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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and Compliance with Cough Etiquette among
Nursing and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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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knowledge of nursing and allied health-college students on cough
etiquette and their actual compliance to it.
Methods: For data collecti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reated and handed out to students from 3 colleges from
November 9 to November 18, 2011.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00 students, and responses from 253
studen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 total, 54.85% students provided correct answers to questions regarding their knowledge on cough
etiquette. The compliance score was 34.39 (compliance rate: 61.41%). There wa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knowledge of proper cough etiquette and compliance with those procedures.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cough etiquette is low, and subsequently that
their compliance with the proper procedures of cough etiquette wa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build knowledge of proper cough etiquette amongst th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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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2009년에는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하였고,
국내에서도 5월 1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급속한 전파로 인해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

호흡기계 감염은 매년 발생하며, 이중 일부 감

성을 인식하고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

염은 새로이 출현하거나 재출현하여 전 세계적

양한 노력들이 있었다[1]. 이와 같은 대부분의 호

으로 유행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 발생한 호

흡기계 감염은 대화나 기침을 할 때 감염된 사람

흡기 감염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의 호흡기 비말 속에 있는 감염 균들이 다른 사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경우 2002년에 중

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

호흡기계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
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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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CDC)는 표준주의에 기침예절을 추가
하였다[2]. 기침예절은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
한 감염관리 방법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3,4],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 전파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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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감염 가능성

1)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과 이행정도를 파악한다.

이 있는 사람과 처음 접촉할 때 기침 예절을 준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이행정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수하여 호흡기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감
염관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5,6].

3)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과 이행정도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매체를
통해 기침예절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질병관리
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의 기침예절 홍보 내용은 미국 질
병관리본부(CDC)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침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예절 내용 중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의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침

료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제외하고, 일반인에

예절에 대한 지식과 이행 수준, 관련요인을 파악

게 적용 가능한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하였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다. 주요 내용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기’, ‘티슈가 없을 시 소매

2. 연구 대상

로 가리기’,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기’, ‘알코올이

본 연구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 소재한 3

함유된 손소독제 이용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개 대학의 간호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에 재

20초간 씻기’를 포함하고 있다[7].

학 중인 학생을 임의표출 하였으며, 이 중 연구

기침예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

하고 기침예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나 이행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

G*power 3.1 program [8]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기침예절을

.05, 효과크기 .3, 검정력 .95, 단측검증으로 상관

지키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호흡기 감염의

관계 분석을 할 경우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최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습관을 기르

115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

는 것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집한 자료 중 부적절

는 점을 감안할 때 기침예절 이행이 중요하다.

한 응답을 제외한 25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그러므로 그 첫 단계로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 수

였다.

준과 이행정도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의료인보다 감염 예방 행위에 대한 정보가

3. 연구 도구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의료인 중 병원 실습 등

1) 지식: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

으로 인해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과 접촉할 가능

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2009)의 기침예절 홍보

성이 높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와 문헌고찰[2,5,7,9,10]을 기초로 연구자가

기침예절의 지식과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기침

개발한 13문항 구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발

예절 지식과 이행정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

한 도구는 전문가타당도 검증을 위해 간호학 박

써 기침예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

사 학위를 소지한 감염관리전문간호사 3인에게

인하고, 기침예절 교육과 홍보 자료 개발 등에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을 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

쳤다. 도구의 내용은 ‘기침시에 가리는 부위’ 4문

행하였다.

항, ‘무엇으로 가리는지’ 3문항, ‘기침 후 손위생’

2. 연구 목적

3문항, ‘가래 뱉기’ 2문항, ‘마스크 착용’ 1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모르겠다’, ‘맞다’, ‘틀렸다’ 중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기침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

예절에 대한 지식과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함

처리는 정답의 경우 1점, 오답과 모름은 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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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총 점수범위는 0점에서부터 1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66이었다.
2) 이행: 기침예절 이행 측정 도구는 질병관리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6.0,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

본부(2007)의 기침예절 홍보 내용과 문헌고찰

석하였다.

