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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AssociatedFactorswithPerformancefor

PreventionofBlood-borneInfectionamong

OperatingRoom Nurses

Jeong,GiRa

Advisor:Prof.Ryu,SoYeon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Background:Itiscriticaltopayattentiontotheblood-bornediseasesprevention

foroperatingroomnurseswhoareworkinginanenvironmentthatallowsforthe

continuedexposuretothetissues,bloodandbodyfluidsofsurgicalpatients.Thus

thisstudy wasconducted toinvestigatetheawarenessand performanceof

blood-borneinfection prevention foroperating room nursesand thefactors

associatedwithperformanceofblood-borneinfectionprevention.

Methods:Thestudysubjectswere204operatingroomnursesfrom 23hospitals

inGmetropolitancity.Thedatawerecollectedwithself-reportedquestionnaire

whichwascomposedofgeneralandblood-borneinfection-relatedcharacteristics,

experiencesforexposureofbiologicalmaterialsofsurgicalpatients,andthescales

fortheawarenessandperformanceofblood-borneinfection prevention.The

statisticalmethodsofanalysisweret-test,ANOVAwithpost-hoctest,Pearson's

correlationanalysisandmultipleregressionanalysis.

Results:Ofthesubjects,41.2% wasexposedtothepatients'bloodduringthe

surgery.As for the awareness and performance ofblood-borne infection

prevention,the mean scores of subjects were 107.4±10.8 and 100.6±13.3,

respectively.Thevariablesthatshowedsignificantresultswithrespect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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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blood-borne infection prevention included levelofeducation,

hospitaltype,useofpersonalprotectivegears,participationinsurgeryafterthe

confirmationofinfectiontestresults,theexistenceofinfectioncontrolguidelines,

whetheraninfectionwarningsignisattachedduringsurgery,whetherhospitals

providetrainingforinfectioncontrol,theexistenceofdedicatedinfectioncontrol

department,whether nurses report in the eventofinfection and nurses’

experiencesin being exposed toblood.Therewasa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nd performance ofblood-borne

infectionprevention(r=.600,p<0.01).Theresultsofmultipleregressionanalysis

suggestedthatastheawarenessofblood-borneinfectionpreventionincreased(β

=0.6,p<0.001), participationinsurgeryaftertheconfirmationofinfectiontest

results(β=4.1,p=.042)and hospital’straining forinfectioncontrol(β=3.4,

p=.040) increased the performance ofblood-born infection prevention,

whereas experiences in being exposed to blood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erformanceofblood-borneinfectionprevention(β =-5.5,p<.001).

Conclusion:Itis essentialthathospitals prepare aggressive and effective

managementmeasuresforpreventingblood-borneinfectionandoperatingroom

nursesmakeindividualeffortstorecognizeandperform infectioncontrolwell

despitethelimitedconditionsofthehospitalswheretheyareworking.

Keywords:awareness,blood-borneinfection,infectioncontrol,performance



- 1 -

Ⅰ.서 론

병원 종사자들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와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는 환경

에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특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 간염바이러스,C형 간염바이러스 등과 같은 행성 감염 질환에 노출될

험이 높기 때문에 행성 감염 질환 안 리에 주의해야 한다(오향순과

최강원,2002). 행성 감염은 주로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침에 찔리거나 베이

는 경우 는 감염된 환자의 액,체액 등이 ,코,입 등 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노출 시 발생 되는 것으로,병원 종사자들은 환자의 검사나 처치를

하는 것으로 인해 노출될 험이 높다(최정실,1998).비록 행성 감염 질환

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원에의 노출이 실제 행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경

우는 드물지만,국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

받은 의료종사자 액 매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 승인을 받은 비율

이 가장 높았고,그 간호사의 비율이 72%를 차지하 다(임 술과 안연순,

2003).

병원 내 많은 부서 수술실은 외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해

문 간호를 수행하는 특수부서로(이은선과 김인숙,2012),수술실 간호사는

신속성, 문 인 지식,고도의 시술 리가 요구되고,수술의 원만한 진행과

정확한 기록을 남기며,기구,바늘,거즈 계수 맞추기 등의 차를 따르며 환

자의 안 과 보호자에 한 지지 간호도 수행하는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장혜 ,2007). 한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의 수술시 장시간 개방된 수술

부 로 인해 많은 양의 액과 체액,조직 검사물과 하게 되고,환자의

수술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수술 기구나 칼에 베이거나 바늘에 찔리는 경우와

환자의 출 등으로 액이나 체액이 신체의 막, 에 튀거나 손상된 상처

에 노출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환

경에서 근무하고 있다(최옥희와 이가언,2006).

