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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practice level of infection managements in child guar
dians with respiratory infections after H1N1 diffusion of 2009.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February and March 
2010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were 228 child guardian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
centage, means, SD, ttest, F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Cronbach’s alpha with the SPSS 17.0 program. Re-
sults: Mean age of the guardians and children were 37.8 years, 4.1 years respectively. For knowledge level of respiratory infec
tions, hand washing method had the highest score and snuffles prevention method, the lowest. For practice level for respiratory 
infections, environmental hygiene management had the highest score and symptom management, the lowest. Infection man
agement knowledge and practice level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in every area.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continual education on infection management, and that the most efficient timing for the education appears be 
for participants during their first pregnancy or after the woman has delivered he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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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최초 발병된 이후, 전 세계 감염자 수가 

25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2,800명에 달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6월 질병재난단계의 최고수준인 대유행(6단계)을 선포하

였다(Aiello et al., 2010; Park & Cho, 2010). 우리나라도 신종플루

로 인해 사망자 발생과 뇌사, 그리고 증세가 심각한 환자들이 증가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재난단계의 최상위 등급인 ‘경계’ 

단계를 7월 21일에 발표하고 대국민 행동요령을 공포한 바 있다

(Park & Cho, 2010).

신종플루는 비말과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양상과 유사하며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를 할 때 입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를 가진 비말들이 보통 1미터 

이내를 날아가 다른 사람의 손에 묻거나 직접 호흡기 또는 눈으로 

들어가 감염되고, 증상은 대유행의 경우 20% 정도 나타나며, 계절

성 독감의 경우 5-10% 정도 발현된다(Killingley et al., 2010).

신종플루 전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

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시적으로 신종플루 유행을 줄이

기 위해 휴교를 한 결과 학생의 감염률이 16-18% 줄어들었다고 보

고하였으며(Aiello et al., 2010; Cauchemes, Valleron, Boëlle,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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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lt, & Ferguson, 2008), 균의 감염력을 감소하기 위해 고위험군과 

학생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하였다(Park & Cho, 2010). 

또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휴교를 통한 접촉 약화, 소독

기 설치 등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감염의 전파 감소를 도모하였고, 

국민들의 감염 및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Aiello et al., 2010; Killingley et al., 2010; Ko, Kang, Song, 

Park, & Yook, 2002; Park & Cho, 2010).

이러한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 

같은 호흡기감염의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련 

행동을 하는 현 시점에서 호흡기감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정

을 위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호흡기감염 관련 지식과 실천정

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특성 

상 젊은 층의 감염률이 높으며, 바이러스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Park & Cho, 2010) 주었지만, 

아동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

할 능력이 미흡하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Ahn, 

2005).

아동은 신체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신체적 평형

기능과 긴장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된다고 할지라도 성인에 비해 

떨어져 있는 반면, 신체활동은 훨씬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부

와의 접촉도 증가하고, 또래 집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감염

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감

염성 질환 중 신종플루 같은 호흡기감염에 이환되는 경우가 많다

(Jung, Oh, Cho, Kim, & Lee, 1996). 또한 호흡기감염은 대체로 초

기에 다량의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해부학적으

로 기도가 좁아 점막이 약간만 부어도 분비물에 의해 공기의 유입

이 억제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쉬우며, 성인에 비해 자율신경 

기능 및 내분비계의 기능도 미숙하여 대처능력이 없거나 떨어진

다(Lee, Lee, & Kim, 1998). 특히 아동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입

원하게 되거나 고열, 기침, 구토, 식욕저하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나타내면 아동 1차 책임자는 당혹스러워하며 스트레스가 심해지

며(Weichler, 1990), 아동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길 원

한다(Kim et al., 1999; Yi, 2009).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 아동 스스

로 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능력이 부족하므로 호흡기 질환관리에 

보호자의 참여와 도움은 절실하다(Calam et al., 2003). 

