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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and related factors among some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Lee, Keon

Advisor : Prof. Han, Mi Ah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 A care worker at long term care hospitals was likely to

become a pathogen-mediator for patients who are susceptible to infection

if they had a high level of physical contact with the patient and poorly

performing infection control. Because there were few studies on infection

control and related factors for care work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related with infection control and the

effect of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Methods: Total 11 long term care hospitals were selected in G

Metropolitan city and made the questionnaire read and ans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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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A total of 182 item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performed

using SPSS 16.0

Results: The knowledge of infection control was 15.43±2.61, and the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was 4.07±0.58. In simple analysis, the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health status, etc.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fection control knowledge and performa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education leve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compared to those in junior high school graduates.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 status when it was

bad compared to normal or good

Conclusion: Since care workers are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becoming mediators of communicable disease, it was thought that it would

be helpful to control infections effectively if we improve the performance

through infection control training

Key words: Care worker, Infection control, Long-term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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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 인

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Statistics Korea, 2017). 그러나 가족구

조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더불어, 전통적 가치관인 노인 부양

에 대한 가족의 책임 의식이 줄어들면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점

차 어려워 졌다(Yang & Kweon, 2014).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2008

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은 2009년 714개에서 2017년 1519개로 대폭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그러나 요양병원 내 노인 인구는 대체로 중증 만성 질환에

이환되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High et al., 2009).

2009년 이후 요양병원 평가기준에 감염관리 항목이 포함되면서, 점차 감

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감염관리 활동이

나 노력 역시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병상 수가 적은 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시

설은 개인위생이나 대상자 관리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Kang &

Lee, 2015).

노인복지의 재가 혹은 시설현장 내 투입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

체활동,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등 생활상의 다양한 욕구해결 지원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요양병

원 내 종사자의 대다수(71.4%)가 요양보호사이며(Park et al., 2011), 전국적

으로 2010년 34,822명에서 2016년 60,54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tatistics Korea, 2017). 특히, 이들은 노인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이 많아

감염관리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감염에 취약한 노인 대상자에게

병원체 매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에는 구체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된 업무, 낮은 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인 감염관리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Park et al., 2011). 반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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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원 인증조사 기준 내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항목이 미진한 실

정이어서, 타 전문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수행이 미흡할 가능

성이 높다(KOIHA, 2016).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 중

감염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12.8%에서 16.3%로 높았으며(Park et

al., 2011), 교육여부에 따라서 수행도의 차이가 있었다(Kim & Park, 2016).

또한 요양보호사의 피부감염에 대한 인식 및 감염관리 수행에 대한 연구에

서 요양병원 근무 시 76.6%가 피부감염이 새로 생겼으며, 병상수와 하루

돌보는 환자 수에 따라 감염관리 수행도에 차이가 있었다(Yang & Kweon,

2014).

기존의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으나(Jung & Jung, 2013; Kim & Kim 2017), 실제로 환

자와 잦은 접촉으로 감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내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와 관련된 실태파악과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

Ⅱ.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G광역시 46개 요양병원 중 11개 요양병원을 편의추

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부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

과장과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허락을

받아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간호과장과 간호부장을 통해 하

였고, 설문지는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읽고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 참

여를 거부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며, 강압 없이 자발적인 참

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중단을 요청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 하였다.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G광역시 11곳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포한 설문

지는 233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13부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미비한 31

부를 제외한 182부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

집 전에 C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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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사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남자, 여자), 나이(20-49세, 50-59세, 60세 이상), 교육

수준(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결혼 여부(배우자 있다, 없다), 종교(기독

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주관적 건강상태(건강하지 않다, 보통이거나

좋다), 운동 횟수(전혀 하지 않는다,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이상), 흡연

여부(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평생 피운 적 없다), 음주

빈도(한 달에 1번미만, 한 달에 1번 이상) 및 질병력을 조사하였다. 질병력

은 고혈압, 당뇨, 암, 위장 질환, 갑상선 질환, 대상 포진, 간염, 결핵, 에이

즈, 매독, 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하였다.

