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재 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지도교수 이 경 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0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재 미





 

감사의 글 

 

2년 간의 석사과정 동안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있던 주제 만을 가지고 무작정 교수님께 

찾아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저를 받아 

주시며 주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이경희 교수님께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간호학적 주제를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추상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감염병에 대해 전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항개발 시 자문과 통계방법, 연구결과의 해석까지 폭넓게 

지도해주신 최준용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임상에서 잠시 벗어나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조교로 왔을 때,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조교생활에 적응하며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자로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주신 김 수, 박정옥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교를 마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새로운 병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길윤경 팀장님과 정순덕 차장님, 그리고 제가 학업에 집중해서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번표를 배려해주신 181병동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대학원 입학해서 어색한 사이로 만났지만 2년 동안 같이 울고 

웃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과제로 밤을 지새우며 고생한 우리 

석사동기들 아름언니, 예지언니, 영신이, 민정언니, 수현언니, 상빈이, 

지영샘, 수현이 모두 고맙습니다. 동기들이 있기에 힘든 시간도 서로 

위로하며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정과 조교생활에서 먼저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알려주고 저의 결혼과 육아도 함께 

고민해준 원경언니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바쁜 삶으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제가 힘들어 할 때에도 응원해주며, 어떤 고민이든 같이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주었던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영이, 소인이, 

범진이, 희은언니, 수인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10대때부터 봐오며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제가 연락을 자주하지 못해도 가장 먼저 저를 

생각하고 걱정해주며 제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저의 소울메이트 소라, 

선형이, 연희에게도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더하겠다고 했을 때, 더 물어보지도 않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말없이 든든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이 작은 결실이 엄마, 아빠에게 하나의 

자랑과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경험과 

회사 생활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도와준 언니와 형부, 항상 이모가 

최고라고 했던 귀여운 저의 첫 조카, 지율이 모두 고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드리지 못하고 잘 찾아뵙지 못해도 부담되지 않도록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 주셨던 어머님, 아버님께도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업과 논문에 집중할 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주고 집안일과 육아에 소질 없는 아내이지만 우리 와이프가 제일 

대단하다고 하는 든든한 저의 둘도 없는 지원군이자 사랑하는 남편, 영웅 

오빠에게도 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좀 더 

영향력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때 엄마에게 찾아와 준 나의 가장 

큰 기쁨 예준아, 엄마가 그 동안 일하고 공부하느라 맨날 새벽같이 나가고 

자는 모습만 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엄마 보면 눈웃음 지으며 

달려와줘서 고마워. 지금 엄마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 예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예준아. 

미처 다 적지 못하였지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구자이자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이 논문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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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확인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펜더의 건강증진모델에 기반하여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전문 온라인 패널 업체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1,0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결측이나 미비로 인해 탈락한 대상자는 없어 

1,060명의 자료를 모두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은 총점은 최저 

7점에서 최대 35점에서 평균 25.71점(±5.60)으로 중립보다 약간 긍정적인 의향을 보였다. 

2. 만 19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는 총 40점 

만점에 평균 31.09점(±4.89)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실천도를 나타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p=.003), 

연령(p<.001), 정신적 건강상태(p=.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p=.031), 정보획득의 원천(p=.004), 불안(p=.003)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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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p<.001), 정신적 건강상태(p=.016), 불안(p<.001)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간호학적 국내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한 상황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이 국내에서 승인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백신접종 시작을 위해 중요하며,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형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의 현재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백신접종율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이 증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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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에서 최초로 확인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새로운 유형의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병원체가 원인임을 밝히고, 2020년 2월 

COVID-19(한국명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 19)로 

명명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0).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람 간 접촉 혹은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무증상을 포함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치명적인 

경우 호흡부전과 심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2020).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WHO에서는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세계적 대유행 

‘판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WHO, 2020).  

2021년 6월 30일 0시 기준 국외 확진자는 181,019,125명, 사망자는 

3,928,474명이었으며, 국내 총 확진자는 156,961명 사망자는 2,018명으로 

확인되었다(KDCA, 2021).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 20일 첫 사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약 한 달 만에 ‘주의’ 

단계에서 ‘경보’ 단계 이후 ‘심각’ 단계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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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면역 형성과 개인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지만(Chen et al., 2021; KDCA, 2020; Freeman et al., 

2020; Kourlaba et al., 2021), 다른 감염병 백신에 비해 급속도로 개발되어 

백신에 대한 안전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백신접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Fisher et al., 2020).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 당국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Kourlaba et al., 2021), 대중의 백신접종 

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 낮은 백신접종률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이 지속될 수 있다(Dror et al., 2020). 그러므로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 정책 마련과 효과적인 백신 홍보를 위해서는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은 

백신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Lin et al., 2020). 현 시점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아 예방이 최우선이며, 

치료제가 없어 확진자의 경우 대증요법을 통한 증상 완화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KDCA, 2020). 

그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Kim et al., 2020), 일상생활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Wang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며(Bourassa et 

al., 2020; Lim & Nakazato, 2020), 개인의 예방적 건강행위는 사회적 차원의 

예방적 변화를 일으켜(Chen et al., 2017; West et al., 2020) 판데믹을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어 개인 차원의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거짓 뉴스를 퍼뜨려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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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의 발생과 2차,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Moon et al., 2020). 개인 및 집단의 비건강적인 행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방역을 무력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에 대한 지식(Loomba et al., 

2020)과 불안(Chou & Budenz, 2020)은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Haq et al., 2020)과 불안(Wong et al., 2020; Solomou & Constantinou, 

2020)도 마찬가지로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연구로 질병의 역학이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 위험 인식(Taghrir et al., 

2020), 정신 건강(Ozamiz-Etxebarria et al., 2020), 불안(Huang & Zhao, 

2020) 혹은 건강행위 실천(Bourassa et al., 2020)등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건강관리자나(Kang et al., 2020) 특정 연령대의 집단(Joob & 

Wiwanikit, 2020)으로 제한되었고 특히, 일반 성인들의 지식, 불안을 

백신접종 의향과 예방적 건강행위를 포괄적으로 함께 파악한 국내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우며, 지식, 불안과 예방적 건강행위를 함께 파악한 

선행연구 또한 1편(Jeong & Hong, 2020)에 불과하며 이는 편의추출과 

대상자 수가 적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비례할당 표본추출을 이용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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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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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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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 이론적 정의 : 백신접종 의향은 개인이 백신접종을 하고자 하는 의향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반대로, 백신접종 기피는 백신접종 의향이 

낮은 수준의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백신의 이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행동적으로 백신의 수용을 지연하거나 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SAGE 

Working Group on Vaccine Hesitancy, 2014).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의 이용 가능 시 개인이 백신접종을 하고자 

하는 의사 정도를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Freeman(2020) 등이 개발한 Oxford 

COVID-19 vaccine hesitancy scale 을 저자의 승인을 받아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한국어로 번역-역번역의 과정 및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한국어 적절성을 검토 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 이론적 정의 : 예방적 건강행위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을 조기발견 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Kasl& Cobb, 1966; Kim & Moon, 

1987). Cho(1983)에 따르면, 예방적 건강행위는 병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발생 가능한 건강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혹은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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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경에서 관련 감염 

질병이나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을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Park 등(2020)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행동 변화에 관해 탐색한 기존 연구와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 

준수에 기반하여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예방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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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제 1 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과 전파경로는 유사하지만, 선행 

감염병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KDCA, 

2020). 판데믹 상황과 위기경보 ‘심각’ 수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법적 근거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체계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KDCA, 2020).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발생 양상을 파악하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환자나 집단 발생의 조기발견과 병원체 

감시와 감염경로 추적 및 감염원 규명, 발생 규모 파악 등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발생 예방, 확진 환자의 격리와 치료, 접촉자의 경우 발병 여부 확인과 

필요시 격리 및 감시, 확진 장소에 대한 소독 및 방역 조치 시행, 손 씻기를 

포함한 개인위생,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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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다(KDCA, 2021).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외출 제한, 

신체활동 부족, 수면 방해 등의 일상생활과 건강행위를 변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Wang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종식을 위해서는 예방 행위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접종이 중요하다(Chen, 

2021; Edwards et al., 2021). 판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코로나 19의 

종식과 통제는 백신의 개발과 활용에 달려있다(Chou & Budenz, 2020).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의 효과는 대중의 

적절한 백신접종을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Bloom et al., 2020; Neumann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해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입원과 사망률, 질병의 원인 분석, 역학, 

백신 개발(Alsan et al., 2020; Zhu et al., 2020; Huang et al., 2020; Lu et al., 

2020; Chen et al., 2020; Li et al., 2020; Richardson et al., 2020; Holshue 

et al., 2020)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 향상과 행동 개선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고(Haq et al., 2020), 적절한 예방과 통제 조치를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을 높이고, 예방적 건강행위를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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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Luo et al., 2020)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 19 세 

이상 성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20)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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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백신은 감염병 발생을 막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다(Chen et al., 2021). 그러므로, 이러한 판데믹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DCA, 2020). 또한,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추후 백신의 시작을 예측하고(Bowyer, Forster, Marlow, & Waller, 

2013; Brewer et al., 2011; Rodriguez et al., 2018), 중재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Juraskova, Bari, O’Brien, & McCaffery, 2011).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백신 부작용(Betsch 

et al., 2010; Brewer et al., 2007),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걱정이 

있으며(Zhang et al., 2012),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인지를 포함하여 감염으로 인한 입원, 

사망률, 질병률,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인식(Weinstein et al., 2007)이 있었다. 백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은 

백신접종의 활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Zhang et al., 2012).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부작용 관련 기사들(Kim, 2020; Bae, 2020)에 더해 SNS를 

타고 퍼지는 음모론과 가짜뉴스(Lee, 2021)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악화되어 

해결하기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Loomba et al., 2020).  