최근 호흡기감염에 이환된 아동의 감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니 호흡기감염 환아 가족의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Koo, 

2002), 학령 전 아동을 위한 호흡기 전염병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Kim, 2004), 정보제공이 호흡기 질환 아동의 

질환관리에 미치는 효과(Yi, 2009) 등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 2009년 신종플루 증가 이후 간호 분야에서 호흡기 감염관리 지

식과 수행정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수행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호흡기감염 예방 활동 및 새로

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와 대상자가 돌보는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한 문항별 지식정도와 영

역별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영역별 수행정

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으로 내원한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의 아동전문병원에 호흡기감염으로 외

래를 방문한 아동의 보호자 228명이며,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고 서명한 아동의 주보호자

둘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셋째, 나이가 13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인 아동과 동반한 자

넷째, 만성 호흡기감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

연구 도구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의 도구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개

발하였으며 개발 과정은 감염관리를 위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지

식 내용을 문헌(Ahn, 2005; Guk, Park, Lee, & Lee, 2000; Kim et 

al., 2004)의 고찰을 통해 수집하고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여 17

문항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도구를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10년 경력 아동병원 간호사 1인의 총 3

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이 도구로 호흡기질환을 진료 

및 치료하기 위해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아동의 보호자 20인을 대

상으로 예비조사를 하고 후에 3문항을 삭제하여 14문항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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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비조사 시 대상자 선정에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두지 

않았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1이었다. 지식의 내

용은 증상관리 6문항, 예방관리 6문항, 환경위생관리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의 측정도구는 4점 척도

이며 ‘전혀 모른다’ 1점에서 ‘확실히 안다’ 4점으로 최저 14점에서 

최고 56점의 점수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호

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는 Yi (2009)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총 6문항으로, Yi 

(2009)의 도구가 증상관리 5문항, 예방관리 6문항, 환경위생관리 7

문항으로 3영역에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증상관리 

영역에서 1문항, 환경위생관리 영역에 1문항을 추가하여 본 연구

에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허락받은 기관에

서 근무하는 4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

상 한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관리 영역과 예방관리 영역

은 최저 6점에서 최고 24점, 환경위생관리 영역은 최저 8점, 최고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에 대한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Yi (2009)의 연구에서 Cron-

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90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법이었

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자료 수집 의료기관의 장과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응답방법을 설명하고, 협조와 사전

허락을 받았다. 자료 수집 대상은 영아기부터 학령기 아동의 보호

자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G시에 소재하는 아동전문병원에 아

동과 함께 내원한 보호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상관관계연구에서 문항수의 최소 5배 이상의 대상자 수를 권장

(Lee et al., 2009)하므로,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170명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는 간호부의 협조하에 호흡기감염으로 외래를 방

문한 아동의 보호자 243명을 편의표출하였다. 대상자에게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익명성과 연구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

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

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취지 및 방법을 교육받은 간호학

생 5명의 도움을 받아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구조화

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자료 수집을 통해 회수한 설문지 응답자 중 내용이 불충분한 11

명과 설문에 14세 이상의 아동이라고 응답한 4명을 제외한 228부

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호흡기 감염관리 문항별 지식정

도와 영역별 수행정도는 빈도(백분율) 또는 평균(표준편차)을 산

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수행정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영역별 수행정도와의 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아동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

자가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 76.3% (176명), 아버지인 경우 15.8% 

(36명)로 나타나 아동 보호자는 부모가 92.1% (212명)로 가장 많

았으며, 조부모나 외조부모인 경우는 7.9% (16명)를 나타났다. 대

상자의 연령은 평균 34.8세로 최소 23세에서 최고 67세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31-40세가 59.6%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 

25.4% (58명), 41-50세, 10.2% (23명), 51세 이상, 4.8% (11명)를 보여

주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67.5% (154명), 고졸 이하가 32.5% 

(74명)로 나타났다. 호흡기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대상자의 43.4% (99명)가 있다고 응답하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 56.6% (129명)보다 더 적었다. 호흡기감염과 관련된 교육을 받

은 자 중 교육받았던 시점이 신종플루 확산 이후라고 응답한 자가 

63.6% (63명)로 신종플루 확산 이전보다 더 많았다. 호흡기 감염관

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는 97.4% (222명)로 대부분의 대상

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본 연구대상자가 돌보는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아가 49.1% (112명), 여아 50.9% (116명)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

다. 연령은 평균 4.1세로 최소 1세에서 최고 13세의 범위를 보였고 

3세 이하가 50% (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4-7세, 40.4% (92명), 8-13

세, 9.6% (22명) 순이었다. 아이의 출생의 순서를 첫째, 둘째, 셋째

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에서 첫째 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1% 