이 외에도 감염 환자 수술 자체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감염 환자 수술 과정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자재를 비롯해 수술실

바닥과 통로 모두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강미경 등,200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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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의료인이 수술 환자의 액 체액이 피부 는 막과 하는

경우가 20.4%로 빈번하다고 보고하 다(신 란 등,2009).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행성 감염에의 노출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는 특히

감염 환자 수술이 행해지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성 감염을

방지하기 해서는 노출시 신속한 처치를 받고,그에 맞는 한 검사가 필

요하며 지속 인 교육을 통해 행성 감염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최정실,2007).

근무환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액이나 체액에의 험이

높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실 행성 감염 련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행성 감염 방지침 수행 향요인(최옥희와 이가언,

2006)과 수술실 간호사의 행성 감염 방에 한 지식,인식 수행에

한 연구(박수진과 김 순,2009)외에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한 이들 연구는

주로 병상 규모가 큰 3차 의료기 심의 수도권 형병원 주의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감염 리에 한 교육이나 인력,시설,

장비가 미비한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박미자,2008)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이에 본 연구는 행성 감염

방에 한 수행에 있어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상황들은 병원의 시설이나 규

모와 상 없이 동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구체 목 은 일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

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일반 특성과 행성 감염 련 특성을 알아보고,

상자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정도와 수행정도를 악하며,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알

아보고자 하 다. 한 상자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

의 련성을 분석하고,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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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A.연구 상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 정도와 수행

정도를 악하기 해 간호 회에서 제시된 G 역시 소재 병원 79개 요

양병원과 한방병원 한 개의 과만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43개 병원 에서 1개의 상 종합병원,15개의 종합병원과 7개의 병원

23곳을 임의 선정하 다.각 병원의 수술실 수간호사를 통해 연구 목 을 설

명하고 조사의 허락을 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수술실 수간호사를 통해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술실 간호사들에게 연구자가 직 설문지를 배부하 다.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으며,설문지 204부가 회수

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204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B.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수

집하 다.설문지 구성은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연령,

최종학력,직 ,근무 병원의 유형,수술실 경력을 조사하 다.수술실 간호사

들의 행성 감염 련 특성은 개인 보호 장비 이용 여부, 행성 감염 결과

확인 후 수술에 참여하는지 여부,감염 리지침서 여부,감염 환자 수술시 감

염 표지 부착 여부,손상성 폐기물용 주사바늘통 비치 유무,병원의 감염

련 교육 실시 유무,병원 감염 리 담 부서의 유무,감염 노출시 보고 여

부,보고 서식지의 비치 유무를 조사하 다. 액에의 노출 련 특성을 알아

보기 해 최근 6개월 동안의 액 노출에 한 사고 형태와 횟수,노출 후

의 조치 여부,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의 종류,노출된 감염균의 종류 등과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 측정도구로 이루어졌다.



- 4 -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는 행성 감염 방을 한 인

식과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 다(박수진과 김 순,

2009).인식도 측정은 손씻기 3문항,장갑착용 3문항과 이 장갑 착용 3문항,

개인 보호장비 착용 3문항,주사바늘 사용 3문항,날카로운 기구 사용 3문항,

피부 상처 리 3문항,환경 리 3문항의 8개 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5 의 리커트 척도로 ‘ 요하지 않다’의 1 에서 ‘매우 요하다’의

5 으로 측정하 다.해당 문항의 수를 합산한 것을 역별 는 인식도

수로 산출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감염 방을 한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수행도 측정은 인식도 측정에 사용된 같은 내용의 24문항에 5 의

리커트 척도로 ‘거의하지 않는다’의 1 에서 ‘항상한다’의 5 을 주어 측정하

며, 수가 높을수록 감염 방을 한 수행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박수진

과 김 순(2009)연구에서 보고한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측정도구의

Cronbach'sα는 0.950,수행도 측정도구의 Cronbach'sα는 0.922 으며,본 연

구에서는 인식도의 Cronbach'sα는 0.944,수행도의 Cronbach'sα는 0.915

다.