판데믹 유행을 선포한 지 1 년 만인 2021 년 3 월,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4 종의 백신이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되었다(WHO, 2021). 이후, 여러 국가에서 

백신들이 오랜 시간에 걸친 임상 3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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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었으며(Kang et al., 2021),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확신과 승인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on et al, 2021). 

2019 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보건에 대한 10 가지 위협 중 한가지로 

백신접종 기피를 선정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2020 년 10 월 독감 예방접종 후 48 명의 사망자 발생과 

1154 건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및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다(KDCA, 2020). 공중 보건 기관에서 사망의 원인과 백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KDCA, 2020).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특히,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우 백신접종을 

더 꺼려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Zhang et al., 20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성공은 백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Bloom et al., 2020; Neumann et al., 2020). 

백신을 기피하는 것은 백신접종률을 하락시켜 개인 차원에서 질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Freeman et al., 2020), 궁극적으로 세계 보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도입된 백신의 긍정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 백신접종률을 

높여(Kourlaba et al., 2021) 최소 50%-80%가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Thorneloe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대표적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또한 중요하다(Edwards et al., 2021; Loomb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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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초기에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47.5%만이 확실히 맞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Freeman et al., 2020), 이후 2020 년 7 월 정책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는 30%의 대상자만이 확실히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The Policy Institute, 2020). 호주의 경우 대상자들의 

85.8%, 미국의 경우 대상자들 중 68.5%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졌으며(Neumann et al., 2020; Dodd et al.,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처음 발생한 중국에서는 91.3%가 백신접종을 

맞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Wang et al., 2020). 

백신접종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Hardin et al., 2020; 

Kasymova, 2020; Donadiki et al., 2014; Lee & Oh, 2015; Kang & Jun, 2013; 

Kim et al., 2020; Park & Park, 2012; Choi & Kim, 2016; Shin & Park, 2015; 

Jun, 2010) 혹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연구(Shahar et al., 2017; Kaboli et 

al., 2010; Chan et al., 2014; You et al., 2010; Shin & Choi, 2020)에서 

지식(Park & Park, 2012; Choi & Kim, 2016; Shin & Park, 2015; Loomba et 

al., 2020; Zhang et al., 2012), 건강 신념(Kim et al, 2020; Zhang et al., 

2012), 태도(Jun, 2010; Loomba et al., 2020; Zhang et al., 2012), 

인식(Zhang et al., 2012), 백신접종에 대한 수용도(Jeon, 2010)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신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Hardin et al., 2020; Kang & Jun, 2013), 취약집단(Chan et al., 2014), 

만성질환 유무(Shin & Choi, 2020), 높은 경제수준(Kang & Jun, 2013), 

주관적 건강상태(Chan et al., 2014),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Chan et al., 

2014),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은 높을수록(Kang & Jun, 2013; Shin &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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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Zhang et al., 2012), 백신에 대한 지식은 낮을수록(Kang & Jun, 2013), 

높은 교육수준(Park & Park, 2012),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Kim et al., 2020; 

Kaboli et al., 2010), 해당 감염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Seong & 

Kim, 2014), 이전 백신접종 경험(Kaboli et al., 2010; Chan et al., 2014),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Zhang et al., 2012), 백신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높거나(Lee & Oh, 2015; Donadiki et al., 2014; Shahar et al., 2017; 

You et al., 2010) 지각된 위험성이 낮을수록(Lee & Oh, 2015; Donadiki et 

al., 2014), 새로운 유행병에 대한 걱정(Chan et al., 2014),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도를 접해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수록(You et al., 2010) 백신접종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백신접종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 2010). 백신접종에 대한 비용과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Kasymova, 2020; Kaboli et al., 2010)와 백신에 대한 

정보 부족(Choi & Kim, 2016), 백신에 대한 감염병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Kaboli et al., 2010),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노출(Loomba et al., 2020)은 백신접종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백신접종 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지식이 백신접종 

의향의 저하를 유도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oomba et al., 2020). 백신 

허위 정보에 의한 정서적 조작에 대한 인식, 이타주의, 희망 등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 등 부정적 감정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었다(Chou & Budenz,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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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백신이 보급되기 이전에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성인 

1,09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중 32%가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으나(You, 2021), 

이는 단순히 의도와 백신에 대한 인식 정도만을 파악한 설문조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한 

국내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백신이 

의료인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접종되고 일반인들은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내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의 의향 정도와 

관련 지식, 불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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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신종감염병의 경우 예방적으로 실천하는 건강행위가 최우선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으며(Yoon & Hyun, 2010; Lim, 

2016; Choi & Yang, 2010; Chen et al., 2017; Toussaint et al., 2020), 개인 

수준의 예방적 건강행위는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 획득한 

정보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n et al., 2017; Jeon & Choi, 

2016). 그러므로, 개인의 예방적 건강행위는 이러한 판데믹 감염병의 확산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다(Anderson et al., 2020; West et al., 2020; Toussaint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건강행위로서 필수 

활동을 제외한 외출 자제, 거리두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게 

권고되고 있다(West et al., 2020; Anderson & Stockman, 2021). 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일부로 기침 예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Choi & Yang, 2010), 특히 손 씻기는 상당 수준 예방이 가능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적 건강행위로 볼 수 

있다(Jeong et al., 2007). 그러나, 손 씻기를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60%에 불과했으며(Lee, 

2013), 올바른 손 위생은 보건 전문가들에게서조차 널리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Bezerra et al., 2020). 이는 예방적 건강행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Alsan et al., 2020; Canning et 

al., 2020). 이렇듯 행위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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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Zaidi & Ali,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물건 표면 세척, 질병에 대한 정보 수집,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기, 기침 예절 준수하기 등이 

있다(KDCA, 2020; Liu et al., 2020). 공중 보건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 실천 정도를 모르고 있다(Daoust, 2020). 이를 통해, 예방적 

건강행위 중 실천도가 높고 낮은 행위들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Qeadan et 

al., 2020), 연령(Richardson et al., 2020)에 따라 예방적 건강행위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므로 특정 연령에 제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올바른 지식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빠른 확산과 확진자가 급증하며 각국에서 

폐쇄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중은 언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소셜미디어 

이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Elran-Barak & Mozeikov, 2020). 그러므로, 

미디어 노출의 내용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Entman, 2007; Jo & 

Jeong, 2020). 따라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이 대중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형성하며 질병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을 도울 수 있다(Qazi et al., 2020).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대중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상황을 

과대평가하고(Taghrir et al., 2020), 감염에 대한 부적절한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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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로 이어지며(Kim et al., 2016)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Luo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불안 또한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데믹 상황에서 대중의 심리적 측면인 불안에 

대한 경험은 흔하게 볼 수 있다(Liu et al., 2020; Tull et al., 2020; Horowitz, 

2020; The New York Times, 2020; Lim, 2016; Van Bortel et al., 2016). 

이러한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Wong et al., 2020),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Vanni et al., 

2020)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면 문제 및 신체적 건강(Kang et al., 

2020)으로까지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부정적인 대처로 이어지며(Leung et al., 2003)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6). 이전에 발생하였던 감염병인 

사스(Chung & Lee, 2004), 인플루엔자(Taylor et al., 2008; Saadatian-Elahi 

et al., 2010; Yoon & Hyun, 2010), 메르스(Kim et al., 2016; Lim, 2016; 

Choi, 2015; Park et al., 2018), 에볼라(Reardon, 2015) 등의 선행 감염병 

관련 연구에서 불안이 증가하였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은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oon et al., 2017; Kim, 

2016).  