(143명)로 가장 많았고, 둘째 아이 30.7% (70명), 셋째 아이 6.6%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아동이 호흡기감염에 걸린 

횟수의 조사에서는 5회 이상이 48.7% (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1-4회 41.2% (94명), 전혀 없었다 10.1% (23명)로 나타났다.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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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 지난 1년 동안 입원한 경험에서는 입원한 적이 1-4회라

고 응답한 경우가 51.3% (117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없었다 

46.5% (106명)로 나타났다. 대상자 아동의 알레르기 조사에서 알

레르기 있는 경우가 37.7% (86명)로 없다 62.3% (142명)로 보다 적

었다(Table 1).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 문항별 지식정도와 영역별 수행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점수는 평균 42.40

점(±7.03)이었으며, 4점 척도로 분석한 총 평균평점은 3.02점(±

0.52)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손 씻는 방법으로 3.67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체온측정법 3.58점, 

실내 환경관리법 3.34점, 열을 떨어지게 하는 방법 3.32점 순 등으

로 나타났고, 점수가 낮은 문항은 기침을 완화하는 법 2.68점, 기

관지 분비물 배출 방법 2.67점, 코막힘 예방법 2.57점 순이었다(Ta-

ble 2).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는 총 80점 만점에 평

균 62.6점(±7.96)이었고,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24점 만점에 증상

관리영역에서 평균 17.5점, 예방관리 역시 24점 만점에 평균 18.4

점, 환경위생관리 영역은 32점 만점에 평균 26.7점이었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는 어

머니가 아버지 또는 기타 보호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연령은 41-50세 보호자의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다고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호흡기 감염관리 교육경험과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육받은 경험이 있었던 경우(t=3.60, 

p< .001)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t=2.30, p= .015)에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가 응답한 아동의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점

수는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았으며(F=4.79, p= .009), 아동

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높았으며(F=4.07, p= .01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 동안 호흡기 감염에 걸린 횟수나 

입원횟수에 따라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Children of Participants (N=228)

 Variable Category n (%) Mean±SD

 Participants Relationship with child Mother 176 (76.3) 34.8±7.22
Father  36 (15.8)
Others  16 (7.9)

Age (year) ≤30  58 (25.4)
31-40 136 (59.6)
41-50  23 (10.2)
51≤  11 (4.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74 (32.5)
College≤ 154 (67.5)

Experience of education (The management of RI*) Yes  99 (43.4)
No 129 (56.6)

Time of education experience (The management of RI*) Before (Spread of H1N1†) 36 (36.4)
After (Spread of H1N1†) 63 (63.6)

The needs of education (The management of RI*) Not necessary  6 (2.6)
Necessary  222 (97.4)

 Children of participants Gender Male 112 (49.1)   4.1±2.04
Female 116 (50.9)

Children age (year) 1-3 114 (50.0)
4-7 92 (40.4)
8-13 22 (9.6)

Birth order 1st 143 (62.7)
2nd  70 (30.7)
3rd  15 (6.6)

Frequency of RI* (The past 1 year) No  23 (10.1)
1-4  94 (41.2)
5≤ 111 (48.7)

Frequency admission on RI* (The past 1 year) No 106 (46.5)
1-4 117 (51.3)
5≤  5 (2.2)

Children allergy Yes  86 (37.7)
No 142 (62.3)

*R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H1N1=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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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

도는 증상관리, 예방관리, 환경위생관리의 3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 증상관리 수행정도를 분

석한 결과, 대상자가 어머니인 경우에 아버지 또는 기타 보호자보

다 수행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30-40대 

보호자의 증상관리 수행점수가 17.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가 16.39점으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12, p= .027). 대상자가 응답한 아동의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 증상관리 수행점수는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았으며

(F=15.46, p< .001), 지난 1년 동안 호흡기 감염에 걸린 횟수가 많을

수록(F=13.67, p< .001) 호흡기 감염으로 입원한 횟수가 많을수

록(F=5.63, p= .004) 높았다. 또한 아동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경

우 호흡기 감염 증상관리 수행점수가 더 높았고(t=2.94, p= .00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호흡기 감염 예방관리 수행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51세 이

상의 연령대 보호자의 예방관리 수행점수가 19.54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른 연령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83, 

p= .040).