[5,9,10]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14문항 구성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침예절에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발한 도구는 전문가타

대한 지식과 이행은 평균, 표준편차, t-test,

당도 검증을 위해 간호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감

ANOVA test로 분석하였다.

염관리전문간호사 3인에게 내용을 검토 받은 후

3) 기침예절 지식과 이행 간의 상관관계는 Pear-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구성 내용은 ‘기

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침시에 가리는 부위’ 4문항, ‘무엇으로 가리는지’
3문항, ‘기침 후 손위생’ 4문항, ‘가래 뱉기’ 2문
항, ‘마스크 착용’ 1문항 등이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게 안한다’, ‘거의 그렇게 안한다’, ‘대체로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렇게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 중 하나를 선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253명 중

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이행 수준에

76.3%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21.6세였다. 전

따라 ‘거의 그렇게 안한다’ 1점에서 ‘항상 그렇게

공별로는 간호학 전공(43.1%)이 가장 많았다. 대

한다’ 4점까지 점수화 하였으며, 총 점수 범위는

상자의 59.7%가 전년도에 감기나 독감에 감염된

14점에서부터 5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침

경험이 있었으며, 34.0%는 기침을 자주하고 있었

예절에 대한 이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평소 손수건(94.9%)이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60이

손소독제(97.2%)를 갖고 다니지 않으나 37.9%는

었다.

휴지를 갖고 다녔다. 일일 손씻기 횟수는 평균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침예절 관련 특

6.8회였다. 한편 기침예절에 대해 21.7%가 잘 알

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침예절 관련 특

고 있다고 답했으며, 49.4%가 기침예절 교육을

성으로 연령, 성별, 학과, 학년,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기침 예절 교육을 받은 장

독감 경험 여부, 기침을 자주하는지, 손수건을 갖

소로는 학교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고 다니는지, 휴지를 갖고 다니는지, 손소독제를

은 대중매체로 35.5%이었다(Table 1).

갖고 다니는지, 손씻기 횟수, 기침예절을 아는지,
기침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포함한
총 14문항을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2. 기침예절 지식과 이행정도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 점수는 13점 만점에
7.13점으로 54.85%의 정답률을 보였다. 하부 개
념별 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1점 만점 중 객담 처

자료 수집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11월 18

리 방법이 0.59점, 기침 시 가리는 방법 0.58점,

일까지이었으며 연구자가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손위생 0.57점으로 유사하였으며, 기침 시 가리

학과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

는 부위는 0.47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문항

하고 연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동의서에 서

별로는 1점 만점 중 ‘가래를 뱉어야 할 경우 휴

명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

지에 뱉어서 버린다’가 0.87점으로 가장 높았으

지는 학과 대표를 통해 일괄 수거하였고 배부된

며, ‘기침을 한 후 손에 침이 묻었으면 손소독제

설문지 300부 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 253

를 손에 골고루 바른다’가 0.08점으로 가장 낮았

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다.
기침예절 이행 점수는 56점 만점에 34.39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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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3)
Characteristics
Gender
Age (yr)
Major
Grade

Having had a cold or influenza for the past year
Coughing often
Carrying a handkerchief
Carrying a hand sanitizer
Carrying paper tissue
Frequency of hand washing (day)
Well informed regarding cough etiquette
Experience of cough etiquette education
Places where cough etiquette education take place*

*Excluded non-respondent.

N (%)
Male
Female
≤21
≥22
Nursing
Others
1
2
3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6
≥7
Yes
No
Yes
No
School/college
Mass media
Others†

60
193
173
80
109
144
80
89
84
151
102
86
167
13
240
7
246
96
157
155
98
55
98
125
128
61
44
19

(23.7)
(76.3)
(68.4)
(31.6)
(43.1)
(56.9)
(31.6)
(35.2)
(33.2)
(59.7)
(40.3)
(34.0)
(66.0)
(5.1)
(94.9)
(2.8)
(97.2)
(37.9)
(62.1)
(61.3)
(38.7)
(21.7)
(78.3)
(49.4)
(50.6)
(49.2)
(35.5)
(15.3)

Mean±SD

21.6±3.7

6.8±3.9

†

Hospital, school and television, school and hospital, mass media and hospital.