2. 근무관련 특성

근무관련 특성은 요양보호사 총 근무경력(1년 미만,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현 기관 근무경력(1년 미만,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주당 근무시간(20-39시간, 40이상), 병원규모(1-99병상, 100-299병상,

300-499병상)로 분류하였다. 또한 근무형태(정상근무, 1일 3교대, 1일2교대,

야간근무, 기타) 및 월 평균 소득(1-199만원, 200-399만원)을 조사하였고,

요양보호사를 하기 전 직업은 무직, 보건 관련 직업, 기타직업으로 분류하

여 조사하였다.

3. 환자관련 특성

요양보호사가 보호하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를 참고하여 대상자 유형을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중풍, 치

매, 파킨슨, 수전증, 기타로 분류 하였고, 환자 성별(남자, 여자), 환자 연령

(19세미만, 19-44세, 45-64세, 65-84세, 8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다.

4. 감염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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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감염관리 교육여부(없음, 있음), 교육내용(손씻기, 분비물

처리, 대상자 위생관리,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흡인물품관리), 요양보호사 본

인이 질병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

그렇다), 감염관리교육 필요성(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 그렇다), 감염관리

중요성(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 그렇다)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5. 감염관리 지식도

선행연구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고자 개발한 도구를 이용

하였으며(Son, 2013), 손씻기, 접촉주의로 구성되었다. 손씻기 영역은 ‘환자

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는다’, ‘환자를 접촉한 후에 손을 씻는다’ 등 13문항,

접촉주의 영역은 ‘다약제내성균은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될 수

있다’, ‘다약제내성균의 가장 흔한 전파경로는 손이다’ 등 6문항 총 19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에 대해 틀린 답과 모르겠다는 0점, 맞은 답은 1점

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6. 감염관리 수행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14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의 감염 및

안전관리를 참고 하여 구성하였다.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감염관리

수행도는 손씻기, 분비물처리, 대상자 위생관리, 요양 보호사 위생관리로 구

성되어 있으며, 손씻기는 ‘식사 전 손을 씻는다’,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

다’ 등 3문항, 분비물 처리는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

다’,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 한다’ 등 5문항,

‘대상자 위생관리는 정기적으로 대상자에게 목욕을 시행 한다’, ‘침구를 깨

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감염위험을 줄인다’ 등 3문항, ‘요양 보호사 위

생관리는 청결을 위해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고 필요하면 더 자주 실시한

다’, ‘자주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 한다’ 등 8문항, 총 19 문항으

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

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α=0.9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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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6.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환자관련 특성, 감염관련 특성은 빈

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감염관리 지식도는 정답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

었으며, 감염관리 수행도는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 환자관련 특성, 감염관련 특성과 감염관리

수행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과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의 감염관리 지식도와 감염관리 수행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상관분석

을 시행하였다.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에서 유의한 항목(유의확률 0.1 미만)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유의확률 0.05 미만을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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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자 95.1%, 남자 4.9%이었고, 연령은 20-49세가 5.4%, 50-59

세가 35.7%, 60세 이상이 58.8%이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졸업 이하가

36%, 고등학교졸업이 56.9%, 대학교졸업이 7.2%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경

우는 20.4%, 있는 경우는 79.5%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6.3%, 가톨릭이

19.0%, 불교가 19.0%, 없음이 29.1%, 이외종교가 6.7%이었고,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가 1.6%, 보통이거나 좋다가 97.8%이었다. 운동여부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20.4%, 일주일에 1번이 29.8%, 일주일에 2번이 24.9%, 일주

일에 3번이 12.2%, 일주일에 4번 이상이 12.7%이었고, 담배는 과거에는 피

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가 3.3%, 평생 피운 적 없다가 96.7%이었다.