호흡기 감염 환경위생관리 수행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상

자가 어머니인 경우에 아버지 또는 기타 보호자보다 환경위생관

리 수행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가 

응답한 아동의 특성에 따른 호흡기 감염 환경위생관리 수행점수

는 아동의 나이가 4-7세인 경우 27.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3세

가 26.14점으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3, 

p= .012).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영역별 수행정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와 영역별 수

행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영역별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는 3영역으로 나누어 관계를 확인하였

다.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은 증상관리 수행(r= .236, p= .001), 예방

관리 수행(r= .164, p= .013), 환경위생관리 수행(r= .205, p= .002)

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증상관리 수행은 예방

관리 수행(r= .254, p= .001), 환경위생관리 수행(r= .392, p= .001)

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예방관리 수행은 환경위생

관리 수행(r= .488, p= .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호흡기감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감염되는 질환 

중의 하나이며(Hong, 2005), 특히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접촉과 비말감염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 전파된다. 2009

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이환

된 호흡기감염과 거의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방 방

법 역시 그 행동요령이 같다(Park & Cho, 2010).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신종플루가 유행한 년도에 호흡기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에 내

원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관리에 대한 

Table 2. Knowledge Level to Each Question & Practice Level to Area about RI Management of Participants (N=228) 

 Classification Questions & area Mean±SD

 Knowledge level to each question (Total score 4) Hand washing method 3.67±0.51
Sputum spitting method 2.89±0.88
Coughing relaxation method 2.68±0.78
Action method on coughing 3.12±0.83
Prevention method of a snuffle 2.57±0.76
Relaxation method of a snuffle 2.71±0.81
Fever decreasing method 3.32±0.66
Body temperature checking method 3.58±0.57
Bronchial secretion draining method 2.67±0.84
Fluid increasing method 2.96±0.80
Environmental management in room (Humidity control, cleaning method etc) 3.34±0.64
Contact minimizing method with RI* patients 2.98±0.75
Handling method of dirty substance 3.03±0.87
Spread method of RI* 2.89±0.80
Total 3.03±0.50

 Practice level to area Symptom management (Total score 24) 17.5±3.69
Prevention management (Total score 24) 18.4±3.35
Environmental hygiene management (Total score 32) 26.7±3.38
Total (Total score 80) 62.5±7.96

*RI=Respiratory tract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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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수행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병원 방문 때 아동을 데리고 온 보호자로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호흡기감염

으로 내원한 아동의 연령은 평균 4.1세였으며 3세 이하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반한 아동의 부모가 가임기의 나이

인 30대가 가장 많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호흡

기감염에 걸린 횟수는 5회 이상이었다고 48.7%가 응답하였으며, 

53.5%의 응답자가 1회 이상 호흡기감염으로 입원하였다고 하였는

데 아동 초기인 1-6세에 감염성 질환의 이환율이 전 연령 중 1위

를 차지하고, 이 시기의 사망원인 중 감염성 질환이 4위를 차지하

는 보고(Foster & Chen, 2002)를 볼 때 아동 초기 감염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정도 도구는 문헌을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를 하는 데 제한

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았

다. 14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손 씻는 방법이었고, 그 

뒤가 체온을 측정하는 법이었다. 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각

종 홍보자료, 매스컴 등을 통한 교육의 기회가 많아 질병의 예방에

서 손씻기의 중요함을 인식한 때문으로 사료된다. 손 씻기 후에 손

의 미생물이 52.8%가 감소되었다(Jeong, Choi, Lee, & Kim, 2003)

는 보고를 감안할 때 개인위생의 기초인 손 씻기만 잘 해도 감염 

예방과 전파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Ko et al., 2002). 아동을 돌

보는 성인들에게 정확히 손씻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인식화시킨다면 아동은 보호자의 훈육으로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습득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된

다. 체온을 측정하는 법은 디지털 체온계의 보급 증가로 가정에 하

나쯤은 상비하고 있고 사용 방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코막힘 예방법이었

고 그다음은 기관지 분비물 배출방법, 기침완화방법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호흡기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에서 이 항목들을 실습 

위주로 실시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호흡기 감염관리 수행정도는 총 80점 만점에 62.5점을 나타내었

