β=.116, p=.042). The model explained 50.8% of the variance in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is result points to the importance of fostering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cues to 
action, perceived benefits, and knowledge to promote COVID-19 vaccination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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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세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WHO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4월 10일 기준 전 세계 약 1억 3천만명의 확진

자와 약 289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1,2].

코로나19는 감기처럼 매우 쉽게 전염되며, 증상이 있

거나 무증상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 주요증상은 흉부 압

박감, 두통, 호흡곤란, 고열, 전반적인 쇠약 등이 있으며,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

게 특히 치명적이고 사망까지 초래하고 있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3].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코로

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격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

였으나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1,3].

감염성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백신접종이다[4,5]. 효과적인 예방접종

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vaccine preventation

disease, VPD)에 대한 개인의 면역력을 키우고, 집단

면역을 통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4].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말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하여, 12월 8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2월 26일부

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5]. 이러한 감염병 예방효과

에도 불구하고, 홍역과 같은 VPD의 재출현을 이끄는

백신접종 기피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

계 공중보건기관이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백신을 보

급하고 있지만, 보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

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5,6]. 그러나 코로나19 종

식을 위하여 집단면역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백신이

신체를 보호하고 팬데믹을 끝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

구로(미국질병관리본부), 코로나 확산을 중단하려면 전

체인구의 65-70%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

고하고 있어(WHO)[7], 전 세계적으로 빠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코로나19 백신의 수용을 촉진

하는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예방접

종 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자의 연령

별 통계를 보면[1,2], 20대 연령층인 대학생및 사회 초

년생 인구가 15,555명으로 10대보다 2배 그리고 30대와

40대와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났다(10대 7,058명, 30대

13,910명, 40대 15,088명). 감염에 많이 노출되는 20대는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

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젊은 연령층은 노

인보다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가 많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9,10].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

수교육과정으로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 중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며, 직·간접적으로 간호를 수

행하고 있어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11]. 또한

향후 간호사로서 감염 예방 및 관리의 보건 업무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주체적인 건강관리와 올

바른 예방행위 실천 자세 및 태도가 필요하다. 예방접

종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기가 필

요하며[6]. 이러한 건강행위 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신념과 태도이다

[8]. 그러므로 건강행위 실천을 돕기 위해 건강신념을

변화시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기가

필요하다[12,13].

사람들의 건강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13]. 이 모델은 건강에 대한

신념(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

된 장애)과 권고된 건강 행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행동의 계기가 예방행위 의도에 영

향 미친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대상자가 인지하는 어

려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건강예방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믿는 자기효능감도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공중보건

에서 건강 예방행위 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3,13,14].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신념모델을 근거로

대학생의 인플루엔자[12,13], 자궁경부암[14,15], B형간

염[16] 예방접종에 영향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들은 예방의도[8,9],

감염예방 영향요인[10,17], 백신접종 의도조사[18] 등 단

면적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HBM)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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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

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신념변인들의 정도

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접

종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J도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4학년

학생 중 편의추출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하겠다는 대상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동의서를 받은

후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설문 도중 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5일에서 16일이었고, 연구의 진행시 대상자

에 대한 연구 윤리 및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고려하

여 시행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유

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예측요인 14

개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수는 166명이었다.

수집된 184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9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여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민감성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19], Kim 등[12]이 독감 예방

접종에 사용한 4문항을 본 연구의 주제인 코로나 19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

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Kim 등[12]은 .82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6이었다.

2)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거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가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19], Han[20]이 코로나19 예방행위 순응도에 사용한 도

구를 수정·보완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코로나19 질병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Kim 등[12]은

.769, Han[20]은 .61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35이었다.

3) 지각된 위협감

질병의 위험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위협정도를 말하

며[19], Han[20]의 도구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질병 위험의 위협을 높게 인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Han[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3이

었다.

4) 지각된 유익성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인

지정도를 말하며[19], Han[20]의 도구를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개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획득할 유익

이 높을 것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Han[20]의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3이었다.