술은 한 달에 1번미만이 76.5%, 한 달에 1번이상이 23.5%이었고, 질병은 없

음이 34.6%, 있음이 65.4%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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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9(4.9)

Female 173(95.1)

Age 20-49 10(5.5)

50-59 65(35.7)

≥ 60 107(58.8)

Education status ≤ Middle school 65(35.9)

High school 103(56.9)

College 13(7.2)

Spouse Without 36(20.5)

With 140(79.5)

Religion Protestantism 47(26.3)

Catholic 34(19.0)

Buddhism 34(19.0)

None 52(29.1)

Other 12(6.7)

Health status Bad 3(1.7)

Usually or good 178(98.3)

Exercise None 37(20.4)

1/week 54(29.8)

2/week 45(24.9)

3/week 22(12.2)

≥ 4/week 23(12.7)

Smoking status None 174(96.7)

Stop smoking 6(3.3)

Drinking Frequency ≤ 1/month 133(76.4)

≥ 1/month 41(23.6)

Disease No 63(34.6)

Yes 119(65.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are workers enroll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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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관련 특성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은 1년 미만 11.5%, 1-3년 21.4%, 4-6년 39.0%,

7-9년 14.8%, 10년 이상 13.2%이었고, 현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

28.6%, 1-3년 46.7%, 4-6년 18.1%, 7-9년 2.2%, 10년 이상 4.4%이었다. 주

당근무시간은 20-39시간이 2.3%, 40시간 이상이 97.6%이었고, 소속된 병원

의 규모는 1-99병상 12.1%, 100-299병상 40.8%, 300-499병상 47.1%이었다.

근무형태는 정상근무(주간근무) 8.3%, 교대근무 61.7%, 야간근무 5.0%, 기

타 25.0%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1-199만원 93.8%, 200-399만원 6.2%이었

다. 요양보호사 이전 직업은 무직(요양보호사가 첫 직업) 34.1%, 보건관련

6.7%, 기타 직업 59.2%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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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Work career(year) < 1 21(11.5)

1-3 39(21.4)

4-6 71(39.0)

7-9 27(14.8)

≥ 10 24(13.2)

Clinical career(year) < 1 52(28.6)

1-3 85(46.7)

4-6 33(18.1)

7-9 4(2.2)

≥10 8(4.4)

Work time(hour/week) 20-39 4(2.3)

≥ 40 168(97.7)

Number of bed 1-99 21(12.1)

100-299 71(40.8)

300-499 82(47.1)

Service type Day 15(8.3)

Shift 111(61.7)

Night 9(5.0)

Other 45(25.0)

Salary(10,000won/month) 1-199 167(93.8)

200-399 11(6.2)

Previous job None 61(34.1)

Health related job 12(6.7)

Other job 106(59.2)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work of the care workers enroll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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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관련 특성

대상 요양보호사가 보호하는 환자 유형은 중풍 환자가 80.8%, 치매 환자

가 85.2%, 파킨슨 환자가 73.6%, 수전증 환자가 46.7%, 기타가 51.6%이었

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만 돌보는 경우 5.6%, 여자만 돌보는 경우 15.1%,

둘 다 돌보는 경우 79.3%이었고, 환자의 연령은 19세 미만 1.1%, 19-44세

3.8%, 45-64세 42.3%, 65-84세 86.8%, 85세 이상이 83%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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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Disease type of the patients* Stroke 147(80.8)

Dementia 155(85.2)

Parkinson 134(73.6)

Hand tremor 85(46.7)

Other 94(51.6)

Gender of the patient Only male 10(5.6)

Only female 27(15.1)

Both 142(79.3)

Age of the patient* < 19 2(1.1)

19-44 7(3.8)

45-64 77(42.3)

65-84 158(86.8)

≥ 85 151(83.0)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ho were managed by the care

workers enrolled in this study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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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관련 특성

대상 요양보호사들 중 최근 2년 이내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적 있는 경

우는 89%이었고, 교육내용은 손씻기 87.9%, 분비물 처리 70.9%, 대상자 위

생관리 72.5%,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76.4%, 흡인물품관리 47.8%이었다. 귀

하가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는 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가 50%, 그렇다가 50%이었고,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가 9.9%, 그

렇다가 90%이었다. 감염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그렇

지 않거나 보통이다가 7.2%, 그렇다가 92.3%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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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Infection control education(recent 2 year) No 20(11.0)

Yes 162(89.0)

Items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Hand washing 160(87.9)

Handle secretion 129(70.9)

