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Covid-19 (Coronavirus Desease-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국제공중보건비상사

태를 선포하였고, 이미 20세기말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는 전

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한 사례가 있다(Shim, 2020). 20세기부터 인수

공통 감염병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 메르스(Me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이어 최근 Covid-19에 이르기까지 신종전염병 출현이 지속

되고 있다. 

Covid-19의 지속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와 연관이 있는 서비스 산

업인 뷰티산업의 예비전문가로서 역량을 준비하는 뷰티전공 대학생은 

건강과 사회환경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며, Covid-19에서 지식 

수준은 일반인 보다 높게 요구 되어진다.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를 권고하고, 손 씻기를 권

고하고 있다(Shin, 2019). 이런 행동은 위생행위와 관련이 있다. 위생

이란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며, 개인위생을 

청결히 해서 세균의 전파 및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Kim et 

al., 2012). 부족한 손위생과 개인위생, 가정에서의 위생이 감염성 질

환의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킨다(Kim et al., 2012)..이는 위생행위가 감

염성 질환의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위생행위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ovid-19와 같은 신종전염병의 출현과 장기화로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의료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20). 

Covid-19의 범 유행상황으로 우리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번갈아 가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결과로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Holmes et al., 2020). 또한 Covid-19의 범 유행상황

에서 뷰티전공 대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실습 교과목이 많아 정부의 방

역지침과 대학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단계를 준수하며 수업운영을 

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이에 수반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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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심리적 부담감과 활동의 제한으로 개인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Holmes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하기 위해 대학에서 비대면 원격수업과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

며,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활동의 제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 우울과 외로움이 증가하며, 대학생 시기는 특

별히 취약한 시기이다(Lee, 2020). 또한 대학생 시기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며, 밀집된 강의실에서 학습하는 시기이다. 실습과정과 현

장에서 1차적 대면활동이 많은 뷰티전공 대학생들은 타 전공 대학생

들에 비해 Covid-19에 대한 지식과 위생행위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확인이 더욱더 필요하다. 

Covid-19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대학생의 지식과 예방행

동에 관한 연구(Kim et al., 2021; Kim et al., 2020),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Kim & Kang, 20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행위 영

향요인(Lee et al., 20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지식, 불

안, 예방행위수행정도에 대한 연구(Hwang & Lee, 2020)가 대부분이

었다. 뷰티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Covid-19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Ahn, 2021), 손씻기 지식과 수행의 관계 연

구(Ahn & Park, 2019)연구가 있어 뷰티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ovid-19와 관련된 지식과 위생행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뷰티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지

식과 위생행위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전공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와 정신건강

을 확인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뷰티전공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와 정신건강를 확인한다.

3) 뷰티전공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와 정신건강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뷰티전공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Methods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뷰티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지식, 위

생행위와 정신건강의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 이다.

2. 연구 수집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뷰티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4일에서 6월 11일까지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라 비대면 온라인 설문 참

여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 3.19

를 이용하여 산정 시, 상관관계 양측 검정에서 유의수준(α) 0.05, 보통 

효과크기(f2) 0.30을 기준으로 0.95의 검정력(1-β)을 위해 최소 138명 

이상이 요구 되었다. 설문 응답의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60부를 배

포하였으며 160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응답한 남학생의 수가 적어 통

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남학생 8명을 제외하고 152부를 

분석하였고,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Covid-19에 대한 지식

Covid-19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항은 총 13항으로 구성되었다. 지

식에 대한 문항은 Provenzano et al. (2020)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원 도구를 1차로 한국어로 번역한 후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역학전공 교수 1인, 뷰티전공 교수 1

인이 원 도구와의 일치도를 논의하였다. 뷰티전공 대학생 25명에게 

Pilot Study(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2차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여 문

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2차례의 전문가 회의로 내용 타당

도를 확보하였고, 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97이었다. 도구의 

지식측정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0.81 이었다.

문항의 내용은 Covid-19의 의미와 감염경로, 병인과 증상에 대한 

지식 정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정답'은 1점을 부여하고, '오답'과 '

잘 모르겠다'는 0점을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

출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100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지식문항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86 이었다.

2)위생행위

Covid-19에 대한 위생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Stevenson et al. 