개인의 일반적 특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Zhao et al., 2020; Pinchoff 

et al., 2020), 소득 및 교육수준(Bruin & Bennett, 2020; Pinchoff et al., 

2020; Anderson & Stockman, 2021), 복합적 만성질환이나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Richardson et al., 2020), 거주 지역(Chen & Chen, 2020),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주관적 건강상태(Elran-Barak & Mozeik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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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이와 유사한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예방적 건강행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Yoon & Hyun, 2010).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국내연구도 

일부 수행되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간호대학생(Hwang & Lee, 

2020), 보건의료계열 학생(Kim et al., 2020) 위주이거나 고등학생(Seo & 

Choi, 2020), 대학생(Park et al., 2020) 등 특정 집단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졌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1편의 국내 연구가 시행되었지만(Jeong & 

Hong, 2020), 표본 수가 적고 2 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에 연구가 

시행되어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기에 

따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적 건강행위보다는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Yoon, 2020) 혹은 개인보호구에 대한 수행(Kwon, 2021)과 같이 일부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일반 성인의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의 

맥락에는 맞지 않는다.  

예방적 건강행위와 관련된 기타 선행연구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가 발생하며 더 주목받지 못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Park & Kim, 2020; Koo & Kim, 2019; Majumder et al., 2019). 

관련 연구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지식이 강조되고(Koo & Kim, 

2019; Majumder et al., 2019), 관련 건강 정보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Park & Kim, 

2020; Koo & Kim, 20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국내 문헌이 

아직 부족하여 문헌을 확장하여 선행 감염병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신종인플루엔자(Park & Kim, 2010)와 메르스(Choi, 2015; Le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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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감염병에 대한 지식은 예방적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염병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도가 

높았다(Park et al., 2018).  

외국에서는 비교적 빠른 편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로는 신체활동 수준의 변화(Duncan et al., 2020),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예방과 통제 행동의 수준 측정(Lai et al., 2020), 예방적 건강행위의 

영향요인(Luo et al., 2020; Qeadan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 상황과 비교한 마스크 사용량에 대한 연구(Sun et al., 2020)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국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예방적 건강행위와 

맥락에 맞지 않으며 예방행위 중 일부 단편적인 행위만을 파악하여 정확한 

개인의 행동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Rozenfeld et al., 2020). 또한, 단순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거나 지식과 정서적인 상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Liu 

et al., 2020)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대중의 

심리상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Liu et al., 2020), 불안 수준과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관련성도 나타났지만(Wong et al., 2020; Solomou & 

Constantinidou, 2020), 지식적, 심리적,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국내연구는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로 인한 포괄적인 예방적 건강행위의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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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만 19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간호학적 관점과 

행동과학적 관점을 통합한 펜더의 건강증진모델(Pender, 1996)을 바탕으로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건강증진모델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경험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와 관련된 지식, 인식과 감정은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에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건강행위는 이전의 관련된 

행동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적 특성 요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보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적인 요인이 백신접종 의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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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을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와 함께 최종 종속변수로 보았다. 행위와 

관련된 인식의 요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행위와 관련된 감정의 요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된 불안을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에서는 객관적인 백신접종율을 현재 파악하기는 어려워 백신접종 

의향 정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종감염병의 경우 예방적 건강행위가 최우선이라는(Yoon & Hyun, 2010; 

Lim, 2016; Chen et al., 2017; Toussaint et al., 2020) 이전의 선행연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행위의 결과로 예방적 건강행위를 최종 

종속변수로 보았으며,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경험에서 성별(Zhao et al., 

2020), 연령(Richardson et al., 2020), 거주 지역(Chen & Chen, 2020), 

소득 및 교육수준(Bruin & Bennett, 2020), 기저질환(Park & Kim, 2020), 

주관적 건강 상태(Elarn-Barad & Mozeikov, 2020) 및 확진자와의 접촉 

경험(Yoon & Hyun, 2010)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을 포함한 개인의 일반적 특성은 

예측변수로서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지식은 예방적 행위의 영향 요소이고(Haq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대중의 불안이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준다(Kim et al., 2016)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식과 불안이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과 불안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Liu et 

al., 2020)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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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 

불안,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백신접종 의향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1) 표본 및 표집 

본 연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고 이 중 온라인 

설문 수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비례할당 표본추출을 사용하여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표집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을 받았던 사람들은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감염된 것 자체만으로도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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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태블릿, 핸드폰 등 전자 장비 사용이 가능한 자 

(2) 제외기준 :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을 받은 자 

-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한 자 

- 지난 1년 간 정신 건강 질환을 앓은 자(불안, 우울 등)  

 

2) 대상자 수 산출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중 정서적 

외로움은 작은 크기의 효과의 관련이 있었으며(Hoffart et al., 2020), 

중재효과로서 지식은 작은 효과크기 수준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중재효과를 나타내었다(Huys et al., 2019). 또한, 건강행위를 예측하는 

결정 요소는 작은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어(Orji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크기가 

필요하므로(K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는 작은 크기로 

설정하였다.  

계산된 독립변수에는 일반적 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들이 예방적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일반적 특성의 

변수도 예측변수로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의 무응답률과 

탈락률(Jeong & Hong, 2020)을 10%를 참고로 하여 1,060명(954/(1-

0.1)=1,060)의 대상자를 목표로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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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 불안, 백신접종 의향, 

예방적 건강행위로 구성된 50문항의 자기 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도구의 저자에게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도구 사용 승인을 구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에 대한 도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고 내용 및 구성 타당도가 검증된 국내외 도구가 부족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백신접종 의향 및 불안에 대한 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뢰도가 검증된 국내 도구가 부족하여 국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및 불안에 대한 도구의 

내용과 신뢰도를 검토한 뒤 한국어로 번역-역번역의 과정을 거친 후,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한국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 후 

사용하였다.  

연구 개념에 따른 변수와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본 도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백신에 대한 의향 정도를 

측정하여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 Freeman(2020) 등이 개발한 

Oxford COVID-19 vaccine hesitancy scale을 저자의 승인을 받아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한국어로 번역-역번역의 과정 및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한국어 적절성을 검토 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 측정한 값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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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구의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백신접종 의향에 대해 망설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 문항에 6점 '모르겠다’의 보기가 있으나 이 보기는 

제외하고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 문항에 대한 보기의 통일성을 

위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역변환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원도구와 동일하게 6점 ‘모르겠다’의 보기는 제외하여 

점수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reeman(2020) 등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0.88이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Park 등(2020)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행동 변화에 관해 

탐색한 기존 연구와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 준수에 기반하여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예방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각 문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2가지 요인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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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0.81이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연구자는 국내외 문헌에서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문항과 국내 질병관리청(2020)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

1판을 참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감염내과 

교수 1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 연구의 포함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10명에게 예비조사 시행 후, 수정, 보완하였다.  

본 도구의 측정 내용으로는 원인 1문항, 전파기전 1문항, 증상 2문항, 

치료 2문항, 백신 1문항, 예방 3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맞음’, ‘틀림’ 혹은 ‘모름으로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오답 또는 모름은 0점, ‘정답'은 1점으로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에볼라 관련 두려움 측정도구(Ebola Fear Inventory[EFI]; Blakey et al., 

2015)를 Cox(2020)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역번역의 과정 및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한국어 적절성을 검토 후 측정한 값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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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ox(2020) 

등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0.76이었다. 

 

5) 일반적 사항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동거 유형, 최종학력, 사회경제적 

상태, 거주 지역, 만성질환 유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 정도,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경험, 지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경험 및 확진 경험, 지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 경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획득의 원천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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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Y-2020-0230).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면 설문 

시행에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충분한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전문 온라인 패널 업체(EMBrain.com)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온라인 패널 업체는 소속된 패널 중 연구 대상자를 인구비례할당으로 

추출하여 이메일로 설문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대상자 

모집을 하였으며,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대상자 적합성 확인을 위해 

온라인 패널업체는 자체 보유 대상자에게 안내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연구 정보와 관련된 홍보문이 포함된 조사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설문에 참여하고자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대상자에게 다시 한번 설문 정보를 제공한 후, 이에 최종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책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기관과 관련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같은 기기를 이용한 중복 응답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트의 자체적인 복수 

응답 제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같은 장치에서 설문조사에 여러 번 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설문 작성 미완료 시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불가하도록 

하여 누락문항을 방지하였다. 또한,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응답자의 IP주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익명 응답 기능을 사용하였다.  