Patient hygiene 132(72.5)

Care worker hygiene 139(76.4)

Suction 87(47.8)

Probability of being an infection carrier Moderate/Disagree 89(50.0)

Agree 89(50.0)

Need for infection control education Moderate/Disagree 19(10.4)

Agree 163(89.6)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Moderate/Disagree 14(7.7)

Agree 167(92.3)

Table 4.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education for the infection control of

the care workers enrolled in this study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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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관리 지식도

대상 요양보호사들의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지식도는 14.88 ± 2.43점이었

다. 이 중 손씻기에 대한 지식도는 12.26 ± 1.28점이었고, 접촉주의에 대한

지식도는 2.61 ± 2.16점이었다. 손씻기에서는 ‘환자의 대소변 등 분비물에

접촉하고 난 후에 손을 씻는다’ 문항과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문항이

정답률 100%로 가장 높았고, ‘투약 전 손을 씻는다’ 문항이 81.9%로 가장

낮았다. 접촉주의에서는 ‘다약제내성균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손씻기와 격리이다’ 문항이 정답률 58.8%로 가장 높았고, ‘다약제내성

균은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될 수 없는 강한 균이다’ 문항이 정답률 7.1%

로 지식도가 가장 낮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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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No,(%)

of the

correct

answer

Hand washing 12.26 ± 1.28

Wash your hands with running water 182(100.0)

Wash your hands after touching bodily secretions 182(100.0)

Wash your hands after contact with the patient 181(99.5)

Wash your hands after using the washroom and cleaning your nostrils 180(98.9)

Wash your hands even if you touched the patient with the gloves on 179(98.4)

Wash your hands for 10-15 seconds for proper hygiene 178(97.8)

Wash your hands with a soap or an antiseptic 176(96.7)

Wash your hands after touching wounds 171(94.0)

Wash your hands including the wrists 171(94.0)

Wash your hands before touching wounds 166(91.2)

Wash your hands before contact with the patient 163(89.6)

Wash your hands after taking medication(e.g. pills, ointments,

injections, etc)

155(85.2)

Wash your hands before taking medication(e.g. pills, ointments,

injections, etc)

149(81.9)

Contact precautions 2.61 ± 2.16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infection of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is hand washing and isolation

107(58.8)

Hand is the most common route of infection of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103(56.6)

The bed and its surroundings patients infected with muti-drug resistant

organisms should be cleaned with antiseptics every day

98(53.8)

Multi-drug resistant can be infected to other people 83(45.6)

Patient infected with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should use

sphygmomanometers, stethoscopes and thermometers, separately from

other patients

81(39.6)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cannot be treated with any types of

antibiotics

13(7.1)

Total score 14.88 ± 2.43

Table 5. Answers about the knowledgement related to the infection

control of the care workers enroll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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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관리 수행도

대상 요양보호사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수행도는 4.07 ± 0.58점이었다. 손

씻기 수행도는 4.05 ± 0.57점, 분비물 처리는 4.04 ± 0.67점, 대상자 위생관

리는 4.09 ± 0.74점, 요양보호사 위생관리는 4.10 ± 0.66점 이었다. 손씻기에

서는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다 문항이 4.10 ± 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객담이나 상처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분비물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했

더라도 손을 씻는다 문항이 3.98 ± 0.81점으로 가장 낮았다. 분비물 처리에

서는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 한다 문항이 4.18 ± 0.61점

으로 가장 높았고,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

며 필요시 소독 한다 문항이 3.70 ± 1.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 위생

관리에서는 정기적으로 대상자에게 목욕을 시행 한다 문항이 4.12 ± 0.77점

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감염위험을 줄인

다 문항이 4.08 ± 0.77점으로 가장 낮았다. 요양보호사 위생관리는 분비물

에 오염된 장갑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문항이 4.18 ± 0.67점으로 가장 높았

고, 자주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건강을 유지 한다 문항이 4.02 ± 0.75점으

로 가장 낮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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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 ± SD

Hand washing 4.05 ± 0.57

Wash your hands after using the washroom 4.10 ± 0.59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4.09 ± 0.57

Even if you wore gloves, wash your hands after touching

the patient's dodily secretions such as sputum or wound

drainage

3.98 ± 0.81

Handle secretion 4.04 ± 0.67

Wear gloves when handing feces 4.18 ± 0.61

You should wear gloves while moving the contaminated

laundry to the designated area

4.16 ± 0.66

Wash your hands after disposal of feces even if gloves

were worn

4.10 ± 0.74

Wash objects exposed to feces separately 4.07 ± 0.84

Objects contaminated with blood or bodily fluids should

be wiped with cold water then washed with hot water.