5) 지각된 장애

권고된 건강 행위의 실천을 저해하는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말하며[19], Kim 등[12]

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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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한 장애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등[12]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39 본 연구에

서는 .645이었다.

6) 자기효능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말하며[21], Kim 등[12]이 사용한 도구

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

다는 확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2]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41 본 연구에서는 .783이었다.

7) 행동의 계기

권고된 건강 행위 실행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

건 또는 자극을 말하며[19], Kim 등[12]이 사용한 도구

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를 촉진하는 자극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2] 연구

의 Cronbach’s alpha는 .717 본 연구에서는 .647이었다.

8) 지식

코로나19 관련 지식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감염 경로, 예방수칙, 백신의 종

류, 예방접종 방법, 예방접종 관련 일반적 부작용 및 대

응법 등으로 구성한 9문항의 객관식 질문지로 구성하였

다.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바로 알기와 예방접종 지침 등을 참

고로 구성하여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 CVI를 확인

하였고, 모든 항목이 0.80이상이었다.

9) 코로나19 예방접종 행위의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사를 말

하며[19], Kim 등[12]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발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im 등[12]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18 본

연구에서는 .647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특

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와 사후

분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9명으로, 남자 45명(26.6%),

여자 124명(73.4%)이었다. 1학년이 43명(25.4%), 2학년

48명(28.4%), 3학년 33명(19.5%), 4학년 45명(26.6%)였

다. 주관적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114명(67.5%)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94명

(55.6%)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코로

나19 예방백신에 대한 태도는 ‘보통’이 70명(41.4%)로

가장 많았지만, 대상자의 143명(84.6%)이 코로나19 예

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았다[Table 1].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45(26.6)

Female 124(73.4)

Grade

Freshman 43(25.4)
Sophomore 48(28.4)
Junior 33(19.5)

Senior 45(26.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14(67.5)
Average 38(22.5)

Poor 17(10.1)

Experience of
COVID-19 test

Yes 94(55.6)

No 75(44.4)

Attitude toward
COVID-19
vaccine

Positive 50(29.6)

Average 70(41.4)

Negative 49(29.0)

Perceived risk of
COVID-19
vaccine

Little 5(3.0)

Moderate 21(12.4)

Large 1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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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신념변수, 지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 점수

본 연구의 대상자의 건강신념변수 중 지각된 민감성

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각된 심각성 3.98점, 지각

된 위협감 3.99점, 행동의 계기 3.58점, 자기효능감 3.58

점, 지각된 장애 3.39점, 지각된 유익성 3.35점 순이었

다. 대상자의 코로나19 관련 지식 평균점수는 5.83점이

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 3.75점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건강신념, 지식과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점수
Table 2. Mean Scores of Health Belief Variables, Knowledge
and Behavioral Intention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erceived
susceptibility

4.16±0.56 2.75 5.00 1-5

Perceived
severity

3.98±0.55 2.50 5.00 1-5

Perceived
threaten

3.99±0.74 2.00 5.00 1-5

Perceived
benefits

3.35±0.70 2.00 5.00 1-5

Perceived
barrier

3.39±0.56 2.33 5.00 1-5

Self-efficacy 3.58±0.73 2.00 5.00 1-5

Cues to action 3.58±0.67 2.00 5.00 1-5

Knowledge 5.83±2.04 1.00 9.00 0-9

Behavioral
intention

3.75±0.59 2.67 5.00 1-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

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 학년, 지각된 건강

상태, 코로나19 검사 경험 유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

용에 대한 걱정에 따라 종속변수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군이 보통군과 부정적인 군에 비

해 유의하게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F=9.138, p<.001)

[Table 3].