설문 시행 전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가 제시되고,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적, 

대상자, 절차 및 방법, 연구에 참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보상 및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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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및 비밀보장, 참여 또는 철회의 자발성을 

명시하였다. 동의서에 클릭하기 전 연령, 정신질환 과거력, 직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 질문이 먼저 

제시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 동의에 클릭하는 경우 자발적 

연구 참여 의향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본격적 설문 문항이 

제시되었다. 설문을 모두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으로 추후 

현금화가 가능한 2,000 포인트를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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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SPSS ver.25.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을 사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에 대해서는 Tukey의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3) 각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각 변수들이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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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인 서울 소재 

Y 의료원 연구심의 위원회(IRB)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Y-

2020-0230), 온라인 패널 업체(EMBrain.com)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함을 고지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표본 산출 

근거를 통해 목표한 대상자 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해당 업체는 1,060명 

이상 시 더 이상 설문을 할 수 없는 자체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들로부터 온라인 패널 가입 시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 이후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유지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여 이러한 

경우 언제든 연구 대상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궁금증이 발생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콜센터, 전국 공통 정신건강 상담 전화번호를 설문지에 

기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즉시 

코드화한 후 데이터 파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연구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시행하는 연구자만이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익명성 유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연구 동의서에 응답 자료는 추후 이차 자료 분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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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답례품으로 추후 현금화가 가능한 2,000 포인트를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였다.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자료는 생명 윤리법에 근거하여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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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상자 1,060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은 

남성이 541명(51.0%)으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44.67세(±13.15)로 50대가 245명(23.1%), 40대가 232명(21.9%)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대학교 졸업이 732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 유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621명(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485명(45.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가 334명(31.5%), 서울이 

201명(19.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166명(15.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하에서 하로 응답한 경우가 482명(45.5%),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478명(45.1%)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1,060명 중 790명(74.5%)이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가지인 경우가 197명(18.6%)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주관적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는 모두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656명(61.9%), 478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보통 다음으로 473명(44.6%)이 좋음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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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060)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Sex Male 

Female 

541(51.0) 

519(49.0) 

 

Age (years old) 19-29  

30-39  

40-49  

50-59  

60-69  

191(18.0) 

199(18.8) 

232(21.9) 

245(23.1) 

193(18.2) 

44.67(±13.15) 

Education level Up to high school 

Bachelor’s degree 

Graduate school or higher 

215(20.3) 

732(69.1) 

113(10.7) 

 

Living arrangements 

(multiple responses) 

Parents 

Brothers/Sisters 

Spouse 

Child(ren) 

Grandparents 

Living alone 

Other(friend, etc.) 

285(26.9) 

130(12.3) 

621(58.6) 

485(45.8) 

9(0.8) 

134(12.6) 

17(1.6) 

 

Residential area Seoul 

Incheon/Gyeonggi 

Gangwon 

Daejeon/Sejong/Chungcheong  

Gwangju/Jeolla 

Daegu/Gyeongbuk 

Busan/Ulsan/Gyeongnam 

Jeju 

201(19.0) 

334(31.5) 

33(3.1) 

114(10.8) 

99(9.3) 

101(9.5) 

166(15.7) 

12(1.1) 

 

Socioeconomic status High 

Average 

Low 

100(9.4) 

478(45.1) 

482(45.5) 

 

Chronic disease No 

Yes 

790(74.5) 

270(25.5) 

 

Number of  

chronic disease 

One 

Two 

Three or more 

197(18.6) 

61(5.8) 

12(1.1) 

 

Physical health 

status 

Poor 

Average 

Good 

159(15.0) 

656(61.9) 

245(23.1) 

 

Mental health status Poor 

Average 

Good 

109(10.3) 

478(45.1) 

473(44.6) 

 



- 36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70명(63.2%)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대상자의 77.7%(824명)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은 

경험은 57.8%(613명)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9.0%(95명)가 지인이 

확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의 경험은 86.0%(912명)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는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가 640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넷이 

336명(31.7%)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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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COVID-19 

(N=1,060) 

Characteristics Category n(%)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144(13.6) 

246(23.2) 

670(63.2) 

Experience testing for COVID-19 No 

Yes 

824(77.7) 

236(22.3) 

An acquaintance's experience testing 

for COVID-19 

No 

Yes 

447(42.2) 

613(57.8) 

An acquaintance's confirmed experience 

of COVID-19 

No 

Yes 

518(48.9) 

95(9.0) 

An acquaintance’s self-quarantine 

experience with suspected COVID-19 

symptoms 

No 

Yes 

912(86.0) 

148(14.0) 

Sources of key information on COVID-19 Mass media 

Official Website 

Internet 

Social media 

Acquaintance 

Other 

640(60.4) 

36(3.4) 

336(31.7) 

31(2.9) 

10(0.9)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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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불안,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1)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지식 총점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06(±1.56)점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은 10점, 최저점은 0점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문항별 정답률은 Table 3과 같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지식 문항은 전파기전에 대한 문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람 간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로 

95.3%(±0.21)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증상에 대한 문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무증상 확진자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는다.’가 94.3%(±0.23), 동일한 영역의 문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잠복기는 1~14일이다.’가 92.9%(±0.26) 정답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틀린 문항으로는 치료에 대한 문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바로 등교/출근이 

가능하다.’로 42.2%(±0.49)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원인과 정의에 

대한 문항인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사율은 5%이며 

사스(SARS)보다 치사율이 높다.’, 치료에 대한 문항인 ‘항생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1차 치료제이다.’가 각각 정답률 47.4%(±0.50), 

48.3%(±0.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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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nowledge of COVID-19 

(N=1,060) 

No. Statement 
Correct 

answer rate 
(±SD) 

Rank 

2 COVID-19 is spread through human contact or 

smear. 

95.3%(±0.21) 1 

4 COVID-19 confirmed cases do not infect others. 94.3%(±0.23) 2 

3 The latent period for COVID-19 is 1 to 14 days. 92.9%(±0.26) 3 

10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someone 

infected with COVID-19 should be quarantined 

immediately. 

82.3%(±0.38) 4 

7 Once you have be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you will not be infected with it. 

78.7%(±0.41) 5 

9 Wearing a disposable (dental) mask helps prevent 

infection with COVID-19. 

74.0%(±0.44) 6 

8 To prevent COVID-19, it is better than washing with soap 

for more than 30 seconds under running water with hand 

sanitizer. 

50.9%(±0.50) 7 

5 Antibiotics are the primary treatment for COVID-

19. 

48.3%(±0.50) 8 

1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in Korea is 5 

percent and higher than SARS. 

47.4%(±0.50) 9 

6 COVID-19 confirmed people can go to school/work 

right after the quarantine is lifted. 

42.2%(±0.49) 10 

 Average score(0-10) 7.06(±1.56)  
* If correct: 1 point, if incorrect or unknown: 0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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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불안 정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불안 점수는 총점 45점 

만점에 평균 34.91점(±3.99)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은 45점, 최저점은 15점이었다.  

가장 불안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8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협이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친 정도였으며 5점 만점에 평균 

4.43(±0.7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협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계획에 영향을 미친 정도와 9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협이 감염예방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각각 5점 만점에 평균 4.30(±0.74)점, 

4.10(±0.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안 점수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4번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속도를 묻는 문항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26(±0.84)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5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과 2번 본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 각각 5점 

만점에 평균 3.50(±0.73)점, 3.79(±0.72)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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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xiety of COVID-19 

(N=1,060) 

No. Item (1 point to 5 points each) Mean(±SD) 

1 To what extent are you concerned about the 

coronavirus? 

3.82(±0.74) 

2 How likely is it that you could becom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3.79(±0.72) 

3 How likely is it that someone you know could becom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3.90(±0.65) 

4 How quickly do you believe contamination from the 

coronavirus is spreading in KOREA? 

3.26(±0.84) 

5 How much exposure have you had to information 

about the coronavirus? 

3.50(±0.73) 

6 If you did becom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to 

what extent are you concerned that you will be 

severely ill? 

3.81(±0.87) 

7 To what extent has the threat of the coronavirus 

influenced your decisions to be around people? 

4.30(±0.74) 

8 To what extent has the threat of the coronavirus 

influenced your travel plans? 

4.43(±0.77) 

9 To what extent has the threat of the coronavirus 

influenced your use of safety behaviors (e.g., hand 

sanitizer)? 

4.10(±0.72) 

 Average score (9-45) 34.91(±3.99) 
*1 : Not at all, 2 : Only a little 3 : To some extent 4 : Rather much 5: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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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 정도에 대한 점수는 

Table 5와 같다. 원도구에서 측정한 방식과 동일하게 6번 ‘잘 모르겠다’ 

응답문항은 점수에서 제외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총점은 최저 

7점에서 최대 35점으로 대상자의 백신접종 의향 점수 평균은 

25.71점(±5.60)으로 나타났다.  

7개의 문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에 대한 평가 문항이 

884명(83.4%)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평균 4.11점(±0.72)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649명(61.2%)이 ‘백신을 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면 접종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평균 3.72(±0.89)점, 631명(59.5%)이 ‘백신 제공 시 

접종할 것이다’로 응답하여 평균 3.71(±1.0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의 35.6%(377명)는 ‘가족이나 친구가 백신접종을 고려 시 

관련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평균 

3.36(±0.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55.8%(591명)가 

‘백신접종 의향이 있다’고 표현하였으나, 평균 3.37(±1.06)점으로 문항 중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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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ntion to COVID-19 Vacccinate 

Item 
Mean(±SD) 

(n=respondents excluding item 6) 

1. Would you take a COVID-19 vaccine 

(approved for use in KOREA) if 

offered? 