Sterilization also could be considered as needed

3.70 ± 1.14

Patient hygiene 4.09 ± 0.74

Implement regular bathing for patients 4.12 ± 0.77

Wash the clothes worn by the patient to maintain proper

hygiene

4.09 ± 0.76

Maintain clean beddings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4.08 ± 0.77

Care worker hygiene 4.10 ± 0.66

Gloves contaminated with bodily secretion should be

disposed at the designated area

4.18 ± 0.67

Wear protective equipment (e.g. mask, gown, gloves, etc)

if necessary

4.15 ± 0.68

Be cautious not to be contaminated by the secrecion from

patient

4.14 ± 0.71

Shorten the nails and keep them clean as a lot of bacteria

accumulate under the fingernails

4.13 ± 0.67

Keep your gowns and shoes clean 4.12 ± 0.66

Wash your hands frequently 4.04 ± 0.77

Take a sower or bath every day for hygiene and do it

more often if needed

4.03 ± 0.76

Maintain oral hygiene health by brushing frequently 4.02 ± 0.75

Total score 4.07 ± 0.58

Table 6. Performance score on infection control of the care workers

enroll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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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

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3.91 ± 0.70점, 고등학교 졸업 4.14 ± 0.49점, 대

학교 졸업이 4.32 ± 0.4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3), 건강상태에

서는 건강하지 않다 4.94 ± 0.09점, 보통이거나 좋다가 4.06 ± 0.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0). 성별, 나이, 결혼, 종교, 운동, 술, 담배, 질

병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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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erformance

M ± SD t/F p

Gender Male 4.17 ± 0.33 0.509 0.611

Female 4.07 ± 0.59

Age 20-49 4.07 ± 1.20 0.250 0.779

50-59 4.03 ± 0.66

≥ 60 4.10 ± 0.43

Education ≤ Middle school 3.91 ± 0.70 4.467 0.013

High school 4.14 ± 0.49

College 4.32 ± 0.45

Spouse Without 4.73 ± 0.48 -0.089 0.929

With 4.08 ± 0.62

Religion Protestantism 4.00 ± 0.45 1.636 0.167

Catholic 4.18 ± 0.57

Buddhism 3.94 ± 0.45

None 4.20 ± 0.64

Other 3.94 ± 1.03

Health status Bad 4.94 ± 0.09 2.618 0.010

Usually or good 4.06 ± 0.58

Exercise None 4.12 ± 0.72 0.799 0.527

1/week 4.05 ± 0.50

2/week 4.08 ± 0.65

3/week 4.21 ± 0.50

≥ 4/week 3.92 ± 0.47

Smoking status None 4.07 ± 0.59 -0.366 0.715

Stop smoking 4.16 ± 0.51

Drinking frequency ≤ 1/month 4.10 ± 0.47 0.886 0.380

≥ 1/month 3.97 ± 0.88

Disease Yes 4.00 ± 0.60 1.237 0.218

No 4.11 ± 0.57

Table 7. Analysis of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ar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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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요양보호사의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를 살펴본 결과 요

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 1년 미만 3.93 ± 0.74점, 1-3년 4.11 ± 0.45점, 4-6년

4.06 ± 0.67점, 7-9년 4.09 ± 0.44점, 10년 이상 4.17 ± 0.4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0.488, p=0.744), 현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1년 미만 4.07

± 0.63점, 1-3년 4.11 ± 0.51점, 4-6년 4.05 ± 0.72점, 7-9년 3.85 ± 0.26점,

10년 이상 3.98 ± 0.5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273, p=0.895). 근무