(2009)이 개발한 위생행위(hygiene inventory 23, HI 23)을 Kim et 

al. (2012)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위

생행위는 총 23문항이며, 5개의 하위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행

위는 일반위생 8문항, 가정위생 3문항, 식품관련위생 3문항, 손 위생 

5문항, 개인위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응답은 전혀 1점에서 항상 4점까지 수행빈도를 측정하

여 각 항목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위생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Stevenson et al.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5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0.82이었다.

3)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Zigmond & Snaith 

(1983)이 개발한 도구를 Oh et al. (1999)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사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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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비 정신과 환자의 불안과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로 외국에서는 표준화 되고 타당도 검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척도와

의 비교 검증도 되어 있는 도구이다(Oh et al., 1999).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표준화 되어 타당도 검증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의 정신건강 

측정에 매우 유용하다(Montazeri et al., 2003). 전체 문항 수는 14

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 불안 7문항, 우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상에서 응답한다. 불안과 우울

에서 최고 점수는 21점으로 0-7점 사이는 정상, 8-10점 사이는 경

계선, 11점 이상은 중증으로 구분된다. Oh et al.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불안 0.89, 우울 0.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값은 불안 0.87, 우울 0,83으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 정신건강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KR20, Cronbach's α 

coefficients로 확인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 예방행위, 정신건

강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검정하였다.

-Covid-19에 대한 지식, 예방행위,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 하였다.

-Covid-19관련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확인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지 작성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명 후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 

단계 중 어느 때나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

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설문

조사는 10-15 min 정도 소요되었고, 온라인 설문 조사 후 설문 참여 

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Results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

위, 정신건강

연구 대상자는 2학년이 44명(28.9%)로 가장 많았고 1학년, 3학년

Table 1. Knowledge on COVID-19, hygiene behavior,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52)

Variables Categories N (%)
COVID-19 related knowledge Hygiene behavior Mental health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152 (100.0) 84.70±4.53  3.49±0.34 9.68±3.63

Grade

Freshmana 37 (24.3) 83.43±4.51

5.44 (0.001) 
n/a

3.28±1.28

19.09 (0.000)
n/a

7.30±6.64

10.34 (0.000)
b,c>a,d

Sophomoreb 44 (28.9) 83.14±4.26 3.39±1.37 12.64±6.03

Juniorc 37 (24.3) 85.35±4.64 3.54±1.29 10.76±2.98

Seniord 34 (22.4) 85.11±5.01 3.78±1.13 7.29±3.84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a 67 (44.1) 82.67±4.97
6.68 (0.002) 

a<b,c

3.48±1.24

0.032 (0.254)

17.0±5.15
36.37 (0.000)

a>cAverageb 67 (44.1) 85.07±4.76 3.49±1.39 10.61±4.38

Goodc 18 (11.8) 85.60±5.26 3.51±1.34 6.79±4.75

Part-time job
Yes 40 (26.3) 82.62±4.55

-1.09 (0.276)
3.53±0.29

2.56 (0.000)
10.59±5.82

3.40 (0.001)
No 112 (73.7) 81.93±4.47 3.37±0.42 7.15±4.18

Need for COVID-19 
education

Need 113 (74.3) 84.76±5.56
0.870 (0.386)

3.56±0.31
14.45 (0.000)

9.93±5.75
1.91 (0.194)

Dose not need 39 (25.7) 81.52±4.47 3.21±0.39 8.97±5.28

Mental health 
Anxiety

  

Normal 99 (65.1)

Borderline 43 (28.3)

Sever 10 (6.6)

Depression

Normal 97 (63.8)

Borderline 53 (34.8)

Sever 2 (1.4)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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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7명(24.3), 4학년이 34명(22.4%)의 순이였다. 주관적인 건강인

식에서는 불건강하다고 인식한 군과 보통이다로 인식한 군이 67명

(44.1%)로 나타났고, 건강하다고 인식한 군은 18명(11.8%)로 나타났

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이 112명(73.7%)로 더 많이 나

타났고, Covid-19에 대한 교육의 필요하다는 학생이 113명(74.3%)

로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Covid-19에 대한 지식은 학년(F=5.44, 

p<0.001)과 주관적 건강인식(F=6.68, p<0.002)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서는 집단 분리가 되지 않아 해당 없

음으로 나왔으며, 주관적인 건강인식에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군

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군 보다 Covid-19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