3.71(±1.00) 

(n=1,040) 

2. If there is a COVID-19 vaccine 

available: 

3.53(±0.98) 

(n=1,041) 

3. I would describe my attitude towards 

receiving a COVID-19 vaccine as: 

3.48(±0.86) 

(n=1,037) 

4. If a COVID-19 vaccine was available at 

my local pharmacy, I would: 

3.72(±0.89) 

(n=971) 

5. If my family or friends were thinking of 

getting a COVID-19 vaccination, I 

would: 

3.36(±0.92) 

(n=1,006) 

6. I would describe myself as: 3.37(±1.06) 

(n=1,014) 

7. Taking a COVID-19 vaccination is: 4.11(±0.72) 

(n=1,019) 

Total score (7-35) 25.71(±5.60) 

 

 

 

 

 

 

 

 

 

 

 

 



- 44 - 

 

4)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는 

Table 6과 같다.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의 점수는 총 40점 만점에 평균 

31.09점(±4.89점)으로 최저 11점, 최대 40점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실천도를 보인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셨습니까?’로 5점 만점에 평균 4.78±(0.56)점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평소보다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의 문항이 4.04(±0.84)점,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평소보다 외출(모임, 친구와의 약속, 

여행 등)을 삼가셨습니까?’의 문항이 4.01(±0.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실천도를 보인 문항은 개인 위생 영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예: 

휴대전화, 책상, 문고리 등)을 자주 소독하셨습니까?’로 5점 만점에 평균 

3.18(±1.06)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셨습니까?’로 5점 만점에 평균 3.54(±1.25)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개인위생 영역이 평균 3.97(±0.61)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역의 평균 3.80(±0.78)점 보다 높은 실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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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practice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s related to   

COVID-19 

(N=1,060) 

Area No. Item (1 point to 5 points each) Mean(±SD) 

Social 

distancing 

 

1 Have you avoided face-to-face contact 

(friends, family, colleagues, strangers, etc.) 

to prevent COVID-19 in the past week? 

3.71(±0.90) 

 2 In the past week, have you stayed at home 

longer to prevent COVID-19? 

3.91(±0.94) 

 3 In the past week, have you refrained from 

going out more than usual (gathering, meeting 

with friends, traveling, etc.) to prevent 

COVID-19? 

4.01(±0.89) 

 4 Have you reduced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to prevent COVID-19 in the 

past week? 

3.54(±1.25) 

Personal 

hygiene 

5 Have you washed your hands more often than 

usual in the past week to prevent COVID-19?  

4.04(±0.84) 

 6 In the past week, have you frequently 

disinfected items (e.g., mobile phones, desks, 

doorknobs, etc.) used to prevent COVID-19? 

3.18(±1.06) 

 7 Have you been wearing a mask when you go 

out for the past week to prevent COVID-19? 

4.78(±0.56) 

 8 In the past week, have you followed dietary 

hygiene, such as using personal dishes, to 

prevent COVID-19? 

3.88(±0.95) 

  Total score (8-40) 31.09(±4.89) 

*1 : Not at all, 2 : Only a little 3 : To some extent 4 : Rather much 5: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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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성별, 연령, 동거유형, 만성질환 유무, 정신적 건강상태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2.170, p=.03), 

20대 보다 40대, 50대, 60대의 연령대에서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고, 

30대보다는 50대와 60대의 연령대에서 백신접종 의향이 높았으며, 

40대보다는 60대의 연령대에서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6.658, p<.001). 동거유형에서는 부모님(t=-4.568, p<.001), 

형제(t=-3.715, p<.001), 조부모(t=-2.456, p=.014)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t=5.882, p<.001), 자녀(t=5.195, p<.001)와는 함께 사는 

경우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t=-2.055, p=.040),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에 비해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7.692, p<.0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에 따른 백신접종 의향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획득의 원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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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삶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3.702, p=.0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가 인터넷이나 기타(공식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아는 사람 등) 종류에 비해 백신접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F=11.5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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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tention to COVID-19 vaccinat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060)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Sex Male 

Female 

26.09(±5.75) 

25.28(±5.39) 
2.170 .03* 

Age (years old) 19-29a 

30-39b 

40-49c 

50-59d 

60-69e 

22.60(±5.46) 

23.99(±5.69) 

25.72(±5.27) 

27.29(±4.93) 

27.61(±5.31) 

26.658 

<.001* 

(a<c,d,e 

b<d,e 

c<e) 

Education level Up to high school 

Bachelor’s degree 

Graduate school or higher 

26.11(±5.49) 

25.66(±5.56) 

25.33(±6.04) 
0.733 .481 

Living 

arrangements 

(multiple 

responses) 

Parents Yes 

No 

24.17(±5.77) 

26.19(±5.46) 
-4.658 <.001* 

Brothers/Sisters Yes 

No 

23.61(±5.62) 

25.94(±5.55) 
-3.715 <.001* 

Spouse Yes 

No 

26.55(±5.37) 

24.29(±5.70) 
5.882 <.001* 

Child(ren) Yes 

No 

26.69(±5.22) 

24.79(±5.79) 
5.195 <.001* 

Grandparents Yes 

No 

19.60(±6.19) 

25.75(±5.58) 
-2.456 .014* 

Living alone Yes 

No 

24.87(±5.29) 

25.84(±5.63) 
-1.733 .083 

Other(friend, etc.) Yes 

No 

24.86(±5.91) 

25.73(±5.60) 
-0.577 .564 

Residential area Seoul 

Incheon/Gyeonggi 

Gangwon 

Daejeon/Sejong/Chungche

ong Gwangju/Jeolla 

Daegu/Gyeongbuk 

Busan/Ulsan/Gyeongnam 

Jeju 

25.61(±5.43) 

25.26(±5.84) 

25.77(±4.46) 

25.65(±6.37) 

27.39(±4.94) 

25.47(±5.44) 

25.89(±5.33) 

27.10(±5.24) 

1.434 .188 

Socioeconomic 

status 

High 

Average 

Low 

25.83(±6.22) 

26.11(±5.35) 

25.28(±5.68) 

2.257 .105 

Chronic disease No 

Yes 

25.49(±5.56) 

26.35(±5.67) -2.055 .040* 

Number of 

chronic disease 

One 

Two 

Three or more 

26.48(±5.68) 

25.95(±5.06) 

26.45(±8.57) 

0.190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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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Physical health 

status 

Poor 

Average 

Good 

25.10(±6.70) 

25.61(±5.27) 

26.37(±5.61) 

2.419 .090 

Mental health 

status 

Poora 

Averageb 

Goodc 

23.98(±5.96) 

25.46(±5.44) 

26.36(±5.57) 

7.692 
<.001* 

(a<c)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

19  

Disagreea 

Neither agree  

nor disagreeb 

Agree c 

26.91(±5.54) 

25.77(±5.54) 

25.43(±5.61) 

3.702 

 

.025* 

(a>c) 

Experience 

testing for 

COVID-19 

No 

Yes 

25.69(±5.71) 

25.79(±5.22) 
-0.241 

 

.810 

 

An acquaintance's 

experience testing 

for COVID-19 

No 

Yes 

25.86(±5.54) 

25.61(±5.64) 0.659 

 

.510 

 

An acquaintance's 

confirmed 

experience 

of  COVID-19 

No 

Yes 

25.75(±5.68) 

24.84(±5.38) 
1.349 

 

 

.178 

 

 

An acquaintance’s 

self-quarantine 

experience with 

suspected 

COVID-19 

symptoms 

No 

Yes 

25.81(±5.59) 

25.16(±5.66) 
1.232 

 

 

 

 

.218 

 

 

 

 

Sources of key 

information on 

COVID-19 

Mass mediaa 

Internetb 

Othersc 

26.43(±5.27) 

24.69(±5.92) 

24.36(±5.84) 

11.587 
<.001* 

(a>b,c)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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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성별, 동거 유형, 정신적 건강상태가 있었다. 

이 중, 정신적 건강상태는 Tukey의 사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5.177, p<.001),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t=2.633, p=.009) 혼자살고 있지 않은 경우(t=-2.133, p=.033),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에 비해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3.253, p=.03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 변수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삶의 제약이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18.2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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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actice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s related to COVID-19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060)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Sex Male 

Female 

30.33(±4.98) 

31.87(±4.68) -5.177 <.001* 

Age 19-29 

30-39 

40-49 

50-59 

60-69 

30.82(±5.06) 

31.28(±5.26) 

31.07(±4.77) 

31.20(±4.86) 

31.04(±4.56) 

0.254 .907 

Education level Up to high school 

Bachelor’s degree 

Graduate school or higher 

31.49(±4.94) 

31.01(±4.86) 

30.81(±5.02) 
0.984 .374 

Living 

arrangements 

(multiple 

responses) 

Parents Yes 

No 

30.89(±5.33) 

31.16(±4.72) 
-0.736 .462 

Brothers/Sisters Yes 

No 

30.75(±5.56) 

31.14(±4.80) 
-0.849 .396 

Spouse Yes 

No 

31.43(±4.62) 

30.61(±5.23) 
2.633 .009* 

Child(ren) Yes 

No 

31.34(±4.60) 

30.87(±5.12) 
1.557 .120 

Grandparents Yes 

No 

31.22(±6.32) 