시간은 20-39시간 4.19 ± 0.54점, 40시간 이상 4.08 ± 0.59점으로 차이가 없

었고(t=0.369, p=0.713), 병원규모는 1-99병상 4.21 ± 0.43점, 100-299병상

4.05 ± 0.71점, 300-499병상 4.08 ± 0.4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0.587, p=0.557). 근무형태는 정상근무(주간근무) 4.27 ± 0.40점, 교대근무

4.01 ± 0.55점, 야간근무 4.01 ± 0.66점, 기타 4.20 ± 0.69점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F=1.712, p=0.166), 월급과 요양보호사 이전 직업 또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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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erformance

M ± SD t/F p

Work career(year) < 1 3.93 ± 0.74 0.488 0.744

1-3 4.11 ± 0.45

4-6 4.06 ± 0.67

7-9 4.09 ± 0.44

≥ 10 4.17 ± 0.47

Clinical career(year) < 1 4.07 ± 0.63 0.273 0.895

1-3 4.11 ± 0.51

4-6 4.05 ± 0.72

7-9 3.85 ± 0.26

≥ 10 3.98 ± 0.51

Work time(hour/week) 20-39 4.19 ± 0.54 0.369 0.713

≥ 40 4.08 ± 0.59

Number of bed 1-99 4.21 ± 0.43 0.587 0.557

100-299 4.05 ± 0.71

300-499 4.08 ± 0.49

Service type Day 4.27 ± 0.40 1.712 0.166

Shift 4.01 ± 0.55

Night 4.01 ± 0.66

Other 4.20 ± 0.69

Salary(10,000won/month) 1-199 4.05 ± 0.59 -0.963 0.337

200-399 4.23 ± 0.50

Previous job None 4.00 ± 0.56 0.860 0.425

Health related job 4.21 ± 0.44

Other job 4.10 ± 0.62

Table 8. Analysis of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work of the car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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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관련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환자관련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를 살펴보면 보호하는 대상자 유

형은 중풍 4.05 ± 0.62점(t=1.029, p=0.305), 치매 4.07 ± 0.61점(t=0.185,

p=0.853), 파킨슨 4.07 ± 0.61점(t=0.185, p=0.853), 수전증 4.02 ± 0.61점

(t=1.134, p=0.258), 기타 4.11 ± 0.50점(t=0.643, p=0.33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4.07 ± 0.61점(t=0.294, p=0.769), 여자 4.08 ±

0.60점(t=-0.162, p=0.872)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19세

미만 4.50 ± 0.70점(t=-1.022, p=0.308), 19-44세 4.27 ± 0.49점(t=-0.884,

p=0.378), 45-64세 4.01 ± 0.66점(t=1.174, p=0.242), 65-84세 4.06 ± 0.59점

(t=1.029, p=0.305), 85세 이상 4.07 ± 0.62점(t=0.054, p=0.91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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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erformance

M ± SD t/F p

Disease of patients* Stroke Yes 4.05 ± 0.62 1.029 0.305

No 4.05 ± 0.05

Dementia Yes 4.07 ± 0.61 0.185 0.853

No 4.09 ± 0.61

Parkinson Yes 4.04 ± 0.64 1.174 0.242

No 4.16 ± 0.39

Hand tremor Yes 4.02 ± 0.61 1.134 0.258

No 4.12 ± 0.56

Other Yes 4.11 ± 0.50 -0.977 0.330

No 4.03 ± 0.66

Gender of patient Only male 4.06 ± 0.33 0.070 0.932

Only female 4.11 ± 0.42

Both 4.07 ± 0.63

Age of patient* > 19 Yes 4.50 ± 0.70 -1.022 0.308

No 4.07 ± 0.58

19-44 Yes 4.27 ± 0.49 -0.884 0.378

No 4.07 ± 0.59

45-64 Yes 4.01 ± 0.66 1.174 0.242

No 4.12 ± 0.52

65-84 Yes 4.06 ± 0.59 1.029 0.305

No 4.19 ± 0.49

≥ 85 Yes 4.07 ± 0.62 0.054 0.916

No 4.08 ± 0.34

Table 9.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y patient related

characteristics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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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관련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감염관련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는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는 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 3.86 ± 0.49점, 그렇다 4.10 ± 0.59점