로 61.41%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하부 개념별 평

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나이, 학년, 최근 1년 이

균 이행 점수는 4점 만점 중 기침 시 가리는 부

내 감기나 독감 경험, 기침을 자주하는지 여부,

위가 3.07점(이행률 76.76%)로 가장 높은 반면 기

손수건 휴대 여부, 휴지 휴대 여부, 일일 손씻기

침시 어떻게 가리는지가 1.51점(이행률 37.75%)

횟수, 기침예절 교육, 기침예절 교육을 받은 장소

로 가장 낮았다. 세부 문항별로는 ‘가리지 않고

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기침한다(역문항)’가 3.68점(이행률 92.0%)로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행 점수 차이는 성별

장 높은 반면, ‘기침이 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t=2.67, P=.012), 전공학과(t=3.41, P=.001), 손소독

착용한다’가 1.23점(이행률 30.75%)로 가장 낮았

제를 휴대하고 다니는지 여부(t=3.93, P＜.001),

다(Table 2).

일일 손씻기 횟수(t=−2.29, P=.023), 기침 예절에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침예절 지식과 이
행정도

대한 교육 여부(t=3.03,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이, 학년, 최근 1년 이내 감기
경험, 기침을 자주하는지 여부, 손수건 휴대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점수 차이

부, 휴지 휴대 여부, 기침예절에 대해 잘 아는지

는 전공학과(t=2.19, P=.029), 손소독제를 휴대하

여부, 기침예절 교육을 받은 장소는 유의하지 않

고 다니는지 여부(t=3.02, P=.003), 기침 예절에

았다.

대해 잘 알고 있는지(t=2.04, P=.042)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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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and compliance score of cough etiquette (N=253)
Categories

Items

M±SD

Knowledge
Site to cover

You only need to cover your nose when coughing.
0.26±0.44
You only need to cover your mouth when coughing.
0.12±0.33
It is acceptable not to cover your nose or mouth when coughing, as long as saliva is 0.69±0.46
not spat out.
You need to cover both nose and mouth when coughing.
0.82±0.38
Subtotal mean
0.47±0.23
What to cover Cover with your hand when coughing.
0.16±0.37
Cover with a paper tissue or a handkerchief when coughing.
0.83±0.38
Cover with a sleeve when coughing if a paper tissue or a handkerchief is not 0.66±0.47
available.
Try to wear a mask when coughing persistently
0.69±0.46
Subtotal mean
0.58±0.24
Hand hygiene It is acceptable not to wash your hands after coughing, if your hands are still clean. 0.82±0.38
Wash your hand with soap and flowing water for 20 seconds after coughing.
0.84±0.37
If saliva was spat on your hands, rub your hands with a hand antisepsis.
0.08±0.26
Subtotal mean
0.57±0.21
Sputum disposal If excessive sputum is formed in your mouth, spit it out directly into a garbage can. 0.31±0.46
If you need to spit sputum, spit it out into paper tissues, and then throw these into 0.87±0.34
a garbage can.
Subtotal mean
0.59±0.29
Total (0-13)
7.13±2.09
Compliance
Site to cover
You only need to cover your nose when coughing.
3.37±0.98
You only need to cover your mouth when coughing.
2.44±1.15
It is acceptable not to cover your nose or mouth when coughing, as long as saliva is 3.68±0.68
not spat out.
You need to cover both nose and mouth when coughing.
2.80±1.13
Subtotal mean
3.07±0.58
What to cover Cover with your hand when coughing.
1.72±0.88
Cover with a paper tissue or a handkerchief when coughing.
1.39±0.69
Cover with a sleeve when coughing if a paper tissue or a handkerchief is not 1.72±0.94
available.
Try to wear a mask when coughing persistently
1.23±0.59
Subtotal mean
1.51±0.41
Hand hygiene It is acceptable not to wash your hands after coughing, if your hands are still clean. 2.92±0.89
Wash your hand with soap and flowing water for 20 seconds after coughing.
1.74±0.89
If saliva was spat on your hands, rub your hands with a hand antisepsis.
3.60±0.75
If saliva was spat on your hands,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2.47±1.07
Subtotal mean
2.68±0.48
Sputum disposal If excessive sputum is formed in your mouth, spit it out directly into a garbage can. 2.66±1.11
If you need to spit sputum, spit it out into paper tissues, and then throw these into 2.64±1.07
a garbage can.
Subtotal mean
2.65±0.73
Total (14-56)
34.39±3.93