4. 건강신념변수, 지식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는자기효능감(r=.617,

p<.01), 행동의계기(r=.579, p<.01), 지각된유익성(r=.348,

p<.01), 지각된 민감성(r=.284, p<.01), 지각된 심각성

(r=.273, p<.01), 지각된 장애(r=.219, p<.01), 지각된 위

협감(r=.184, p<.05), 지식(r=.156, p<.05)과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Behavioral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Behavioral
intention

t/F
(p)

Gender
Male 3.72±0.70 -.413

(.681)Female 3.77±0.56

Grade

Freshman 3.66±0.53

1.004
(.393)

Sophomore 3.73±0.61

Junior 3.75±0.55

Senior 3.87±0.6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79±0.60
1.183
(.309)

Average 3.62±0.54

Poor 3.78±0.61

Experience of
COVID-19 test

Yes 3.80±0.59 1.173
(.242)No 3.69±0.60

Attitude toward
COVID-19
vaccine*

Positivea 4.03±0.56
9.138
(<.001)
a>b,c

Averageb 3.59±0.54

Negativec 3.70±0.61

Perceived
risk of
COVID-19
vaccine

Little 4.00±0.71

.746
(.476)

Moderate 3.65±0.68

Large 3.76±0.58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더미변수화한 코로나19 백신

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들을 투

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석

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점수가 1.980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는 1.093∼2.358로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

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요인

은자기효능감(β=.345, p<.001), 행동의계기(β=.307, p<.001),

지각된 유익성(β=.143, p=.034)과 지식(β=.116, p=.042)

이었고, 본 모형의 설명력은 50.8%이었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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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

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건강신념요인을 중심으

로 관련성을 규명하여 접종 의도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29.6%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긍

정적 태도를 보여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고, 반면 84.6%

의 대상자가 코로나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위험 인식

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 검사 경험 유무,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위험 인식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대상과 결과변수로 진행

한 국내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는 어려우나, 일반적 특성 중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인 군이 보통과 부정적인 군에 비해 코로나

접종행위 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접종 의도간에 긍정적 연관성

이 있고, 백신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접종 의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외국 선행 연구결과[4]와 유사하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 인식이 높고 긍정적

태도가 낮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백신의 부작용 보다는

접종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 및 정보제공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상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지식수준은 9점 만

점에 5.83점으로 백점 환산 시 65점이었다. 이는 국내

표 4. 건강신념변수, 지식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의 상관관계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of Health Belief Variables, Knowledge and Behavioral Intent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428** 1

3 .721** .412** 1

4 .018 -.033 .050 1

5 .062 .270** .071 -.006 1

6 .188* .251** .172* .324** .128 1

7 .256** .271** .163* .167* .296** .526** 1

8 .169* .037 .216** .119 .085 .017 .011 1

9 .284** .273** .184* .348** ..219** .617** .579** .156* 1

1.Perceived susceptibility 2.Perceived severity; 3.Perceived threaten; 4.Perceived benefits; 5.Perceived barrier; 6.Self-efficacy;

7.Cues to action; 8.Knowledge; 9.Behavioral intention
*p<.05 **p<.01

표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Behavioral Intent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30 .371 .891 .374

Attitude
toward
COVID-19
vaccine
(Moderate)

-.025 .086 -.021 -.291 .771

Attitude
toward
COVID-19
vaccine
(Positive)

.079 .108 .061 .732 .465

Perceived
susceptibility

.163 .088 .154 1.840 .068

Perceived
severity

.078 .072 .072 1.086 .279

Perceived
threaten

-.084 .064 -.105 -1.309 .192

Perceived
benefits

.121 .157 .143 2.144 .034

Perceived
barrier

.052 .063 .050 .835 .405

Self-efficacy .280 .058 .345 4.861 <.001

Cues to
action

.272 .062 .307 4.417 <.001

Knowledge .034 .016 .116 2.055 .042

Adj. R2 = .508, F= 18.32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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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코로나19 지식

내용을 측정한 선행연구[22]의 100점 만점 환산한 70점

보다는 약간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문항수가 본 연

구에 비해 44%가 많아 문항당 배점의 차이가 일부 기

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외국의 간호대학생 대상

코로나19 관련 11문항 지식 점수는 환산점수 85.7점으

로 높았으나[3], 문항수 외에 자세한 정보가 없어 결과

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한편, 국내 다른 감염성 질

환인 유두종바이러스의 지식수준은 보건계열 대학생 25

점[23], 여자 간호대학생 33점[24]보다는 높았다. 이와

같이 지식점수는 변수의 특성상 주제 및 범위, 난이도,

대상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지식문항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구성한 점과 대상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소셜미디어 및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 및 업데