(t=-1.663, p=0.098)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감염관리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가는 그렇지 않거나 보통이다 3.78 ± 0.47점, 그렇다 4.10 ± 0.59점

(t=-1.977, p=0.05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염관리 교육 여부, 교육내

용, 질병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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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erformance

M ± SD t/F p

Infection control education

(recent 2 year)

No 4.11 ± 0.37 0.282 0.778

Yes 4.07 ± 0.60

Items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Hand washing Yes 4.07 ± 0.61 0.190 0.849

No 4.10 ± 0.36

Handle secretion Yes 4.12 ± 0.63 -1.654 0.100

No 3.96 ± 0.43

Patient hygiene Yes 4.10 ± 0.62 -0.970 0.334

No 4.00 ± 0.45

Care worker hygiene Yes 4.10 ± 0.63 -1.013 0.312

No 3.99 ± 0.41

Suction Yes 4.11 ± 0.61 -0.849 0.397

No 4.04 ± 0.56

Probability of being an infection carrier Moderate/Disagree 4.14 ± 0.58 1.571 0.118

Agree 4.00 ± 0.58

Need for infection control education Moderate/Disagree 3.86 ± 0.49 -1.663 0.098

Agree 4.10 ± 0.59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Moderate/Disagree 3.78 ± 0.47 -1.977 0.050

Agree 4.10 ± 0.59

Table 10.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y infection control

related characteristics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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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관리 지식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와 지식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행도 총합과 지식도 총합간의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r=0.155, p=0.036), 지식도 총합과 손씻기 수행도간의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r=0.196, p=0.008). 손씻기 지식도와 손씻기 수행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0.165, p=0.026), 지식도 총합과 분비물 처리 수행도간

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52, p=0.001). 손씻기 지식도와 분비물 처

리 수행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0.228, p=0.002), 접촉주의 지식도

와 분비물 처리 수행도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48, p=0.046;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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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Knowledge

Total Hand washing
Contact

precautions

Total 0.155

(0.036)

0.133

(0.074)

0.096

(0.198)

Hand washing 0.196

(0.008)

0.165

(0.026)

0.123

(0.099)

Handle secretion 0.252

(0.001)

0.228

(0.002)

0.148

(0.046)

Patient hygiene 0.047

(0.533)

-0.036

(0.625)

0.074

(0.321)

Care worker

hygiene

0.082

(0.274)

0.095

(0.204)

0.036

(0.633)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Data were expressed as correlation coefficients(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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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분석에서 유의확률이 0.1미만인 변수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적합도는 F=3.962(p<0.001), 설명력은 R²=12.1%이었다. 교육수

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β=0.235, p=0.011), 대

학졸업(β=0.419, p=0.017)인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

상태는 보통이거나 좋다에 비해 나쁘다(β=0.815, p=0.015)인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지식도가 증가할수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β=0.035, p=0.046;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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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ssociated factors with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β SE p-value

Education(/≤Middle school)

High 0.235 0.091 0.011

College 0.419 0.174 0.017

Health status(/Usually or Good)

Bad 0.815 0.330 0.015

Need for infection control education

(/Moderate or Disagree)

Agree 0.138 0.238 0.563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Moderate or Disagree)

Agree 0.106 0.268 0.693

Knowledge score 0.035 0.018 0.046

F=3.962(p<0.001) R²=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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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와 관련된 실태

와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감염관리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지식도의 총 점수는 19점 만점에

14.88 ± 2.4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의 14.10 ± 2.92점보다

약간 높았다(Son, 2014). 손씻기 관련한 항목은 80%이상으로 정답률이 높

은 것에 비해, 접촉주의 관련한 모든 항목이 60% 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보

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하였다(Son, 2014). 접촉주의는 환자 또는

환자 주위의 환경과 접촉할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운이나

장갑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2014),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집단