31.09(±4.88) 
0.083 .934 

Living alone Yes 

No 

30.25(±5.35) 

31.21(±4.82) 
-2.133 .033* 

Other(friend, etc.) Yes 

No 

31.00(±4.40) 

31.09(±4.90) -0.074 .941 

Residential area Seoul 

Incheon/Gyeonggi 

Gangwon 

Daejeon/Sejong/Chungche

ong Gwangju/Jeolla 

Daegu/Gyeongbuk 

Busan/Ulsan/Gyeongnam 

Jeju 

30.86(±4.92) 

31.06(±4.88) 

31.55(±5.02) 

31.95(±4.65) 

30.81(±5.69) 

30.51(±4.67) 

31.24(±4.58) 

31.42(±5.87) 

0.888 .515 

Socioeconomic 

status 

High 

Average 

Low 

31.22(±4.73) 

31.12(±4.75) 

31.03(±5.08) 
0.077 .926 

Chronic disease No 

Yes 

31.24(±4.84) 

30.64(±5.04) 1.740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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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Number of 

chronic disease 

One 

Two 

Three or more 

30.69(±4.91) 

30.28(±5.06) 

31.67(±4.48) 

0.413 .662 

Physical health 

status 

Poor 

Average 

Good 

30.48(±4.97) 

31.08(±4.93) 

31.49(±4.71) 

2.039 .131 

Mental health 

status 

Poora 

Averageb 

Goodc 

30.23(±5.74) 

30.92(±5.02) 

31.45(±4.53) 

3.253 
.039* 

(a<c)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

19  

Disagreea 

Neither agree  

nor disagreeb 

Agree c 

29.40(±5.24) 

30.30(±5.05) 

31.74(±4.63) 

18.275 

 
<.001* 
(a,b<c) 

Experience 

testing for 

COVID-19 

No 

Yes 

31.17(±4.96) 

30.81(±4.67) 
0.976 

 

.329 

 

An acquaintance's 

experience testing 

for COVID-19 

No 

Yes 

31.31(±4.70) 

30.92(±5.03) 1.268 

 

.205 

 

An acquaintance's 

confirmed 

experience 

of  COVID-19 

No 

Yes 

31.03(±5.04) 

30.35(±4.93) 
1.219 

 

 

.223 

 

 

An acquaintance’

s self-quarantine 

experience with 

suspected 

COVID-19 

symptoms 

No 

Yes 

31.12(±4.88) 

30.91(±5.01) 0.488 

 

 

 

.625 

 

 

 

Sources of key 

information on 

COVID-19 

Mass media 

Internet 

Others 

31.23(±4.86) 

30.97(±4.83) 

30.50(±5.42) 

0.960 .38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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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불안,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의 관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불안,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는 백신접종 

의향, 지식 및 불안과 각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과 백신접종 의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68, p=.0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과 관련 지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13, p<.0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과 불안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4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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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xiety, intention to vaccinat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bout COVID-19 

  (N=1,060) 

Area Knowledge 

r(p) 

Anxiety 

r(p) 

Intention to 

vaccinate 

r(p) 

Preventive 

health behaviors 

r(p) 

Knowledge 1    

Anxiety .143**(<.001) 1   

Intention to 

vaccinate 
.017(.584) .021(.486) 1  

Preventive 

health behaviors 
.113**(<.001) .440**(<.001) .068*(.028)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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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10과 같다. 

백신접종 의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동거유형(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 조부모), 만성질환 유무, 정신적 건강상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 정보 획득의 원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 불안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7.885, p<.001)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가 

1.036~3.142로 10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p=.003), 연령(p<.001), 정신적 

건강상태(p=.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p=.031), 

정보획득의 원천(p=.004), 불안(p=.003)이 백신접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한 표준화계수(β)를 확인한 

결과 연령에서는 40대(β=.192), 50대(β=.305), 60대(β=.299), 정신적 

건강상태(β=.127)가 양수로서 20대에 비해 40대, 50대, 60대가 백신접종 

의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 좋은 경우 

백신접종 의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성별(β=-.09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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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인한 삶의 제약(β=-.102), 정보획득의 원천(β=-.093)은 음수로서 

여자에 비해 남자가 백신접종 의향이 높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백신접종 의향이 높으며, 인터넷에 비해 대중매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 백신접종 의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성별, 연령, 동거유형, 만성질환 유무, 정신적 건강상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 정보 획득의 원천, 지식, 불안에 

의해 백신접종 의향이 설명되는 설명력은 1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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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COVID-19 vaccinate 

 (N=905) 

*p<.05 

Independent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1.873 10.019 <.001 

Sex     

  Male(reference)     

Female -.096 0.357 -3.011 .003* 

Age     

  19-29(reference)     

  30-39 .080 0.652 1.806 .071 

  40-49 .192 0.701 3.672 <.001* 

  50-59 .305 0.713 5.590 <.001* 

  60-69 .299 0.738 5.616 <.001* 

Living arrangements      

  Parents No(reference)     

          Yes -.044 0.527 -1.099 .272 

 Brothers/Sisters No(reference)     

                   Yes .031 0.717 0.823 .411 

  Spouse No(reference)     

          Yes -.014 0.534 -0.294 .768 

Child(ren) No(reference)     

Yes .042 0.465 1.004 .316 

Grandparents No(reference)     

Yes -.055 2.388 -1.726 .085 

Chronic disease     

No(reference)     

Yes -.009 0.411 -0.263 .793 

Mental health status     

Poor(reference)     

Average .090 0.611 1.658 .098 

Good .127 0.619 2.311 .021*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reference)     

Neither agree nor disagree -.079 0.600 -1.741 .082 

Agree -.102 0.548 -2.158 .031* 

Sources of key information on 

COVID-19 

  
  

Mass media(reference)     

Internet -.093 0.393 -2.860 .004* 

Others -.052 0.670 -1.602 .109 

Knowledge .016 0.118 0.498 .619 

Anxiety .098 0.046 2.930 .003* 

adj.R2=.126, F=7.88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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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11과 같다.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동거유형(배우자, 

혼자), 정신적 건강상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 불안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3.378, p<.001)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가 

1.017~3.030으로 10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p<.001), 정신적 건강상태(p=.016), 

불안(p<.001)이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한 표준화계수(β)를 확인한 결과 

성별(β=.115), 정신적 건강상태(β=.115)가 양수로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이 높으며,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 좋은 경우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이 높음을 

나타낸다.  

성별, 동거유형, 정신적 건강상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 지식, 불안에 의해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이 설명되는 설명력은 

2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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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ssociated with COVID-19 

(N=1,060) 

Independent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1.346 8.009 <.001 

Sex     

  Male(reference)     

Female .115 0.269 4.200 <.001* 

Living arrangements     

Spouse No(reference)     

Yes .058 0.306 1.866 .062 

Living alone No(reference)     

Yes -.013 0.452 -0.410 .682 

Mental health status     

Poor(reference)     

Average .058 0.464 1.225 .221 

Good .115 0.466 2.422 .016*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reference)     

Neither agree nor disagree .019 0.458 0.469 .639 

Agree .070 0.415 1.718 .086 

Knowledge .042 0.087 1.495 .135 

Anxiety .403 0.035 13.943 <.001* 

adj.R2=.216, F=33.378,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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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점은 최저 7점에서 최대 35점에서 평균 25.71점(±5.60)으로 중립보다 

약간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xford COVID-19 vaccine 

hesitancy scale을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였기에 국내 비교자료는 없었으며, 

Freeman 등(2020)의 연구에서 백신에 대한 기피 정도의 평균 점수는 

13.6점(±7.3)으로 백신접종 의향 정도의 점수로 변환하면 21.4점으로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백신접종 의향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종류의 백신은 아니지만, 매년 유행하는 독감 예방 백신접종에서도 

유사하게, 가장 최근 통계 결과인 201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접종률은 85.1%로 OECD 국가 1위이며, 영국(72.0%)에 비해 높게 

나타나(OECD, 2021),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Freeman 등(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대중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구의 상당 비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매우 의심하거나 거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백신에 대한 수용과 신뢰가 

취약하여 비교적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백신접종 

시기가 달라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도구로 여러 나라 간의 백신접종 의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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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의향에 대해 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한 국내외 연구가 별로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단순한 백신접종 의향 정도만을 조사한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해보았을 때 약 73.5%, 영국 

71.7%(Freeman et al., 2020), 중국 83.8%(Chen et al., 2020), 그리스 

57.7%(Kourlaba et al., 2021), 미국 69%(Reiter et al., 2020), 호주 

79.6%(Faasse & Newby, 2020)으로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에 대한 연구자체가 해외 

연구에 비해 많이 없어 이전의 다른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47.0%(Jun, 2010), 

59.0%(Choi & Kim, 2016), 75.1%가 접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Park, 2012). 이와 비교해보았을 때, 예전에 비해 

백신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비율이 비슷하거나 낮은 원인으로는, 전례에 없던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어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 혹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Fisher et al., 2020)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p<.001)이 유효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백신접종 의향이 

