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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Handwash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assessed the related factors and reasons for not practicing handwashing at school 

among adolescents.

  Methods: We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57,303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9.

  Results: The proportions of not washing hands “before meals at school” and “after using the toilet at 

school” were 15.9% and 4.4%, respectively. The adjusted odds ratio for not washing hands before meals at 

schoo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Odds Ratio [OR]=1.52, 95% Confidence Intervals [CI]=1.42-1.63), 

metropolitan city (OR=1.32, 95% CI=1.11-1.56), city (OR=1.29, 95% CI=1.08-1.54), higher grade, higher 

academic performance, lower economic status, not handwashing at home (OR=14.36, 95% CI=13.37-15.42), 

and without annual personal hygiene education (OR=1.41, 95% CI=1.33-1.49). Reasons for not washing 

hands at school among adolescents who do not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at school included ‘it is 

bothersome (52.3%)’, ‘there is no soap or hand sanitizer (13.8%)’, and ‘I do not feel the need (9.5%)’.

  Conclusions: Improving handwashing before meals at school among adolescents requires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andwashing before meals and establishing a suitable environment and 

handwashing-encourag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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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손씻기는 감염병 이환과 를 방하기 해 

가장 효과 이며 요한 방법  하나이다[1]. 

올바른 손씻기 실천은 인 루엔자 등 호흡기병의 

21%, 설사병의 23∼40%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3]. 2009년 신종인 루엔자, 2015년 

동호흡기증후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의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손씻기를 포

함한 개인의 방역수칙 수의 요성이 더욱 강

조되어왔다. 특히 학교는 감염병 발생시, 집단생

활로 인하여 질병이 빠르게 될 수 있고 학

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해되기 때문에 감염

병에 한 체계 인 리가 요구되는 공간이다[4]. 

  2019년 ‘감염병 방을 한 행태 실태조사’에서 

성인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비  는 손세정제로 손을 씻는다고 응

답한 비율은 87.8% 다[5]. 2019년 청소년건강행

태조사 결과,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비 를 

이용하여 항상 는 부분 손을 씻는다고 응답

한 청소년은 84.0%로 성인에 비하여 낮았다[6]. 

‘1830 손씻기 운동’은 매일 8번 30  이상씩 손을 

규칙 으로 씻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7], 일개 

역시 청소년 상 설문조사에서 비 를 이용한 

손씻기 횟수는 하루 평균 3.35회로 권장기 인 

하루 8회 이상의 반도 되지 않은 수 이었다

[8]. 한 등학생의 약 47%, ·고등학생의 70% 

이상은 손을 씻는 시간이 20  미만이고 학년이 

높을수록 손을 씻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을 상으로 한 주기 인 개인 생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9]. ·고등학생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염병 경험율은 높아지고 손씻기 실

천율은 낮아지는 경향은 서로 연 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손씻기 실천

율을 높이기 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10].

  청소년의 손씻기에 한 선행연구로는 학생 

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에 한 연구[11,12], 비 로 손씻기 실천 

 련요인을 분석한 연구[13]가 있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생교육 경

험과 손씻기 실천 간 연 성[14]  손씻기 실천 

행태 련요인을 분석한 연구[15], 2018년 청소

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하여 련요인에 따른 손

씻기 이행도의 평균값과 상 계수를 제시한 연

구[16]가 있다. 이  부분의 연구는 2006년∼

2013년에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 으며,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손씻기 실천 수 을 

악하고 련요인과 손씻기 실천 간 연 성의 

크기를 산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과 화장실 다녀온 

후 등 동일한 상황에서도 집에 비하여 학교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이 낮다는 을 지 한 바 있다

[1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과 련요

인을 악하고자 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비 를 이용한 손씻기 실천’에 하여 매년 조

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손을 잘 씻지 않게 되는 

이유’는 2017년과 2019년에만 조사 문항에 포함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제15차 청소