다. 영역별로는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수행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방관리 수행, 증상관리 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위생관리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아동을 돌보는 보호

Table 3. Differences in Knowledge of RI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 Category
Mean±SD 

(Total score 56)
t or F (p) 
Scheffe

 Participants Relationships with child Mother 42.63±6.76 0.55 (.575)
Father 41.27±7.40
Others 42.33±8.85

Age (year) ≤30 42.17±6.75 0.69 (.558)
31-40 42.26±6.77
41-50 44.30±8.83
51≤ 41.27±7.7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42.32±6.67 0.89 (.361)
College≤ 42.42±7.21

Experience of education Yes 44.26±6.67    3.60 (< .001)
  (The management of RI*) No 40.96±6.98
Time of education experience Before (Spread of H1N1†) 45.72±7.13 1.69 (.015)
  (The management of RI*) After (Spread of H1N1†) 43.39±5.97
The needs of education Not necessary 48.83±6.77 2.30 (.015)
  (The management of RI*) Necessary 42.22±6.97

 Children of participants Children age (year) ≤3a 41.14±7.22 4.79 (.009)
4-7b 43.20±6.47 a<b, c; b<c
8-13c 45.54±7.08

Birth order 1sta 41.83±6.96 4.07 (.018)
2ndb 42.50±6.96 a, b<c
3rdc 47.20±6.55

Frequency of RI* (The past 1 year) No 40.65±6.33 0.85 (.431)
1-4 42.77±6.99
5≤ 42.43±7.20

Frequency admission on RI* No 42.06±6.70 0.61 (.546)
  (The past 1 year) 1-4 42.56±7.45

5≤ 45.40±1.81
Children allergy Yes 43.41±7.47 1.69 (.092)

No 41.78±6.70

*RI=Respiratory tract Infection; †H1N1=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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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므로 보호자가 해 줄 수 있는 수행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증상관리 수행정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증상을 경험하는 대

상자가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차후 증상을 경험하

는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 연구를 통해 확실한 검증을 할 필요

Table 4. Differences in Management Practice of RI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 Category

Management practice of RI

Symptom
(Total score 24)

Prevention
(Total score 24)

Environmental hygiene
(Total score 32)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Participants Relationship with child Mother 17.66±3.65 0.73 (.483) 18.36±3.28 0.57 (.562) 27.04±3.25 2.74 (.066)
Father 17.55±3.29 18.63±3.96 26.19±3.08
Others 16.55±4.68 19.22±2.64 25.33±4.61

Age (year) ≤30a 16.39±3.35 3.12 (.027) 18.34±3.48 2.83 (.040) 26.38±3.13 1.97 (.119)
31-40b 18.09±3.47 a>b 18.74±3.09 a, b, d>c 27.17±3.01
41-50c 17.65±4.87 16.74±4.21 26.08±5.39
51d≤ 16.81±4.16 19.54±2.73 25.27±3.1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7.27±3.98 0.81 (.421) 18.62±3.33 0.45 (.674) 26.45±4.20 0.47 (.625)
College≤  17.69±3.54 18.40±3.36 26.92±2.90

Educational experience Yes 17.80±3.84 0.90 (.369) 18.60±3.55 0.50 (.614) 27.03±3.98 1.01 (.313)
  (The management of RI*) No 17.36±3.56 18.38±3.19 26.57±2.83
Time of education experience Before (Spread of H1N1†) 18.42±3.05 2.90 (.088) 18.69±3.87 1.39 (.241) 27.38±3.50 0.05 (.822)
  (The management of RI*) After (Spread of H1N1†) 17.48±4.24 18.50±3.43 26.76±4.41
The needs education Not necessary 15.50±6.44 1.39 (.169) 16.16±6.92 1.72 (.092) 23.17±7.54 1.19 (.279)
  (The management of RI*) Necessary 17.61±3.59 18.54±3.32 26.86±3.17

 Children of Children age (year) 1-3a 16.33±3.67 15.46 (< .001) 18.71±3.63 1.51 (.225) 26.14±3.72 4.53 (.012)
   participants 4-7b 18.52±3.36 a<b, c 18.45±2.90 27.54±2.67 a<b

