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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는 G, J, S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는 손 씻기 

방법 및 시기, 세척과 소독 방법이 높았고,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은 영유아 손 씻기 교육과 시기가 가장 높았다. 감염

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자기효능감(r=.528, p<.001)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β=.53, p<.001), 감염병 예방 교육의 경험(β=.25, 

p<.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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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ay care center administrators’ educational needs and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efficacy in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The participants were 172 day care center administrators in G, J, S City,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Educational needs of infectious disease ‘When and how to hand wash’, ‘Method to clean and disinfect’ 

were high and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on hand washing education and time 

were high.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needs and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r=.528, p<.001). The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were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n (β=.53, p<.001) and 

experience in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β=.25, p<.001).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that can meet the Educational need of infectious disease for day care 

center administrators. Through such education, the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of 

participant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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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2월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가 발병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1년 2월부터 

우리나라는 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오미

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2022년 3월 누적 확진

자가 일천만 명을 넘어섰고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

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6.2%인 274만1,296명, 만 9세 

이하 확진자는 131만3,170명으로 12.6%에 이르렀다

[1].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므로 감염병에 취약하다[2].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높고, 특히 1세 미만 아동들의 경

우 감기 발병률이 2~3배 높다[3]. 어린이집 아동은 장시

간 집단생활을 하면서 아동 간의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

게 되고, 이로 인한 감염 기회는 더욱 증가한다[4]. 최근 

어린이집 건강관리 현황에 의하면 영유아 상당수가 감

기, 수족구병, 유행성 결막염, 장염 등의 전염병을 경험

하며 전염병 유행 시 급속도로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하며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

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6]. 영유아의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배치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을 담당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5% 이하에 불과

하고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업무를 보육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7]. 어린

이집 원장은 영유아기 아동의 보육, 어린이집 시설 관리 

및 운영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호자 상담 등

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

린이집 원장에게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8].

영유아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

사 교육이 중요하다[9]. 감염예방 관련 지식이 있으면 감

염예방 행위가 증진되므로[10][11], 어린이 감염병을 예

방을 위해서는 교육 요구 중심의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 교육

요구도는 감염병 예방 항목들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를 

의미한다. 김동희 외[1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유치원 교

사를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교육 현황, 교육받은 내용

에 대한 불만족 사항, 추후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확인

하였는데, 부모의 98.9%가 감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

고 교육 방법으로 인터넷 교육(89.3%)을 선호한다고 하

였다. 유치원 교사는 감염 관련 교육 경험이 27.2%였고 

대부분 질병에 대해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고 있으

나 불충분하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김일옥 등

의  연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에 대해 보육교사의 

45.7%가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법, 격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13].

자기효능감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조

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14]. 감염

병 예방 자기효능감이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행동 변

화를 위한 지식 정도와 실천 의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

다[15]. 즉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5].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을 함양

하기 위해서는 감염조절 관련 지식, 미생물 전파 위험, 

감염병을 예방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13]. 영유아 건강 책임자로서 원장을 대상으로 한 감염

병 예방 관련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감염병 예방 및 실천

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16], 0-3세 보육교사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관한 

연구[17], 보육교사 감염예방 관련 실태 및 교육요구 조

사[13], 어린이집 교사의 손씻기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실

천[18], 보육교사의 감염병에 대한 역할, 지식, 자기 확

신,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19] 등이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보다는 보육교사 위주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을 조정하고 어린이집 인력관리 

및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6]. 그러므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요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및 자기효능감 911

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확인하

고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

을 위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어린이집 감염

병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J, S시에 소재 어린이집에 근

무하는 원장 중에 편의 추출 방식으로 선택된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8, 효과 

크기 .15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

는 변수 3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한

의 표본 수는 14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0%의 탈락

률을 고려하여 총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172부

(94%)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염병예방 교육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를 확인하기 위

해 김일옥 등[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감염병 관찰 및 대처방법 6문항, 위생관리 5문항, 환

경관리 3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정은 

매우 필요하다 4점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 아동의 

감염병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2 감염병예방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기 위