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에서 학

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련요인과 미실천 이

유를 함께 살펴 으로써 청소년의 손씻기 실천

율을 높이기 한 보건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질병 리청이 실시한 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

하 다[17].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고등

학교 학생을 상으로 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악을 목 으로 한다.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

사는 2019년 4월 기 의 학교 400개교, 고등

학교 400개교를 포함한 총 800개교의 표본학교 

재학생 60,100명을 상으로 하 으며, 95.3%인 

57,303명이 조사에 참여하 다. 주요 변수에 결

측치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57,303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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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과 련요인

  이 연구는 질병 리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경북 학교 생명윤리심

의 원회로부터 심의면제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2.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1)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학교에서의 손씻기 실천 여부는 최근 7일 동안 

비 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식사하기 ’, ‘학교

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각각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는지 묻는 문항을 이용하 다. ‘  씻지 

않았다’에 응답한 경우를 ‘손씻기 미실천’, 그 외 

‘항상 씻었다’, ‘ 부분 씻었다’, ‘가끔 씻었다’에 

응답한 경우는 ‘손씻기 실천’으로 구분하 다.

 (2) 학교에서 손씻기 미실천 이유

  학교에서 손을 잘 씻지 않게 되는 이유는 청

소년건강행태조사의 보기 항목을 수정없이 이용

하 으며,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귀찮아서’, 

‘비  는 손세정제가 없어서’, ‘씻을 장소가 없

거나 부족해서’, ‘수건, 핸드 드라이기 는 종이 

타월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안 씻어서’, 

‘화장실 냄새 등 불결해서’, ‘손 씻을 시간이 없

어서’, ‘기타’, ‘손을 씻었다’를 포함하고 있다.  

 2) 독립변수

 (1) 일반  특성

  일반  특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손

씻기 실천과 련성을 보고한 성별, 도시 규모, 

학년, 학교 유형, 학업 성 , 경제  상태에 한 

변수를 포함하 다[14-16].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 다. 도시 규모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에서 제공하는 기 을 수정없이 이용하

다. ‘ 도시’는 특별시  역시, ‘ 소도시’는 

도시를 제외한 시, ‘군지역’은 도시  소

도시를 제외한 군 지역이다. 학년은 학교 1학년, 

학교 2학년, 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

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분하 고, 

학교 유형은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로 구분하

다. 학업 성 과 경제  상태는 각각 상, 상, 

, 하, 하로 구분하 다.

 (2) 집에서의 손씻기

  집에 비하여 학교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이 낮

다는 결과[15]를 근거로 하여, 학교에서의 손씻

기에 한 잠정 인 측요인으로서 ‘집에서의 

손씻기’를 추가하 다. ‘집에서 식사하기 ’과 

‘집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문항 각각에서 

‘항상 씻었다’, ‘ 부분 씻었다’, ‘가끔 씻었다’에 

응답한 경우 ‘실천’으로, ‘  씻지 않았다’에 응

답한 경우를 ‘손씻기 미실천’으로 구분하 다. 집

에서 식사하기  손씻기와 집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의 두 변수 간 상 성(Spearman’s 

rho=0.51)이 있고 ‘집에서의 손씻기’를 표하는 

하나의 변수만을 분석에 이용하고자, 두 상황에서  

모두 ‘실천’인 경우를 집에서의 손씻기 ‘실천’으로, 

그 외는 ‘미실천’으로 구분하 다. 

 (3)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손씻기 등 개인

생교육을 받은 이 있는지 묻는 문항의 응답에 

따라 경험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 다. 

3. 통계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 손씻기 미실천율, 학교

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이유는 빈도 는 백분율로 

제시하 다. 일반  특성, 집에서의 손씻기,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에 따른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

실천율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

천 련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1) 학교에서 식사하기  손씻기 미실천, 

(2)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독립변수로는 일반  

특성, 집에서의 손씻기,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보정된 교차비(Odds Ratio, OR)

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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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을 산출하 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표

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므로 층화

(strata), 집락(cluster), 가 치(weight)를 반 한 

추정치를 산출하 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로

그램을 사용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p-value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체 상자 57,303명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2.0%, 여학생이 48.0% 다. 