더 높음을 나타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202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령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고위험군 및 취약집단에 

속하며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에서 노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Kim, 

2020)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의 경우 심혈관, 암 등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으며 건강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Jorda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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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획득의 주요 원천(p=.004)에서 

대중매체는 백신접종 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스의 연구(Kourlaba et al., 2021)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소스가 백신을 접종하려는 의지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 매체가 소셜 미디어, 

인터넷 등의 기타 다른 원천보다 백신접종에 대한 의지가 더 높게 나왔으며, 

영국과 터키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연구(Salali & Uysal, 2020)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듣고, 읽는 빈도는 

백신접종에 대한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도 주요 정보원천으로 대중매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Hwang et al., 2017). 특히, 대중매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관련 정보원이며 새로운 질병이 대두되었을 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됨을 알 수 있다(Lee, 2007).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백신접종에 대한 거부 또는 기피로 백신접종율을 오히려 낮출 수 

있으므로(Nyhan et al., 20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신력 있고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p=.031) 또한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해보았을 때(Appendix 1, 2), 삶의 제약(p=.021)은 여자에게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제약을 느끼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백신접종 의향을 파악한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삶의 제약에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지역사회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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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인 측면의 제약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판데믹 시대에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과 이 중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다른 감염병 백신접종 전략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신적 건강상태(p=.021)와 

불안(p=.003)은 백신접종 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관련 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백신접종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Salali & Uysal, 2020)와 일치하며, 이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불안의 적응적 기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Nesse, 2005). 이와 

유사하게 Detoc 등(2020), Reiter 등(2020), Salali와 Uysal(2020), Ward 

등(2020), Wong 등(2020), Gagneux-Brunon 등(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인지된 감염의 위험성을 

높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의 수용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28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였을 때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 평균 67%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87%로 이탈리아(90%)에 

버금가는 것으로 볼 때(Gallup, 2020), 정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염병 발생 시 대중이 경험하는 불안과 그 외 정신적 문제는 흔히 

나타나지만 중요한 점은 대중의 정신건강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진자 

수보다 개별 사회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는 백신접종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감소시키기 어렵고 개인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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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에서 성별(p=.003)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백신접종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Appendix 1,2). 이는 국외의 코로나 백신접종 의향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reeman et al., 2020; Detoc et al., 

2020; Dror et al., 2020; Faasse et al., 2020; Fisher et al., 2020).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합병증,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남자의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된다(Galbadage et al., 2020). 또한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 

의도를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백신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Bish et al., 2011; Schwarzinger et al., 2010; Syps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은 백신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Kourlaba 등(2021), Reiter 

등(2020), Earnshaw 등(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백신접종 의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대중은 전례에 없던 판데믹 감염병을 겪으면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식보다는 정신적 상태와 불안이 더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백신 및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통한 지식만으로는 백신에 대한 

수용과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여(Jarrett et al., 2015; Sadaf et al., 2013) 

백신접종 의향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선행 논문에서 지식은 백신에 대한 지식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에 대한 지식으로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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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의향의 관련성에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에 대한 지식과 백신접종 의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백신접종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 

자료이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행동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Obradovich & Guender, 2016)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의 중요성과 이익을 강조하여 백신접종이 궁극적으로 판데믹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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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 총 40점 만점에 평균 31.09점(±4.89점)으로 보통 이상의 

실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역 보다 개인위생 영역에서 높은 

실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등(2020)의 

연구에서는 20.70점(±6.82)에 비해 약 10점 이상의 높은 실천도를 보였다. 

Park 등(2020)의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에 시행되었고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1년이 지난 

후에 시행되어 초기에 비해 관련 국내 대응지침과 방역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험에 적응하며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 결과에서 개인 위생 

영역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항은 4.78점(±0.56), 사회적 거리두기 

영역에서 평소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문항은 4.01점(±0.89)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무화하거나 강제성이 개입되어야 예방적 건강행위를 비교적 잘 실천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77.7점이었다. 그룹 별 예방행위 순위를 보면, 코로나의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마스크 사용 행위 수준을 파악한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96.8점을 나타냈으며(Han & Park, 2021), 김용범 

등(2021)의 연구에서 시행한 결과에서 81.9점, Jeong과 Hong(2020)의 

연구에서 79.6점, Hwang과 Lee(2020)의 연구에서 81.2점, Kim 등(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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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85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Seo와 Choi(2020)의 연구에서는 60.8점으로 비교적 낮은 

실천도를 보였다. Kim 등(2021)의 연구에서 88.3점, Yoon(2020)의 

연구에서 91.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예방적 

건강행위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Kim et al., 2021)과 간호사(Yoon, 

2020)이기에 의료계열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예방 행위 실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터키의 경우 74.8점(Yıldırım et al., 2021), 에티오피아의 

경우 Girma 등(2020)의 연구에서는 67.8점, 파키스탄의 경우 Haq 등(2020)의 

연구에서는 74.8점, 베트남의 경우 Nguyen 등(2020)의 연구에서는 83.7점으로 

나타나 동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연구(Bezerra et al., 2020)에서 손 위생 수행률은 

46.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하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 수행률을 조사한 결과, 28개국 성인 중 78%가 '손을 더 

자주 씻는다'고 답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소독제 사용'이 각각 54%, 

'마스크 착용' 33%, '장갑 착용' 15%, '자가 격리' 1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마스크 착용' 94%, '손을 더 자주 씻음' 92%, '사회적 거리두기' 85%, 

'손 소독제 사용' 73%, '장갑 착용' 18%, '자가 격리' 12%로, 예방적 행동들의 

수준이 대체로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률은 

28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Gallup,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p<.001)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서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감염예방을 위한 건강행위 실천도가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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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Park et al., 2021; Hwang & Lee, 2020; Wong et al., 2020) 결과와 

일치한다. 이전 메르스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서도 불안은 예방적 건강행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Yoon et al., 2017; Kim et al., 

2016). 그러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진 

연구(Leung et al., 2003)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불안이 완화된다는 연구(Solomou & Constantinidou, 2020; 

Zhao et al., 2020)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수준에 따른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파악하여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서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성별(p<.001)이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Jeong & Hong, 2020; Zhao et al., 

2020; Bronfman et al., 2021).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화장실에서 

손 위생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더 자주 위생적인 행동을 

하고(Johnson et al., 2003)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심각성과 감수성이 

높아 예방 행위의 효과에 대한 신념과 더 높은 수준의 불안 등이 판데믹 

상황에서 예방적 행위의 실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Galasso et al., 2020; 

Bish & Michie, 2010). 또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빨리 의학적 

도움을 찾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과(Thompson et al., 2016)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Bronfman et al., 2021)도 

여성의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Seo와 Choi(2020)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예방행위 실천도가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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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추후 동일한 도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의 영향 요인에서(Appendix 3,4) 

남자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이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남성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자의 경우 배우자의 영향 요인이 있었는데 

이는 Jeong과 Hong의 연구(2020), Kwon과 You(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감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 배우자가 

중요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파트너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며, 가족이 지지자원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감염병 유행 시 성별에 따른 대처 방안이나 실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하며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 배우자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통해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여 전략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은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과 상관관계는 있었지만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aqlain et al., 2020; Zhong et al, 2020; Hwang & 

Lee, 2020), 중동호흡기증후군(Park et al., 2018; Choi et al., 2015; Choi, 

2015; Lee, 2015) 및 신종인플루엔자(Choi et al., 2010; Park & Kim, 

2010)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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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향상이 반드시 행위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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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간호학적 국내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파악하였으며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일반화가 가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이 일반인에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 백신접종 의향 정도뿐 아니라 관련요인과 

예방적 건강행위 수준을 함께 파악한 연구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였으며, 

많은 표본으로 국내 자료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이 국내에서 승인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였으므로, 현 상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형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비교하기 위한 국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72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인구비례할당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지만, 온라인 설문이 

가능한 사람들만 시행하여 온라인 설문이 불가능한 대상자들까지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문항은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불안 및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도구는 번역 및 

역번역의 과정을 거치고 한국어 적절성을 검토하여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 국내에서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아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에 대한 

문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에 대한 지식이 1문항 밖에 

포함되지 않아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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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Pender(1996)의 

건강증진모델에 기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에 대한 백신접종 의향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확인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백신이 

일반인에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백신접종 의향 정도뿐 아니라 

관련요인과 예방적 건강행위 수준을 함께 파악한 연구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였으며, 많은 표본으로 국내 자료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은 약간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예방적 

건강행위의 수준 또한 보통 이상의 높은 실천도를 나타냈다. 성별, 연령, 

불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변수로서, 현재까지 비교 가능한 변수가 없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별과 불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식은 

백신접종 의향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모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으로서 이에 대한 질병, 백신, 예방적 건강행위 