해 김일옥 등 [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감염

병 관찰 및 대처방법 8문항, 위생관리 4문항, 환경관리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정은 매우 

자신 있다 4점에서 매우 자신 없다 1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병 예방에 대

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 9일부터 12

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J, 

S시 어린이집 원장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

여를 동의한 자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직

접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

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응답한 내

용의 비밀유지, 설문 중 연구 참여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 작성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이 끝난 후에는 소정

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Program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

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 예방 자

기효능감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

도와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

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 예방 자

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912

·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 평균연령은 41.1세였고, 40~49세가 88명(51.2%)

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170명으로 98.8%였으

며,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89명(51.7%), 대졸 63명

(36.6%) 순이었다. 보육경력은 5~10년이 110명(63.9%)

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의 총 영유아기 아동 수는 5

명~709명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영유아기 아동 수가 50

명 이하인 경우가 103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

이집 근무 기간 중 영유아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경우가 130명(75.6%)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유형은 민간보육시설 88명(51.2%), 가정 보육시설 42명

(24.4%) 순이었다.

3.2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3.33

점(±0.41)이었다.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중 손 씻기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3.46점(±0.59)으로 

가장 높았고, 세척과 소독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 3.43

점(±0.58), 격리해야 하는 감염병과 격리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 3.40점(±0.57) 순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감염병예방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3.24

점(±0.40)이었다.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 중 영유아 손 

씻기 교육이 3.51점(±0.54)으로 가장 높았고, 손 씻는 

방법 3.48점(±0.54), 손 씻는 시기 3.47점(±0.59) 순이

었다. 가장 낮은 항목은 임신한 교사의 감염병 예방 2.94

점(±0.82)과 방문자 관리 2.98점(±0.69)이었다<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염병 예방 자

기효능감은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t=3.154,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3.5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 예방 자기

효능감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r=.528, p<.001),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가 높을수록 감염병 예방 자기효

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6 감염병예방 자기효능감 영향 주는 요인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감염병 예방 교육

요구도와 감염병 예방 교육 경험을 회귀분석 변수에 포

함하였다. 감염병 예방 교육 경험은 기존에 감염병 예방

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를 1,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를 0으로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 변수에 투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력에 따른 감염병 예방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보육경력이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20](Cho, Koo, 

2005)에 근거하여 보육경력을 추가로 회귀분석 변수에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1~.02로 .80이상의 변수가 없어 변수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tolerance)는 .90이상이었고, 분

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 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F=29.54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4%이었다. 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β=. 53, 

p<.001)와 기존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경험(β=. 

25, p<.001)은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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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itics Categories n (%)
Educational Needs Self-Efficacy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0-29 13 (7.5) 3.49±0.42 1.862 .138 3.33±0.44 1.320 .270

30-39 51 (29.7) 3.25±0.40 　 　 3.22±0.41 　 　

40-49 88 (51.2) 3.33±0.41 　 　 3.20±0.40 　 　

50-59 20 (11.6) 3.46±0.41 3.39±0.41 　 　

Gender Male 2 (1.2) 3.32±0.76 -0.045 .964 3.03±0.24 -0.715 .476

Female 170 (98.8) 3.33±0.41 　 3.24±0.41 　

Education High school 7 (4.1) 3.04±0.32 1.723 .164 3.06±0.46 0.641 .590

Community College 89 (51.7) 3.37±0.40 　 　 3.25±0.43 　 　

University 63 (36.6) 3.30±0.44 　 　 3.23±0.40 　 　

Graduated school 13 (7.6) 3.41±0.37 　 　 3.31±0.34 　 　

Dates of employment
(year)