상자 에서 도시 규모는 소도시(51.9%), 학

년은 고등학교 3학년(18.5%), 학교 유형은 남녀

공학(65.9%), 학업 성 은 ‘ ’(30.1%), 경제  

상태는 ‘ ’(47.8%)이 가장 많았다.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률은 33.7% 다.

2. 손씻기 미실천율

  최근 7일 동안 비  이용 손씻기 미실천율은 

학교에서 식사하기  15.9%,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4.4%, 집에서 식사하기  7.8%, 집

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3.7% 다(Figur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57,303)

Characteristics n Weighted proportion (%)

Sex Boys 29,841 (52.0)

Girls 27,462 (48.0)

Region Metropolitan city 25,335 (42.5)

City (Si) 27,471 (51.9)

Town (Gun) 4,497 ( 5.6)

Grade 7th 9,738 (15.9)

8th 9,665 (15.3)

9th  9,981 (16.6)

10th  9,273 (17.1)

11th  9,044 (16.5)

12th  9,602 (18.5)

School type Co-education 37,935 (65.9)

Boys-only 9,818 (17.2)

Girls-only 9,550 (16.9)

Academic achievement High 7,647 (13.2)

Middle to high 14,296 (24.9)

Middle 17,234 (30.1)

Low to middle 12,570 (22.0)

Low 5,556 ( 9.8)

Economic status High 6,379 (11.2)

Middle to high 16,126 (28.5)

Middle 27,457 (47.8)

Low to middle 6,042 (10.4)

Low 1,299 ( 2.2)

Personal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at school for a year

Yes 19,886 (33.7)

No 37,417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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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과 련요인

Figure 1. Status of not practicing handwashing at school among adolescents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nswered ‘not washed at all’ to the question about the 

frequency (4 points Likert) of handwashing in each situation among all study participants.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

천율

  상자 특성에 따른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

천율은 Table 2와 같다.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 미실천율은 여학생(p<0.001), 고등학교 3

학년(p<0.001), 여학교(p<0.001), 학업 성 은 

‘하’(p<0.001), 경제  상태는 ’ 하’(p<0.001), 집

에서의 손씻기 미실천군(p<0.001),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이 없는 군(p<0.001)에서 높았다. 학

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율은 

군 지역(p<0.001), 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

년(p=0.022), 학업 성 은 ‘상’과 ‘하’(p<0.001), 

경제  상태는 ‘하’(p<0.001), 집에서의 손씻기 

미실천군(p<0.001),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이 

없는 군(p<0.001)에서 높았다.

4.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관련요인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련요인을 악하

기 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 미실천에 

한 교차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Odds Ratio 

[OR]=1.52, 95% Confidence Intervals [CI]= 

1.42-1.63), 군지역에 비해 도시(OR=1.32, 95% 

CI=1.11-1.56)와 소도시(OR=1.29, 95% CI= 

1.08-1.54),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성 이 높을

수록,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집에서 손씻기 

실천군에 비해 미실천군(OR=14.36, 95% CI= 

13.37-15.42),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OR=1.41, 95% CI=1.33-1.49)에서 

높았다.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에 

한 교차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OR=0.81, 

95% CI=0.72-0.92), 군지역에 비해 도시(OR=0.71, 

95% CI=0.55-0.93), 학년이 높을수록 낮았다. 남녀

공학에 비해 남학교(OR=1.16, 95% CI=1.01-1.34), 

학업 성 이 높을수록,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집에서 손씻기 실천군에 비해 미실천군(OR=24.57, 

95% CI=22.31-27.07),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OR=1.49, 95% CI= 

1.34-1.65)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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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이유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 이유는 Table 4와 

같다. 학교에서 ‘식사 ’ 손씻기를 하지 않는 학

생들의 학교에서 손씻기 미실천 이유는 ‘귀찮아

서(52.3%)’ 다음으로 ‘비  는 손세정제가 없

어서(13.8%)’,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9.5%)’가 

높았다.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교에서 손씻기 미실천 이

유는 ‘귀찮아서(43.1%)’ 다음으로 ‘비  는 손

세정제가 없어서(21.6%)’,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11.1%)’가 높았다.