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위생행동은 학년(F=19.09, p<0.000), 아르

바이트를 하는 학생(t=2.56, p<0.000)에게서, Covid-19에 대한 교

육의 필요하다는 학생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생행

동에서 학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서는 집단 분리가 되지 않

아 해당 없음으로 나왔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학년(F=10.34, p<0.000)과 주

관적 건강인식(F=36.37, p<0.000),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t=3.40, 

p<0.001)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사후검증결과 학년에

서는 2학년 3학년이 1학년 4학년에 비해 정신건강이 불건강하였고, 

주관적 건강인식은 불건강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이 건강하다고 인식

하는 학생들보다 정신건강이 불건강하였다(Table 1).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은 하위요인인 불안에서 경계선 군과 심각한 

군이 53명(34.9%)로 나타났고, 우울에서는 경계선 군과 심각한 군이 

55명(36.2%)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 정신건강

연구 대상자들의 Covid-19에 대한 지식은 100점으로 환산 한 결

과 평균 84.7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행동의 전체 평균 점수는 

3.49점이었고, 하위요인은 식품관련 평균 점수가 3.78로 가장 높았

다. 정신건강의 전체 평균 점수는 9.68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불안은 6.91점, 우울은 5.7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와 정신건강의 상

관관계에서는 Covid-19에 대한 지식은 정신건강과 음의 상관관계

(r=-0.192, p<0.000)를 나타내었고, 위생행위도 정신건강의 하위요

인인 불안과 음의 상관관계(r=-0.240, p<0.003)를 나타내었다(Table 

3).

4.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변량 분석

Table 2. Subject's knowledge on COVID-19, hygiene behavior, and mental health                                                             (N=152)

Variables M±SD Range

COVID-19 related knowledge 84.70±4.53 1-100

Hygiene behavior 3.49±0.34 1-4

General hygiene 3.64±1.35  

Household hygiene 3.25±1.08  

Food-related hygiene 3.78±1.32  

Hand hygiene 3.49±1.29  

Personal hygiene 3.20±1.69  

Mental health 9.68±3.65 0-42

Anxiety 6.91±3.12 0-21

Depression 5.77±3.11 0-2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n COVID-19, hygiene practices and mental health                                         (N=152)

Variables
COVID-19 related knowledge Hygiene behavior

R (p) r (p)

COVID-19 related knowledge 1  

Hygiene behavior 0.128 (0.127) 1

Mental health -0.192 (0.000)* 0.140 (0.085)

Anxiety -0.245 (0.000)** -0.240 (0.003)**

Depression -0.301 (0.000)** 0.013 (0.57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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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

수인 학년과 주관적 건강인식, 현재 아르바이트유무와 상관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

였다. 학년과, 주관적 건강인식, 현재 아르바이트 유무 변수는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과 잔차 및 특이 값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독

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19-0.26으로 나타나 0.80이상의 설명

변수가 없어 변수들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가 0.68-0.79로 1.0이하 0.1이상으로 확인되었고, 분

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5-1.44로 나타나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

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오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도 만족하여 회귀식

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Covid-19에 

대한 지식(β=0.122, p<0.002), 주관적 건강인식(β=0.625, p<0.000), 

현재 아르바이트 유무(β=-0.346, p<0.002)가 확인되었다. 이들 변

수들의 설명력은 46.1%로 나타났다(F=26.83, p<0.000).

Discussion

본 연구는 Covid-19에 관한 지식과 위생행위가 뷰티전공 대학생

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Covid-19에 대한 지식은 100

점으로 환산하여 84.7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Ahn 

(2021)의 연구에서는 85점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Provenzano et al., 2020)의 95점 보

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21)의 78.4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뷰티전공의 특성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체 접촉이 많은 서비스와 관련된 실습교과목

이 많아 위생과 보건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되어지고, 또 

다른 이유는 Covid-19의 범 유행의 장기화로 초기에 비해 다양한 미

디어와 학교 교육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습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향후 Covid-19 지식과 관련된 연구가 범 유행의 시기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통한 효과성 등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은 건강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불건강하다로 인식한 경우보다 Covid-19에 대한 지

식점수가 높았고 이는 Shin (20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은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측정되는 

변수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능동적인 학습으로 연결되어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위생행위는 4점 만점에 3.49점으로 나타