4. 기침예절 지식과 이행 간의 상관관계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과 이행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r=.30, P＜.001)가 있었다(Table 4).

고

찰

호흡기 감염 예방법으로 기침예절이 강조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자의 49.4%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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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nowledge and compliance score of cough etiquett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N=253)
Variables
Gender
Age
Major
Grade

Having had a cold or influenza
for the past year
Coughing often
Carrying a handkerchief
Carrying a hand sanitizer
Carrying tissue
Frequency of hand washing (day)
Knowing well about cough
etiquette
Frequency of cough etiquette
education
Where to learn about cough
etiquette*

Category
Male
Female
≤21
≥22
Nursing
Others
1
2
3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7
≥8
Yes
No
Yes
No
School/college
Mass media
Others†

Knowledge

Compliance

M±SD

t/F

P

6.62±2.56
7.29±1.90
7.11±2.03
7.18±2.22
7.46±1.86
6.88±2.22
7.06±1.88
6.99±2.46
7.35±1.84
7.25±1.99
6.95±2.22
7.38±2.01
7.00±2.12
7.62±2.43
7.10±2.07
7.60±1.77
6.84±2.21
7.57±1.90
7.12±2.09
6.95±2.21
7.41±1.84
7.30±2.02
6.72±2.20
7.27±2.05
7.00±2.13
7.13±2.03
7.23±2.00
7.79±2.23

−1.89

.063

−0.23

.818

2.19

.029

.69

.502

1.13

.262

1.39

.166

0.86

.391

3.02

.003

0.57

.572

−1.69

.092

2.04

.042

1.01

.311

0.76

.470

M±SD

t/F

P

33.28±3.51
34.73±3.99
34.21±3.76
34.76±4.26
35.35±4.09
33.66±3.65
34.10±4.23
34.28±3.91
34.77±3.64
34.61±3.67
34.06±4.28
34.48±3.81
34.34±3.99
36.38±5.30
34.28±3.82
35.59±4.02
33.65±3.69
34.00±3.16
34.40±3.95
33.94±3.70
35.09±4.18
34.58±3.94
33.90±3.88
35.14±3.92
33.67±3.81
34.77±3.52
35.41±3.64
35.68±5.56

2.67

.012

−1.03

.302

3.41

.001

.65

.522

1.10

.275

0.26

.795

1.89

.059

3.93

＜.001

−0.26

.792

−2.29

.023

1.23

.219

3.03

.003

0.55

576

†
*Excluded non-respondent. Hospital, school and television, school and hospital, mass media and hospital.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compliance
(N=253)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고[11], Park (2007)의 간
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연

Variable

Compliance r (P)

구에서는 75.6%의 학생이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Knowledge

.30 (＜.001)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12], 본 연구
의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기침예절에 대한 교육

여,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침예절에 대해 교육

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교육

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7%만이

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도 기침예절에 대해 잘 모

기침예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하여 교육을

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침예절 교육을 받

받은 대상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기침예절에

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았더라도 잘 알지 못한다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났다.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기침예절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

본 연구에서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은 평균 정

면, Kim (2011)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답률이 54.85%이었다.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을

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조사한 연구가 없어 이와 유사한 호흡기계 감염

자의 96.7%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 대한 지식이나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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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볼 때, 응급실 간호사의 결핵관련 지식