Table 2. Status of handwashing practice at scho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Characteristics

Weighted proportion (row %)

Before meals at school After using the toilet at school

Yes
(n=48,417)

No
(n=8,886)

p value*
Yes

(n=54,786)
No

(n=2,517)
p value*

Sex Boys 87.2 12.8 <0.001 95.5 4.5 0.659

Girls 80.7 19.3 95.6 4.4

Region Metropolitan city 84.1 15.9 0.117 96.3 3.7 <0.001

City (Si) 83.8 16.2 95.1 4.9

Town (Gun) 86.2 13.8 94.7 5.3

Grade 7th 90.1 9.9 <0.001 95.8 4.2 0.022

8th 85.7 14.3 95.8 4.2

9th  83.7 16.3 95.2 4.8

10th  82.9 17.1 95.6 4.4

11th  82.7 17.3 96.1 3.9

12th  80.1 19.9 95.1 4.9

School type Co-education 84.9 15.1 <0.001 95.7 4.3 0.228

Boys-only 86.2 13.8 95.1 4.9

Girls-only 78.6 21.4 95.6 4.4

Academic achievement High 83.0 17.0 <0.001 94.7 5.3 <0.001

Middle to high 83.4 16.6 95.4 4.6

Middle 85.7 14.3 96.1 3.9

Low to middle 84.8 15.2 96.0 4.0

Low 80.7 19.3 94.6 5.4

Economic status High 88.5 11.5 <0.001 96.5 3.5 <0.001

Middle to high 85.3 14.7 96.2 3.8

Middle 83.3 16.7 95.4 4.6

Low to middle 80.2 19.8 94.3 5.7

Low 80.8 19.2 93.0 7.0

Handwashing at home Yes 88.8 11.2 <0.001 98.2 1.8 <0.001

No 65.7 34.3 68.5 31.5

Personal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at school for a year

Yes 88.3 11.7 <0.001 97.0 3.0 <0.001

No 81.9 18.1 94.9 5.1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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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ed factors for not practicing handwashing at school among adolescents using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Before meals at school After using the toilet at school

Adjusted OR
*

95% CI Adjusted OR
*

95% CI

Sex Boys 1 1

Girls 1.52 1.42-1.63 0.81 0.72-0.92

Region Metropolitan city 1.32 1.11-1.56 0.71 0.55-0.93

City (Si) 1.29 1.08-1.54 0.95 0.73-1.24

Town (Gun) 1 1

Grade 7th 1 1

8th 1.51 1.35-1.68 0.90 0.77-1.05

9th  1.68 1.51-1.86 0.98 0.82-1.16

10th  1.69 1.52-1.89 0.77 0.65-0.91

11th  1.68 1.50-1.88 0.63 0.53-0.76

12th  1.93 1.73-2.15 0.75 0.64-0.89

p-for-trend <0.001 <0.001

School type Co-education 1 1

Boys-only 1.03 0.93-1.14 1.16 1.01-1.34

Girls-only 1.11 0.99-1.23 0.96 0.81-1.15

Academic achievement High 1.18 1.05-1.31 1.35 1.13-1.62

Middle to high 1.03 0.94-1.13 1.19 1.01-1.40

Middle 0.82 0.75-0.90 1.02 0.87-1.19

Low to middle 0.81 0.73-0.89 0.93 0.78-1.10

Low 1 1

p-for-trend <0.001 <0.001

Economic status High 1 1

Middle to high 1.29 1.16-1.43 1.11 0.93-1.33

Middle 1.44 1.30-1.60 1.31 1.10-1.57

Low to middle 1.54 1.37-1.75 1.36 1.10-1.68

Low 1.35 1.13-1.62 1.55 1.16-2.08

p-for-trend <0.001 <0.001

Handwashing at home Yes 1 1

No 14.36 13.37-15.42 24.57 22.31-27.07

Personal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at school for a year