C.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자

료는 변수의 척도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제시

하 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와 수행도의 비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

으로 분석하 으며,사후 검증 방법으로 Schéffe방법을 이용하 다.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 피어슨의 상

분석을 시행하 다.최종 으로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와 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단순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행성 감염 방 수행도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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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A.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인 수술실 간호사의 연령 분포는 25-29세가 42.6%,30-34세가

27% 고,최종학력은 문 졸이 71.1%, 졸 이상이 28.9% 다.직 는 일

반간호사가 81.4%,수간호사 이상이 11.8% 으며,근무병원 유형은 종합병원

이 73%,병원이 14.7%,상 종합병원이 12.3% 다.수술실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31.9%,5년 이상-10년 미만이 29.9%,10년 이상이 20.1%,2년 미

만이 18.1%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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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

연령(세)

21-24

25-29

30-34

35이상

32

87

55

30

15.7

42.6

27.0

14.7

최종학력

문 졸

졸 이상

145

59

71.1

28.9

직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이상

166

14

24

81.4

6.9

11.8

근무병원 유형

병원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30

149

25

14.7

73.0

12.3

수술실 경력(년)

2미만

2-5미만

5-10미만

10이상

37

65

61

41

18.1

31.9

29.9

20.1

계 204 100.0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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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수술실 감염 리 련 특성

수술실 감염 리 련 특성 분포를 보면,개인 보호 장비 이용을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가 60.3%,항상 한다가 31.4%, 행성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가 82.4% 다.병원 내 감염 리 지침서가 있는 경우

는 82.8% 으며,감염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을 항상 부착하는 경우가

32.4%,상황에 따라 가끔 하는 경우가 22.5%,표지 이 없는 경우가 19.6%

다.부서 내 폐기용 주사바늘통이 있는 경우는 89.7% 다.병원이 감염 리

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 경우가 63.2% 다.감염 담 리부서가 있

는 경우는 71.1%,없는 경우는 13.2% 고,감염 노출 시 보고를 한다는 경우

가 83.3%,보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13.7% 다.부서 내 감염 노출

시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서식지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70.6%,모르겠다고

한 경우는 19.6%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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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

개인 보호 장비 이용

항상 한다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

안한다

64

123

17

31.4

60.3

8.3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 참여

아니요

168

36

82.4

17.6

감염 리 지침서

있다

없다

모르겠다

169

13

22

82.8

6.4

10.8

감염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

항상 한다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

안한다

표지 이 없다

66

46

52

40

32.4

22.5

25.5

19.6

부서내 폐기용 주사바늘통 비치

아니요

183

21

89.7

10.3

병원의 감염 리에 한 교육 실시

아니요

129

75

63.2

36.8

감염 담 리 부서 여부

있다

없다

모르겠다

145

27

32

71.1

13.2

15.7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

아니요

모르겠다

170

6

28

83.3

2.9

13.7

보고 서식지 비치

있다

없다

모르겠다

144

20

40

70.6

9.8

19.6

표 2.수술실 감염 리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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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
평균±

표 편차

액에 노출된 경험

아니요 120

84

58.8

41.2

액에의 노출 형태(N=84)

주사바늘에 찔림

칼날이나 수술기구 등에 손상 당함

액이 ,입,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음

액이 상처 없는 얼굴이나 목에 묻음

기타

41

23

44

56

2

48.8

27.4

52.4

66.7

2.4

2.0±1.2

1.9±1.2

2.2±2.0

4.1±3.2

1.0±0.0

노출후의 조치

조치 받음

조치 받지 않음

31

53

36.9

63.1

감염된 환자의 액에 노출

아니요

40

44

47.6

52.4

C.수술시 환자 액 노출 경험 노출 형태

수술실 간호사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환자의 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2% 으며,이 액이 상처 없는 얼굴이나 목에 묻은 경우

가 66.7%로 가장 많았고,지난 6개월 동안 평균 노출 횟수는 4.1±3.2회 다.

액이 ,입,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은 경우가 52.4%,노출 횟수는

2.2±2.0회 고,주사바늘에 찔린 경우는 48.8%로 노출횟수는 2.0±1.2회 등의

순이었다. 액에 노출 후 조치를 받은 경우는 36.9% 으며,감염된 환자의

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6%이었다(표 3).감염된 액 등에 노

출된 경우 노출균의 종류는 B형간염바이러스가 62.5%,C형간염바이러스가

25.0% 다.