등을 포함한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결과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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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정보보다는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백신접종과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하는데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 정도를 파악한 것은 국민의 백신접종 시작과 수용을 위해 중요하며,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를 파악한 것은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형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국민의 현재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대한 백신접종율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이 증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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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이 일반인들에게 확대된 후, 백신접종 

의향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의 설명력은 12.6%였으므로, 성별, 연령, 정신적 건강상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삶의 제약, 정보획득의 원천, 불안의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성별에 따른 백신접종 의향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맞는 백신접종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의 설명력은 21.6%였으므로, 성별, 정신적 

건강상태, 불안의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성별에 따른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맞는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과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의 관련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와 백신접종과 

예방적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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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men's intention to COVID-19 

vaccinate 
(N=482) 

Independent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2.440 6.848 <.001 

Age     

  19-29(reference)     

  30-39 .114 0.914 1.862 .063 

  40-49 .214 1.013 2.872 .004* 

  50-59 .350 1.027 4.595 <.001* 

  60-69 .309 1.072 4.213 <.001* 

Living arrangements     

  Parents No(reference)     

          Yes -.082 0.704 -1.541 .124 

  Brothers/Sisters No(reference)     

                   Yes .047 0.990 0.934 .351 

Spouse No(reference)     

 Yes -.023 0.870 -0.322 .748 

Child(ren) No(reference)     

Yes .130 0.700 2.129 .034* 

Grandparents No(reference)     

Yes -.039 3.817 -0.917 .360 

Chronic disease     

No(reference)     

Yes .006 0.557 0.138 .890 

Mental health status     

Poor(reference)     

Average .104 0.850 1.414 .158 

Good .128 0.863 1.717 .087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reference)     

Neither agree nor disagree -.065 0.808 -1.074 .283 

Agree -.075 0.735 -1.198 .231 

Sources of key information  

on COVID-19 

  
  

Mass media(reference)     

Internet -.092 0.541 -2.056 .040* 

Others -.033 0.887 -0.738 .461 

Knowledge -.014 0.157 -0.321 .749 

Anxiety .132 0.063 2.932 .004* 

adj.R2=.158, F=6.022,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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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women's intention to COVID-19 

vaccinate 
(N=423) 

Independent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2.987 6.873 <.001 

Age     

  19-29(reference)     

  30-39 .038 0.970 0.566 .571 

  40-49 .171 1.003 2.217 .027* 

  50-59 .255 1.027 3.093 .002* 

  60-69 .275 1.062 3.369 .001* 

Living arrangements     

  Parents No(reference)     

          Yes -.013 0.818 -0.207 .836 

  Brothers/Sisters No(reference)     

                   Yes .018 1.077 0.303 .762 

Spouse No(reference)     

        Yes -.041 0.689 -0.660 .510 

Child(ren) No(reference)     

Yes -.052 0.645 -0.874 .383 

Grandparents No(reference)     

Yes -.085 3.155 -1.728 .085 

Chronic disease     

No(reference)     

Yes -.015 0.621 -0.307 .759 

Mental health status     

Poor(reference)     

Average .067 0.897 0.808 .420 

Good .119 0.903 1.431 .153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reference)     

Neither agree nor disagree -.116 0.913 -1.642 .101 

Agree -.171 0.832 -2.319 .021* 

Sources of key information  

on COVID-19 

  
  

Mass media(reference)     

Internet -.080 0.585 -1.622 .106 

Others -.083 1.056 -1.703 .089 

Knowledge .043 0.182 0.903 .367 

Anxiety .063 0.070 1.262 .208 

adj.R2=.083, F=3.134,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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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men ’ s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ssociated with COVID-19 

(N=541) 

Independent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1.705 4.128 <.001 

Living arrangements     

Spouse No(reference)     

 Yes .019 0.426 0.463 .644 

Living alone No(reference)     

Yes .014 0.630 0.338 .736 

Mental health status     

Poor(reference)     

Average .058 0.635 0.922 .357 

Good .123 0.636 1.929 .054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reference)     

Neither agree nor disagree .053 0.597 1.028 .305 

Agree .114 0.538 2.159 .031* 

Knowledge .071 0.113 1.874 .061 

Anxiety .481 0.047 12.343 <.001* 

adj.R2=.281, F=27.412,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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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women ’ s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ssociated with COVID-19 

(N=519) 

Independent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2.187 7.882 <.001 

Living arrangements     

Spouse No(reference)     

        Yes .095 0.439 2.047 .041* 

Living alone No(reference)     

Yes -.036 0.647 -0.785 .433 

Mental health status     

Poor(reference)     

Average .043 0.679 0.588 .557 

Good .101 0.684 1.395 .164 

Life constraints due to 

COVID-19 

  
  

Disagree(reference)     

Neither agree nor disagree -.034 0.709 -0.530 .596 

Agree .017 0.642 0.265 .791 

Knowledge -.005 0.137 -0.109 .913 

Anxiety .313 0.054 7.180 <.001* 

adj.R2=.111, F=9.045,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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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A Study on the description and a consent form 

대 상 자 설 명 문 

연구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식, 불안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석사 과정생 이재미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된 지식, 불안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를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불안,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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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9 년 12 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에서 최초로 확인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세계적 대유행 

‘판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현재 치료제가 

없고 백신은 일부 개발되었으나 상용화되지 않아 개인 수준에서의 예방이 최우선이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대증요법을 통한 증상 완화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상황과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확한 지식 형성과 빠른 전파 속도와 확진자의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최근 무증상 감염의 증가와 

불명확한 감염 경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 가능성 

감소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은 부적절한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감염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거짓 뉴스를 퍼뜨려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의 발생과 2 차, 3 차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식, 불안, 예방적 

건강행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국내 선행연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연구는 석사 

학위 논문으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 세 이상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불안,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약 1,060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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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 분에 걸쳐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전체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2022 년 02 월 28 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기준 :  

- 만 19 세 이상의 성인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 컴퓨터, 태블릿, 핸드폰 등 전자 장비 사용이 가능한 자 

 

제외기준 :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을 받은 자 

-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한 자 

- 지난 1 년 간 정신 건강 질환을 앓은 자(불안, 우울 등)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게 되면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연구의 방법은 설문과 같습니다. 

귀하는 총 50 문항 분량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설문조사에는 총 15-

20 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문항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만19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식, 불안,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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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판데믹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침 혹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귀하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하여 귀하는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www.mois.go.kr),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796, 044-202-1839), 질병관리청(www.kdca.go.kr),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전국 공통 정신건강 상담전화 24 시간 운영(1577-

0199)을 참고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시 귀하는 설문 참여로 인한 피로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로와 같은 불편감을 느낄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설문 작성 완료 시 3,000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례비는 귀하의 연구 참여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 도중 귀하께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거나 또는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료된 방문에 한해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 105 -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만 19 세 이상 일반 성인들의 

COVID-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성(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의 획득 원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경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 등)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나이, 학력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는 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사용되며, 수집된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 4 조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4) 수집된 정보의 이용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집된 자료는 

추후 이차자료분석 등의 학술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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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의 설문 응답 결과 또한 설문 응답 종료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 년간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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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이재미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3280 

24 시간 연락처 : 010-8851-2170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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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지식, 불안 및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문이 시작됩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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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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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Result of IRB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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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Permission to use survey instruments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백신접종 의향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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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적 건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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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ntion to Vaccinat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gainst COVID-19 

 

                                                        Lee, Jae M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s: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is an ongoing 

pandemic since March 2020. Some corona vaccines have been developed, and they 

need to be administered to the masses to control the infections since there are no 

available treatment option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 intention and 

preventive health practices is emphasized.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intention to vaccinat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gainst COVID-19 and associated factors in adults aged 

≥19 years.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We conducted a structured online survey of 1,060 adults aged 

≥19 years except medical personnel, confirmed COVID-19 patients, and those who 

could not be questioned online through online panel companies from 10 March to 16 

March 2021. All 1,060 responses were analyzed.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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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d surveys of vaccination intentions, preventive health behaviors, knowledge 

and anxiety regarding COVID-19 using self-reporting methods. We used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for the analysis of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s. 

Results: Adults aged over 19 years showed a slightly more positive tendency than 

neutral with an average of 25.71 points (±5.60), and an average of 31.09 points 

(±4.89) with respect to preventive health behaviors. Factors associated with COVID-

19 vaccination intentions were sex (p=.003), age (p<.001), mental health status 

(p=.021), restrictions due to COVID-19 (p=.031), source of information acquisition 

(p=.004), and anxiety (p=.003); the model explained 12.6% of variation in COVID-

19 vaccination intention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eventive health behaviors 

regarding COVID-19 were sex (p<.001), mental health (p=.016), and anxiety 

(p<.001), and the model accounted for 21.6% of the variation in preventive health 

behaviors.  

Conclusion: Considering the limited and scarce domestic research on COVID-19, this 

study is important to initiate vaccination drives. Data on preventive health practices 

can be used to promote these practices and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Our 

findings can guide policies on COVID-19 vaccination and help to improve vaccination 

rates and preventive health practices by providing the right information on curr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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