Yes 1 1

No 1.41 1.33-1.49 1.49 1.34-1.65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logistic model included sex, region, grade, school type,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handwashing 

at home, and personal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at school for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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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sons for not practicing handwashing at school among adolescents

Weighted proportion (column %)

Reasons

Handwashing 
before meals at school

Handwashing 
after using the toilet at 

school

Total
(n=57,303)

Yes
(n=48,417)

No
(n=8,886)

Yes
(n=54,786)

No
(n=2,517)

I do not feel the need. 6.5 5.9 9.5 6.3 11.1

It is bothersome. 47.4 46.5 52.3 47.6 43.1

There is no soap or hand sanitizer. 13.9 13.9 13.8 13.5 21.6

There is no place to wash hands, or there are too few places. 2.2 2.5 1.1 2.3 1.0

There are no towels, hand dryers, or paper towels. 6.1 6.5 3.7 6.2 2.4

Other people do not wash their hands. 1.2 1.2 1.5 1.2 0.8

The toilet is dirty and smelly. 6.7 7.0 5.2 6.8 5.2

I do not have time to wash my hands. 6.0 6.3 4.6 6.2 2.7

Others, etc. 5.1 4.7 6.9 4.8 11.0

I washed hands. 4.9 5.5 1.3 5.0 1.1

Total 100 100 100 100 100

고  찰

  본 연구는 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학교 내 손씻기 미실

천율과 련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은 성별, 도시 규모, 학년, 학교 유형, 학업 

성 , 경제  상태, 집에서의 손씻기 여부,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 다. 학교에서 식사  는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는 학생의 미실천 이유로는 ‘귀

찮아서’ 다음으로 ‘비  는 손세정제가 없어서’,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많았다.

  청소년에서 ‘식사하기 ’,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율은 모두 집보다 학교에서 높았다. 

학교 내 손씻기 환경 미비, 상 으로 손씻기에 

필요한 시간 부족, 학교에서의 손씻기 필요성이 

덜 강조되는 분 기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율은 학교

(4.4%)와 집(3.7%)에서 비슷했지만, 식사  손

씻기 미실천율은 학교(15.9%)가 집(7.8%)에 비

하여 약 2배 높았다. 학교에서 식사  손씻기 

미실천 학생이 학교에서 손을 잘 씻지 않는 이

유는 ‘귀찮아서(52.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  는 세정제가 없어서(13.8%)’,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9.5%)’ 다. 청소년들의 식사  

손씻기 필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식사  손씻기 환경이 미비하거나 빨리 식사를 

하기 해 손씻기를 생략하는 등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식사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해서 식사 시작  학년별로 손 씻는 

시간을 배정하는 방안, 식사  손씻기를 장려

하는 문화, 학교 식실 근처에 세면  다수 설치 

등 손씻기가 용이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율은 

교차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 미실천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손씻기 실

천율은 상자 연령 , 손씻기 조사 방법(설문 

는 찰), 손씻기의 여러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다. 2011-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 실천율은 남학생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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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15].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11], 일부 ·고등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손

씻기 실천 수 이 남학생보다 높았다[8,12]. 공

화장실 이용 시민 2,800명을 직  찰한 연구

에서는 여성의 손씻기 실천율이 남성보다 유의

미하게 높았다[18].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집에서 화장실 사용 후’, ‘외출 시 공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취 하기 ’, ‘집에서 식사 ’, 

‘돈을 만진 후’에 항상 손을 씻는다는 응답은 여

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외출 후 귀가시’, ‘아기 

돌보기 ’, ‘애완동물 만진 후’, ’기 귀 갈아  

후’, ‘식당에서 식사 ’, ‘기침이나 재채기 후’는 

성별에 따른 손씻기 실천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18].