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hin, 2019; Stevenson et al., 

2009)에서 나타난 2.80점, 2.90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선행연구는 Covid-19의 범유행 이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위생행위에 

대한 대중적 정보와 홍보 및 교육이 현재의 상황보다 적었던 것이 본 

연구보다 위생행위에 대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위생행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손 씻기 이행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이며, 전반적인 위생행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Covid-19의 상황에서 위생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위생행위 전체를 포함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이다.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신종전염병 상황에서 뷰

티전공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Covid-19

에 대한 지식(β=0.625, p<0.000), 주관적 건강인식(β=-0.346, 

p<0.000), 현재 아르바이트 유무(β=0.122, p<0.002)가 확인되었다. 

Covid-19상황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문제

를 다룬 연구(Sim, 2020), 대학생의 정신건강실태(Park et al., 2021)

연구가 있었고 정신건강 즉 불안과 우울을 포함하는 연구는 없는 실

정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Kim & Kang, 2021)가 있었으나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정신건강을 단일문항을 변수로 하여 수행한 연구로 본 연구와

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의 확산과 세

계적인 범 유행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버드에서 예

측 연구(Kissler et al., 2020)한 바에 의하면 2022년까지 지속적 혹

Table 4.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N=15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COVID-19 related Knowledge 0.44 0.226 0.122 9.04 0.002

Part-time job -0.41 0.705 -0.346 -5.49 0.000

Subjective health status 5.12 0.510 0.625 1.98 0.000

R2=0.479, Adj R2=0.461, F=26.83, p<0.000

Including variables in stepwise method: COVID-19 related knowledge, hygiene behavior, mental health. Grade=dummy variable (senior=1), 
Subjective health status=dummy variable (poor=1); Part-time job=dummy variable (no=1). Adj, adjusted;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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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헐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뷰티전공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정신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뷰티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교육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불안과 우

울 요소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일

반화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 대상자

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뷰티 전공의 특성상 여학생이 

많아 남학생들과의 비교가 어려웠다. 선행연구들(Shin, 2019; Kim 

et al., 2012; Stevenson et al., 2009; Anderson et al., 2008)에서

는 위생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성별이 포함되었다. 향후 연구대

상자를 남성의 표본 수를 확대한 연구설계를 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확대 추가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더 발전하여 기타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Covid-19의 지식과, 위생행위가 

뷰티전공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서 불안에

서 경계선 군과 심각 군이 34.9%로 확인 되었고, 우울에서 경계선 군

과 심각 군이 36.2%를 나타났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

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Covid-19관련 지식, 주관적 

건강인식, 아르바이트를 중점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뷰티전공 대학생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뷰티전공 대학생에게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 교육 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들을 고려하

여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인 범 유행은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 속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실제적 요구 조사와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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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가 뷰티전공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안미정 

국립안동대학교 간호학과,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

목적: 본 연구는 뷰티전공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위생행위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방법: 분석은 SPSS/WIN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ovid-19에 대한 지식, 예방행위, 정신건강은 단변량 분석을 사용하였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결과: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Covid-19와 관련된 지식, 주관적 건강인식, 아르바이트 유무로 확인 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뷰티 전공 대학생의 정신

건강의 하위요인인 불안과 우울의 경계군과 심각군이 각각 34.9%, 36.2%로 확인 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과 영향요인을 확대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어: 코로나 19, 지식, 위생행위, 정신건강, 뷰티전공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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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COVID-19知识和卫生行为对美容专业大学生心理健康的影响 
 
安美貞 
安东大学护理学科，庆尚北道安东市，韩国

目的: 本研究旨在确认美容学生对COVID-19的知识和卫生行为，并确定影响心理健康的因素。方法: 分析采用
SPSS/WIN程序。对知识COVID-19、预防行为和心理健康采用单变量分析，对影响心理健康的因素采用逐步多
元回归分析。结果: 影响美容专业学生心理健康的因素被确定为与COVID-19相关的知识、主观健康感知和兼职
工作。结论: 本研究分别确定了34.9%和36.2%的边缘组和严重组的焦虑和抑郁，它们是美容专业学生心理健康
的子因素。在未来的研究中，认为有必要扩大样本和影响因素。

关键词: COVID-19，知识，卫生行为，心理健康，美容学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