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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
D 학교를 다니며 단체생활을 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등
대학생은

사회에서도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집단으로 감염원이 될 우려가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불안과 예방
행위를 조사하고 요인과 예방행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OBJECTI
NE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코로나19에 관한 지식, 태도 및 불
안 정도를 파악하고 코로나19에 앞의 세 가지 요인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가 지각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불안 및 예
방행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지식,태도,
불안 및 예방행위 수행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코로나19 관련 지식, 태도, 불안 및 예방행위 수
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행위 이행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METHODOLOG
Y및 연구기간
☞ 연구대상

C지역 소재의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수락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하였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URL주소를 클릭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 연구 도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자신이 속한 학부, 학년, 평균 학점, 거주상태, 코로나19 감염 경험, 코로나 19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 코로
나 19의 예방교육을 들은 경험 관련 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코로나 19에 대한 태도
박계성(2006)이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김미자(2017)가 메르스에 대한 태도로 수정보완한 도구에 대해 본 연
구자가 일부 수정한 총 17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위생 및 보호장구 착용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02이었다.
〮 코로나 19에 대한 지식
윤사라(2020)가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 6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설문조사 문
항 20가지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403이었다.
〮 코로나 19에 관한 불안
Spielberger이 개발한 정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60이었다.
〮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행위 수행
질병관리청(2020)에서 제시한 코로나 19대응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13이었다.

RESU
LTS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2> 대상자의 COVID-19 관련 태도, 지식, 불안, 예
방행위

<표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의 태도, 지식, 불안, 예방행위 수행
정도의 차이

<표4> 대상자의 COVID-19 관련 태도,지식, 불안, 예방행위
수행 간의 관계

<표5> 대상자의 COVID-19 관련 태도, 지식, 불안, 예방행위 수행에 미치는 영
향

<표 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의 태도의 경우 성별(t=-2.09, p=0.038), 지식습득 경로(F=3.28, p=0.012), 예방교육 들은 경험(F=0.462, p=0.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의 지식의 경우 학부(t=2.5, p=0.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의 불안의 경우 성별(t=-3.02, p=0.003), 나이(F=1.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의 예방행위의 경우 학부(t=2.424, p=0.016), 예방교육 들은 경험(=2.874, p=0.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
- 대상자의 COVID-19 관련 예방행위 수행은 태도(r=.562, p<.001)와 통계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COVID-19 관련 지식은 태도(r=.185, p<.01)와 통계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태도가 높을수록 (B=.779) 예방행위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예방행위 수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4%이다.

DISCUSSIO
N

〮 본 연구는 국내 COVID-19 유행 초기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태도, 불안, 예방행위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COVID-19 지식, 태도, 불안과 예방행위 수행 정도 간 상관관계
와 예방행위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COVID-19 관련 예방행위 수행은 태도(r=.562, p<.001)와 통계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COVID-19 관련 지식
은 태도(r=.185, p<.01)와 통계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언

〮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행위와 태도의 상관관계만 파악했으므로 코로나19 예방행위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교육 유무에 따른 예방행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교 강의를 통한 예방교육 이수 경험은 가장 적었으므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