이트 되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다른 감염성 질환에 비해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는 100점

환산기준 75점 수준이었고, 건강신념 변수의 수준은 지

각된 민감성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각된 위협감,

지각된 심각성, 행동의 계기, 자기효능감, 지각된 장애,

지각된 유익성 순이었다. 한편, 2020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예방적 행위 의도

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로 설정한 연구결과에서

는 대상자들의 지각된 유익성 점수가 가장 높아[20]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작년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는 시기에 전염력 감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거

리두기와 손 씻기에 대한 예방행위 순응도를 측정하였

으므로, 대상자들이 건강행위의 유익성에 대해 인식한

영향이 더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

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를 결과변수로 측정

하므로, 대상자는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민감성과 위협

감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행동의 계기, 자기효능감과 예

방접종에 대한 유익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종속변

수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도와 자기효능감, 행동의 계

기와 지각된 유익성과 관계가 타 변수들에 비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특히 종속변수와 상관관계

가 높은 세 가지 변인의 중재를 통한 예방접종 순응도

를 향상시키는 전략 개발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자

의 자기효능감, 행동의 계기, 지식과 예방접종의 유익성

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백신접종 의도가 높았고, 변수들

의 설명력은 50.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간호

대학생 대상 회귀분석 결과 건강신념변수 중 유의한 영

향요인들의 결과[3]와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자기효능

감과 지각된 유익성이 높으면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두

기 순응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20]와 일맥상통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고, 이러한 결과는 국

내 선행연구[12, 2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외국의

간호대학생 대상 논문에서는 지각된 장애가 자기효능

감과 건강 행위 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요인이었다[3].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독감 등의 다른 감

염성 질환 백신접종과 달리 정부 주도의 무료 백신을

보급하고 있고, 국내의 접종센터는 이용 접근성이 외국

에 비하여 용이하다는 점과 국가마다 예방접종 정책과

접종 관련 제반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각된 장애의

경우 외국의 선행연구를 단순 비교하기에 한계점이 있

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행동의

계기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 인터넷, 주위 사람 등에

의한 백신 접종을 돕는 권유 및 사건을 말하며[3], 본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생 대상 연구[20]와 외국

의 간호대학생 연구[3]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

었다. 자료수집 당시 간호대학생에게는 병원에서 임상

실습이 최소로 제한되고, 예방접종의 기회가 없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도구의 측정 내용,

대상자 집단의 특성 및 사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가 적으므로 직접 비교가

어려워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 결과가 필요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의 지각된 유익성, 행동의 계기와 지식이 유의한 영향

요인인 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얻게 될 유익성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예방접종의 긍정적 경험을 SNS 릴

레이와 첼린지 등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체 활용으로

행동의 계기를 촉진시키면서,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중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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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특정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자궁경부암 예방 의

도[25, 26], 독감 예방접종 의도[12],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20],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3,27] 등 여러 연

구에서 건강 예방 행위의도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

높을 때 예방적 건강 행위를 수행하고, 효능감 정도에

따라 질병에 대한 대응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14].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 향상을 위한 중재전략 수립이 요구된

다. 한 예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4가지

전략[21]중 비슷한 연령 또는 또래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성공 경험에 노출하게 하여, 대리적인

성공 경험을 축적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

을 계획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간호교육자는 필수적

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 위

험이 많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의 유익

성, 행동의 계기, 자기효능감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교육

적 전략을 개발하여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의도를 높이

고, 감염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

능감, 행동의 계기, 지각된 유익성과 지식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대상자를 일개 대학에서 편의 추출하여 분석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관련 연구

의 부족으로 유사 선행 연구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신뢰도만 구하여 도구를 사용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접종 의도를 높

이기 위한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

다. 첫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인구 집단 또는 동일 집단을 대

상으로 반복 및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건강

신념 변인 외에 의미 있는 문화·사회적 변인을 추가하

여 영향요인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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