8-13c 19.86±2.74 17.36±3.48 26.81±3.65
Birth order 1st 17.23±3.81 2.57 (.079) 18.82±3.41 1.98 (.139) 26.88±3.29 0.43 (.650)

2nd 18.37±3.12 18.28±3.08 26.85±2.65
3rd 16.86±4.50 17.00±3.69 26.06±6.30

Frequency of RI* No 14.00±4.61 13.67 (< .001) 17.78±4.45 0.68 (.513) 25.86±43.58 1.19 (.431)
  (The past 1 year) 1-4 17.70±3.29 a>b, c 18.68±3.13 26.68±3.47

5≤ 18.17±3.40 18.45±3.27 27.03±2.98
Admission history with RI* No 16.80±3.95 5.63 (.004) 18.00±3.42 2.02 (.135) 26.40±3.26 1.45 (.247)
  (The past 1 year) 1-4 18.25±3.33 a>b, c 18.86±3.27 27.04±3.51

5≤ 19.20±1.09 19.40±2.40 28.20±1.30
Children allergy Yes 18.46±3.31 2.94 (.004) 18.55±3.29 0.28 (.779) 27.18±2.87 1.48 (.139)

No 17.01±3.80 18.42±3.39 26.51±3.63

*R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H1N1=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호흡기 감염에 대한 교육 시 대상자의 증상 

파악 및 대처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도 포함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신종플루 확산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Yi (2009)의 연구에서 중재 전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

관리 수행정도는 총 72점 만점에 52.3점으로 다소 무리는 있으나 

비교하자면 본 연구의 점수와 Yi (2009)의 연구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신종

플루 확산 후에 감염관리에 대한 수행정도가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정

도는 교육경험, 교육의 필요성, 아동의 나이, 아동의 출생순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평균점수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더 높았으며, 대

상자가 돌보는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출생순서가 늦을수록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경험과 자녀를 기르며 배운 경험이 지식

획득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Management Prac-
tice of RI (N=228)

Knowledge of 
RI*
r (p)

Symptom 
management 
practice of RI*

r (p)

Prevention 
management 
practice of RI*

r (p)

Symptom management   
  practice of RI*

.236 (.001)

Prevention management 
  practice of RI*

.164 (.013) .254 (.001)

Environmental hygiene 
  management practice 
  of RI*

.205 (.002) .392 (.001) .488 (.001)

*RI=Respiratory tract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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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부모교육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 때, 

첫째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답

변한 교육의 필요성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가 필요성을 느낀

다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대

상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답한 것과는 상반된 현상으로 이는 대상

자의 학력 정도가 대졸 이상이 67.5%로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대상자들이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지식정도의 점수가 높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 만큼 당연한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 수행정도는 대상자의 

연령이 31-40대일 때, 대상자가 돌보는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난 1년 동안 호흡기감염에 걸린 횟수가 많을수록, 호흡기감염으

로 입원한 횟수가 많을수록 증상관리 수행을 잘 한 것으로 나타

났고, 예방관리 수행정도는 대상자가 51세 이상에서 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위생관리 수행정도는 학령전기(4-7세)아동을 돌

보는 대상자가 영유아(1-3세)를 돌보는 대상자보다 더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호흡기감염으로 내원

한 아동의 보호자들이었고 또한 이들이 아동을 키우면서 경험으

로 습득한 수행정도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시기로 

볼 때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감염예방을 위한 수행활동의 중요성

을 다각도의 매체를 통해 보고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정도와 영

역별 감염관리 수행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호흡기질환 아동 부모(Yi, 2009), 아동초기 자녀 어머니(Lee 

& Kwon, 2009)에서 지식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관리 수행정

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에 아동기 호흡기 감염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통하여 중증질환

으로의 가속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홍보와 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지식 중재는 실천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 관리에 대한 지식정도 및 수행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호흡기감염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를 방문한 아

동의 보호자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대상자는 

과반수 이상이 30대의 대졸자였다.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는 손을 씻는 법, 체온측정법,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법, 열을 

내리는 방법에서 높았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나 코막힘 예

방법에서 낮아 지식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흡기감염 

관리 수행정도는 환경위생관리 수행이 가장 많았으며 예방관리, 

증상관리 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환경위생관

리에 대한 수행을 가장 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호흡기 감염관리에 대한 부모교육의 시기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 때, 첫 아이일 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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