필요하다[2].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침이 묻었을 경

을 조사한 Kim (2010)의 연구에서는 정답률이

우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75.61%이었고[13], 호흡기 감염 아동의 보호자를

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손소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관리 지식을 조사한 연구

독제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필요함을

[14]에서는 4점 만점 중 평균 3.02점으로 정답률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 분비물인 객담을

이 75.50%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호흡기 감염을

뱉어야 할 경우 휴지로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도

포함한 감염관리 지식을 조사한 연구[12]에서는

록 하고 있으나 휴지통에 뱉는다고 응답하는 경

정답률이 63%로 본 연구의 기침예절에 대한 정

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객담을 휴지통에 뱉을 경

답률은 호흡기계 감염에 대한 지식과 감염관리

우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연구들에서의 지식 수준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다 낮았다. 이는 기침예절에 대한 지식이 다른

본 연구에서 기침예절에 대한 이행률은 61.41%

호흡기 감염과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보다 낮다

로 나타났는데 기침예절 이행에 대한 연구가 없어

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기침예절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행위 이행률과 본 연구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았고, 교육을 받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았더라도 기침예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대상자

와 Yang (2010)의 연구[15]에서는 30점 만점 중

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2.35점으로 이행률 74.50%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

기침예절의 하부 내용별 지식을 살펴보면, 기

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침예절이 신종인플루엔

침 시 가려야 하는 부위에 대한 정답률이 47.25%

자 예방행위보다 대학생들에게 교육이나 홍보가

로 가장 낮았고 기침 시 가리는 방법과 객담 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부 내

리 방법에 대한 정답률이 58.50%로 가장 높았으

용별 이행률을 보면, 기침 시 가리는 부위는 지식

나 하부 내용별 정답률은 모두 60% 미만으로 전

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은 가장 높았

체적으로 낮았다. 기침 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

다. 이는 기침 시에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한다

리거나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기침을 할 때

가리도록 권고[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

는 습관적으로 코와 입을 모두 가리기 때문으로

구에서는 기침 시 코와 입을 통해서 호흡기 분비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침 시 가리는 방법은

물이 주위로 튈 수 있으므로 코와 입을 모두 가

지식은 세부항목 중 가장 높으나 이행률은 가장

려야 하지만 코만 가리거나 입만 가려도 된다거

낮았다. 특히 기침 시에 손으로 가려서는 안된다

나 호흡기 분비물이 튀지만 않으면 가리지 않아

는 것을 알면서도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는

도 된다거나, 손으로 가려도 된다는 등의 잘못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침을

런 행위는 오랜 습관을 통해 기침 시 자신도 모

할 때 손으로 가리면 호흡기 분비물 속의 감염성

르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손으로

미생물들이 손을 통해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

가리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와 휴지나 손수건으

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

로 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소매로 가리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손으로 가리지 않도록 교

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에 분비물이 묻은 경우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로만 손위생을 하면, 손소독제가 손과

기침예절 이행정도를 하부 내용별로 보면, 간

분비물의 표면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만 소독

호학 전공, 손씻기 횟수가 많은 경우, 교육을 받

효과가 있을 뿐, 호흡기 분비물 속의 감염성 미

은 경우, 기침예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 경

생물에는 소독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우에 손씻기 이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므로 기침 후에는 손을 흐르는 물에 20초간 충분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과 대학생

히 씻으며, 만약 손에 호흡기 분비물이 묻었을

들에 비해서 감염 예방 행위 이행 수준이 높았으

경우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는 것보다 손씻기가

며, 이는 일부 교과과정에서 감염 예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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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

았으며, 기침예절 지식과 이행은 상관관계가 있

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Kim 등(2010)의 대학생을

었다. 그러므로 기침예절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

대상으로 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행위 이

해서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

행 조사 결과[16]와도 일치한다. 또한 손씻기 횟

요하다.

수가 많은 학생들에게서 기침예절 이행률이 높
았으며, 이는 손씻기와 같은 평소의 올바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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