<1 2 (1.2) 3.29±0.81 0.732 .534 3.33±0.85 0.757 .520

1-5 27 (15.7) 3.42±0.36 　 　 3.30±0.36 　 　

6-10 110 (63.9) 3.33±0.40 　 　 3.25±0.44 　 　

>10 33 (19.2) 3.26±0.47 　 　 3.15±0.31 　 　

Number of children <50 103 (59.8) 3.32±0.43 0.294 .830 3.27±0.40 1.265 .288

51-100 45 (26.2) 3.38±0.41 　 　 3.25±0.46 　 　

101-200 22 (12.8) 3.31±0.35 　 　 3.08±0.34 　 　

>201 2 (1.2) 3.25±0.45 3.30±0.42 　 　

Education for infection Yes 130 (75.6) 3.33±0.40 -0.290 .772 3.29±0.40 3.154 .002

No 42 (24.4) 3.35±0.46 3.07±0.41

Type of facilities Privates 88 (51.2) 3.33±0.43 0.131 .941 3.23±0.41 0.283 .837

Government support 18 (10.5) 3.39±0.41 3.23±0.44

Home 42 (24.4) 3.34±0.39 3.28±0.45

Others 24 (13.9) 3.31±0.44 3.18±0.32

Table 1.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for infection prevention knowledge and self-efficacy for infection 

prev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Educational need of infectious disease Mean SD Rank

When and how to hand wash 3.46 0.59 1

Method to clean and disinfect 3.43 0.58 2

Isolation infectious disease and isolation methods 3.40 0.57 3

Meals and milk formula management method 3.38 0.59 4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countermeasures 3.38 0.59 4

Method to prevent contact infection 3.37 0.58 6

Ventilation method 3.37 0.63 6

Method to care for diapers 3.35 0.65 8

Method to disinfect and care for bedding 3.35 0.57 8

How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for day care center teacher 3.35 0.57 8

How to management when an infectious disease ins suspected 3.29 0.54 11

Methods for disposal and disposal of secretions 3.23 0.62 12

How to manage visitors 3.17 0.67 13

Vaccination details and vaccination timing 3.12 0.65 14

Table 2. Educational need of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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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감

염병예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예방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증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 172명으로, 대상자의 연

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1.1세였다. 

Back과 Kim[19]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3세

였고,  Yang과 Kwon[5] 연구에서도 40대 이하가 60%

를 차지하였다.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

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과 사전직무교육이 필요

하다[6].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타 연구보다 3년이

나 5년 정도 보육경력이 많았기에 평균연령도 높았던 것

으로 사료된다. 보육 기간은 본 연구에서는 6-10년이 

63.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Back과 Kim연구[19]

에서는 경력이 6년 이하가 54.5%, Kim, Park 연구[13]

에서는 3년 이하가 56.1%로 주를 이루어 보육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2006년부터 보육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통

합정보시스템에 상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21]. 이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기 아동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총괄 책임을 맡은 관

리자로서의 원장의 역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Mean SD Rank

Handwashing education for day care center children 3.51 0.54 1

How to hand wash 3.48 0.54 2

When to hand wash 3.47 0.59 3

Disinfection of toys and educational equipment 3.40 0.56 4

Method to care for diapers 3.33 0.55 5

Room temperature and humidity management in day care center 3.30 0.61 6

Accurate explanation of parents in case of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3.27 0.60 7

Judgment of isolation situations 3.18 0.61 8

Identifying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 symptoms 3.17 0.61 9

How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for day care center teacher 3.17 0.62 9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ivities during childcare at daycare centers 3.15 0.66 11

Immunization management of day care center children 3.13 0.63 12

Implementation of infection control in accordance with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3.12 0.54 13

Visitor Management 2.98 0.69 14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for pregnant teachers 2.94 0.82 15

Table 3. Self-efficacy i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N=172)

Variables B SE β t p

Educational Needs 0.53 0.06 .53 8.40 <.001

Educational 
experience(1:yes)

0.24 0.06 .25 4.03 <.001

Dates of employment
(year)

-0.05 0.04 -.07 -1.08 .283

F=29.545 Adj R2=.34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elf-efficacy for infection prevention                                      (N=172)

Variables
Educational Needs

r (p)

Self-Efficacy

r (p)

Educational Needs 1

Self-Efficacy
.528 1

(p<.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Needs and Self-Efficacy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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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승급교육과 일반직무교