  도시 규모에 따른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

씻기 미실천율은 소도시와 도시에서 높았고 

군지역에서 가장 낮았으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식

사하기 ’ 손씻기 실천율이 군지역에서 높았고

[15], 비 를 사용한 손씻기 횟수가 도시보다 농

에서 많았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12]. 도시 

규모에 따라 손씻기 실천율이 다른 원인을 악

하려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식사 

에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상 으로 학생수가 은 

군지역 내 학교에서 손씻기가 용이하여 손씻기 

실천율이 상 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학년별 학교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율은 가장 높은 학년(고3, 4.9%)과 가장 

낮은 학년(고2, 3.9%) 간 차이가 1%p로 크지 않

았다. 반면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 미실

천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으며, 가장 높은 

학년(고3, 19.9%)과 가장 낮은 학년( 1, 9.9%) 간 

차이가 10.0%p 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한 

이 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서 식사하기 ’ 손씻기 실천율이 낮아지는 결

과를 보 다[14,15].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를 보면, 학교에서 손씻기 미실천 이유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귀찮아서’와 ‘손씻을 시간이 

없어서’ 응답률은 낮아지는 반면,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비  는 손세정제가 없어서’, ‘씻을 

장소가 없거나 부족해서’, ’수건, 핸드드라이기 

는 종이 타월이 없어서’ 응답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6].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손을 씻는 환경  요소를 

요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4세 이상 1,000명 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집에서 식사 (p=0.019)’과 

‘식당에서 식사 (p=0.143)’ 손씻기 실천율이 낮

아졌다[18]. 학생 개인의 건강과 학교 내 감염병 

 방을 해 올바른 손씻기의 습 화는 필

요하므로,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손씻기의 필요

성에 한 인식 수 을 높이기 한 지속 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세가지 학교 유형의 ‘화

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율이 4.3∼4.9%로 

비슷하 지만, 학교에서 ‘식사하기 ’ 손씻기 미

실천율은 여학교에서 가장 높고, 남학교에서 가장 

낮았다.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과 여

학생의 손씻기 실천율을 반 하는 결과로 보인다.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연간 개인 생

교육 경험률은 남학생에서 더 높았는데(남학생 

36.1%, 여학생 31.1%) 남학교에서 개인 생교육에 

한 노출이 더욱 많은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 성 과 경제  상태가 낮은 

군에서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이 높았다.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손씻기 이행도는 학업 성 과 경제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16]. 학업 성 과 경제  

상태가 낮은 청소년에서 개인 생교육 경험률이 

낮은 경향이 있었는데[14], 이들의 개인 생교육에 

한 근성이 떨어지거나 개인 생에 한 

반 인 심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 청

소년의 손씻기 등 습 이 성장 환경의 향을 

받는다는 도 고려할 수 있다[16]. 한편,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22 -



사공효진, 이유미, 최은숙, 김건엽  10

에서는 학교에서 ‘식사하기 ’과 ‘화장실 다녀온 

후’ 손씻기 미실천에 한 교차비가 성 이 높은 

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4]도 이와 유사하 다. 본 연구의 

통계 모형에 다 공선성은 없는 것을 확인하

으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 연 성이 보정 

·후 결과 차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자 제한 는 층화 분석 등 방법으로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은 개인 생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서 높았다. 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에 한 교차비는 개인 생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서 1.41∼1.49 다. 상자들에게 

직  손씻기 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학생을 상으로 손씻기 

강의, 동 상, 손세정 교육기구를 이용하여 실습

한 군은 조군에 비해 손씻기 지식, 태도, 가정

에서의 손씻기 이행정도가 높아졌다[19].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서 손씻기 8주 교육 로그램을 