이므로 감염의 전파 방지 및 관리에 있어서 접촉주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Avci et al., 2013). 특히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접촉주의에 기반한 감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Yang &

Kweon, 2014). 따라서 향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교육은

특히 접촉주의와 관련하여 보강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7 ± 0.58점으로 높

았고, 세부영역별로는 손씻기 영역이 평균 4.05 ± 0.57, 분비물 처리 영역이

4.04 ± 0.67, 대상자 위생 4.09 ± 0.74, 요양보호사 위생 4.10 ± 0.66점을 나

타냈다. 다만, 객담이나 상처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분비물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손을 씻는다 항목이 3.98 ± 0.81점으로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손위생은 감염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비용 효과적인 행위

로 알려져 있으며(Backman et al., 2008), WHO에서 권고하는 손위생 가이

드라인 역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시점을 환자와 접촉 전, 청결·무균

행위 전, 체액노출 위험행위 후, 환자와 접촉 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올바른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WHO, 2009). 장갑을 제거하는

동안 장갑의 작은 결함을 통해 손이 오염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

했더라도 손을 씻는 것이 권장되고(KCDC, 2014),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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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교육이 수반된다면, 요양병원 내에서도 올바른 손 위생의 수행도가 더

욱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영역에서 가운, 신발, 마스크, 장갑 등 보호 장구 착

용에 대한 수행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인증제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요양병원 의료기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그 중 감염성질환관리에 대

한 조사항목에 보호 장구 착용이 명시되어 있어 그와 관련한 수행도 증가

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KOIHA, 2016).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는 손위생을 포함한 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를 증진하기 위

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로 알려져 있다(Yang & Choi, 2009). 본 연

구에서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지식도와 수행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서 감염관리 지식도와 수행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 대상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염관리 교육 중요성에 대한 자발

적 인식이 감염관리 지식도의 증가와 지식도와 수행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 감염관리 수행

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β=0.815, p=0.015). 이는 요양보호사 자신의 보호를

위해 감염관리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양

성표준지침에서 역시 감염으로부터 환자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신도 보

호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요양보호사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졸

업(β=0.235, p=0.011), 대학 졸업(β=0.419, p=0.017)인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감염관리 수

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Yang & Kweon, 2014). 병원감염에 대한 교

육은 고등학교 이후 대부분 습득하게 되는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가 본 연구에서 7.2% 선행연구에서 16.7%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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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지는 않았다(Yang & Kweon, 2014). 이에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수행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받은 감염관리 교육이 수행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가 G광역시 소재 11개 요양병원에

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요양보호

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자가 보고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감염관리 수행에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방향으로 답변했을 가능성 역시 배

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감염관리는 전문 의료 인력인 간호사나 의사를 대상으로 초점

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요양병원 내 전담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

으로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요양병원 요

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감염관리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가 이루어진다면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지식도와 수행도가 증가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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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G광역시 지역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염

관리 수행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종 연구대

상자는 G광역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82명으로 자료수집기

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

편차,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는 14.88 ± 2.43점이었다. 이중 손씻기 지식도는

12.26 ± 1.28점이었고, 접촉주의 지식도는 2.61 ± 2.16점이었다. 감염관리에

대한 수행도는 4.07 ± 0.58점이었고, 손씻기 수행도는 4.05 ± 0.57점, 분비물

처리는 4.04 ± 0.67점, 대상자 위생관리는 4.09 ± 0.74점, 요양보호사 위생관

리는 4.10 ± 0.66점이었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행도 총합과 지식도

총합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0.155, p=0.036), 지식도 총합과 분비물

처리 수행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52, p=0.001). 손씻기 지식도

와 분비물 처리 수행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0.228, p=0.002), 접

촉주의 지식도와 분비물 처리 수행도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0.148, p=0.046).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

등학교 졸업(β=0.235, p=0.011), 대학졸업(β=0.419, p=0.017)인 경우 감염관

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상태는 보통이거나 좋다에 비해 나쁘다

인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고(β=0.815, p=0.015), 지식도가

증가할수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0.035, p=0.046).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

지식도를 높여주면 감염관리 수행도 향상과 감염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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