육을 이수하는데 전체 80시간의 교육 시간 중 보건위생

에 관한 교육은 3시간으로 배정되어 감염병에 대한 교육

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22].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가 대부

분이며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가하다[6,9,13,19,23]. 이에 본 연구는 현장에서 직접 

영유아기 아동을 돌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

방 교육요구도와 감염병예방 자기효능감 연구를 진행했

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기 아동은 성인에 비해 감염성이 저

하되어 있으며 집단생활을 통하여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

이다[24]. 어린이집에서는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

염뿐만 아니라 머릿니, 수족구병, 뇌수막염, 노로바이러

스 감염 등 감염병이 매년 보고되고 있다[25-28]. 의료

와 과학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도 지속적

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발견되며[29], 감염병의 확산이 지

역적인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팬

데믹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 어린이집의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30-31].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예방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감염병 예방 교육 경험 유무,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보육 기간을 회귀분석 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설명력은 34%였으며, 대상자의 감

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감염병 

예방 교육 경험 유무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요구도

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 평균은 

3.33점으로 나타났으나 Kim과 Park의 연구[13]에서는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 평균이 2.99점으로 조사되었다.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감염병 예방 관련 교

육을 이수한 비율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 중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교육의 경험이 있

는 경우는 75.6%로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3배 이

상을 차지하였다. Yang과 Kwon의 연구[6]에서는 감염

병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5%, Back과 Kim

의 연구[19]에서는 21.1%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아 

타 연구에 비해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감염병 예방 교육 경험이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사전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에도 주기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13].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

인으로는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였다. 본 연구의 감염

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문항별 분석에

서는 영유아 손 씻기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문항을 확인해 보면 연구대상자가 영유아기 아

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손 씻기 교육과 손 씻는 시기 항목

이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손 씻는 방법, 세척과 소

독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Kim과 

Park의 연구[13]에서도  환경 관리에서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게 측정되었고 감염병 예방 자기효

능감 중 임신한 원장에 대한 감염병 예방 항목이 가장 낮

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손 씻

기는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

법이다[32]. Mendes 등[18]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

이들이 놀이와 결합된 손씻기 방법이 어이와 교사들의 

손위생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식사 전의 손

위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에게 놀이를 통한 

손위생의 효과가 높았다. 코로나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에서 손 씻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33],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34]. 또한 손 씻기 이외에 세척과 소독에 대한 교육요구

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이 장난감, 

학습 도구 등을 공유하게 되므로 물품의 특성에 맞는 세

척과 소독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무엇보다 본 연구대상자의 손 씻기에 대한 자기효

능감은 높았으나 손 씻기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

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원장들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능감 중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임신한 원장에 대한 감염병 예방이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원장에 대한 효과

적인 감염병 예방에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임신한 

원장에 대한 보육시설과 정부에서의 지원과 중재가 요구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

능감과 감염병 예방 교육 경험,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

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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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원장은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영유아기 아동의 보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작업이 증가하여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

고 있다[35]. 무엇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

의 영유아기 아동 감염병 문제로 이에 대한 관리를 전담

할 전문인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36] 특히 전문 의

료인에 의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37].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에 아동 10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간호사와 같

은 전문적인 의료인을 상주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가 마

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관리를 받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6].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서는 인력 부족과 

운영비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에서 의료인이 상주하는 경

우는 드물다[36].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서울시를 중심

으로 보육시설 방문간호사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인천시

에서는 2019년부터 보육시설 방문간호사 제도가 적용되

어 확대 운영되고 있다[38]. Shin 등의 연구[39]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방문간호사가 보육교사의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

인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지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영유

아기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보육시설 방문간호사 

제도를 서울, 인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

혀 보육시설에서 전문의료인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

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기 아동

의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집 원장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

한 전략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

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

육요구도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감염병 예방 교육요구도와 

교육 경험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의 감염병 예방 자기효

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요구도

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의료인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직원, 영유아기 아동 그리고 학부

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총괄 운영을 담당

하는 관리자로 이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사와 같은 전문의료인이 주기적, 지속적으

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사전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보육 기간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증가시키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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