받은 군은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20], 미취학 

아동에서 2주간의 동 상  실습 교육 후 손 

생상태가 개선되었다[21]. 손씻기의 요성을 

포함한 개인 생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학교생활 

반에 걸쳐 지속 으로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손씻기를 습 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상 속

에서 손씻기 습 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과정은 

필수 이며[22], 학교 기반 손씻기 홍보 로그램을 

통해 손씻기에 한 지식과 손씻기 실천이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3]. 추가 

분석에서 개인 생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학교에서 손을 씻지 않

는다는 응답률이 개인 생교육 경험이 있는 학

생에 비하여 높았는데(data not shown), 다양한 

상황에서 손씻기가 필요한 이유, 올바른 손씻기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등 개인 생교육의 내용

면에서 질  향상이 필요하다. 여 히 감염병 

방을 한 손씻기를 독려하는 효과 인 교육 

략이 다소 미흡하므로, 생활터별, 상황별 손씻기 

교육 콘텐츠개발을 한 과학  근거를 마련하기 

한 노력 한 필요하다[24]. 

  본 연구에서 ‘집에서의 손씻기’ 여부는 학교에서 

손씻기 실천의 주요한 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  특성을 포함한 여러 변수

들을 보정한 후,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에 

한 교차비는 집에서의 손씻기 미실천군에서 

14.4∼24.6이었다. 집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손을 잘 씻지 않는 이유는 

상 으로 ‘비  는 손세정제가 없어서’, ‘씻을 

장소가 없거나 부족해서’, ‘수건, 핸드 드라이기 

는 종이 타월이 없어서’, ‘화장실 냄새 등 불결

해서’ 등 환경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data 

not shown). 개인 생교육과 함께 학교 화장실의 

청결, 비 , 손세정제, 수건, 핸드 드라이기, 종이 

타월 등 충분한 비치 등을 통해 손씻기에 쾌 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청

소년건강행태조사는 익명성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손씻기 

실천율은 실제 손씻기 실천율보다 과  추정되

었을 수 있다. 2019년 ‘감염병 방을 한 행태 

실태조사’에서 성인의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화 설문조사에서 87.7%, 찰조사에서 63.6%로 

차이가 있었다[5]. 향후 실제 찰을 통한 청소

년의 손씻기 실천율, 손씻는 시간, 손씻는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효과 인 손씻기 교육을 

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손씻기 상황을 식사

하기 ,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에 국한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여러 사람이 만지는 물건을 만진 후 등 다

양한 상황에서의 손씻기 실천을 확인할 수 없었

다. 한 다양한 손씻기 상황별 미실천 이유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향후 손씻기 상황을 세분화

하여 미실천 이유를 조사한다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여러 

요인과 손씻기 미실천 간 인과  연 성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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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넷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상

자에서 특수교육 상학생들이 제외되므로 향후 

특수학 이나 특수학교를 상으로 한 손씻기 

실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에서 식사  

손씻기의 경우 교사의 감독 등 학교 내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시자료 이용의 한

계로 참여 학교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없

었다. 여섯째, 이 연구는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

실천 이유’가 조사된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 이후의 청소년 손씻기 실천 

황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학교  가정 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

년의 손씻기 실천 행태에는 많은 향이 있었을 

것으로 상되며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

년에 하여 표성 있는 자료인 청소년건강행

태조사의 최근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의 련요인을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서 개인

생교육  손씻기 실천을 한 학교 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 으며, 손씻기 미실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손씻기 실천율을 

높이기 한 보건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에서 학교에서의 손씻기 

미실천율과 련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학

교에서의 손씻기 실천은 성별, 도시 규모, 학년, 

학교 유형, 학업 성 , 경제  상태, 집에서의 손

씻기 실천, 연간 개인 생교육 경험과 유의미한 

련성을 보 다. 청소년의 학교 내 손씻기 실

천율을 높이기 해서는 손씻기 실천 련요인

들을 고려한 지속 인 개인 생교육과 함께 손

씻기를 용이하게 하는 한 환경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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