표 3.수술시 환자 액 노출 경험 노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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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자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수는 120 만 에 평균 107.4±10.8 이

었다.하부 역별로는 15 만 에 각각 피부 상처 리(13.9±1.5 ),이 장

갑 착용(13.7±1.7 ),환경 리(13.7±1.5 ),손 씻기(13.7±1.4 ),장갑 착용

(13.6±1.5 ),주사 바늘 사용(13.5±1.6 ),날카로운 기구 사용(13.4±1.6 ),개

인보호 장비착용(12.1±2.4 )순이었다.인식정도가 높은 항목은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 액,체액,조직 등)를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는다’(4.7±0.5 ),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시 액을 짜내고 물로 씻고

소독 한다’(4.7±0.5 )와 ‘사용 후 버리는 합용 바늘,주사바늘,칼 등을 폐

기용으로 만들어진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4.7±0.5 ) 다.반면 인식정도가

낮은 항목은 ‘수술 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로 상되

는 경우 장화나 방수용 신발을 신는다’(3.8±1.0 )와 ‘수술 많은 양의 액

이나 체액이 피부에 노출될 것이 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 한

다’(4.0±0.9 ),‘수술 액이나 체액이 에 튈 것으로 상되는 경우 보호

안경을 착용 한다’(4.3±0.9 )의 순이었다.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는 평균 100.6±13.3 (120 만 )이었다.

하부 역별로는 15 만 에 각각 환경 리(13.3±1.6 ),이 장갑 착용

(13.1±2.4 ),피부상처 리(13.1±2.0 ),장갑착용(13.0±2.0 ),손 씻기(13.0±1.8

),날카로운 기구사용(12.9±1.9 ),주사바늘 사용(12.8±2.2 ),개인보호 장비

착용(9.5±4.0 )순이었다.수행정도가 높은 항목은 ‘사용 후 버리는 합용

바늘,주사바늘,칼 등을 폐기용으로 만들어진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4.8±0.5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 액,체액,조직 등)를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

는다’(4.6±0.6 )와 ‘장갑을 끼고 시술(수술,처치 등)을 했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에 즉시 손을 씻는다’(4.6±0.7 )이었다.반면 수행정도가 낮은 항목은 ‘수술

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장화나 방

수용 신발을 신는다’(3.0±1.5 )와 ‘수술 많은 양의 액이나 체액이 피부

에 노출될 것이 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 한다’(3.1±1.5 ),‘수술

액이나 체액이 에 튈 것으로 상되는 경우 보호안경을 착용한

다’(3.4±1.4 )순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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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인식도 수행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손 씻기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 액,체액,조직 등)를

만지기 직 에 손을 씻는다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 액,체액,조직 등)를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는다

장갑을 끼고 시술(수술,처치 등)을 했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에 즉시 손을 씻는다

4.3±0.7

4.7±0.5

4.6±0.6

3.8±1.0

4.6±0.6

4.6±0.7

소계 13.7±1.4 13.0±1.8

장갑

착용

환자의 검체( 액,체액,조직)를 만져야 할 경

우 장갑을 착용한다

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것으로 상되는 기구

나 장비는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다

수술 오염물이 묻은 흡입기 통(suction

bottle)이나 연결부분(connector)을 만져야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다

4.6±0.5

4.5±0.6

4.4±0.7

4.4±0.8

4.4±0.7

4.2±0.9

소계 13.6±1.5 13.0±2.0

이

장갑

착용

감염환자(B형 감염,C형 감염,에이즈 등)수술

시 장갑을 이 으로(두개를)착용한다

액에 노출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수술에는

장갑을 이 으로 착용한다

수술 날카로운 기구나 장비 사용으로 장갑의 손상

이 상되는 경우 장갑을 이 으로 착용한다

4.5±0.7

4.6±0.7

4.6±0.7

4.4±0.9

4.4±0.9

4.4±0.9

소계 13.7±1.7 13.1±2.4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수술 많은 양의 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노출될

것이 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

수술 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

로 상되는 경우 장화나 방수용 신발을 신는다

수술 액이나 체액이 에 튈 것으로 상

되는 경우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4.0±0.9

3.8±1.0

4.3±0.9

3.1±1.5

3.0±1.5

3.4±1.4

소계 12.1±2.4 9.5±4.0

표 4. 상자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

(N=20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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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인식도 수행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주사

바늘

사용

수술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부러뜨리

거나 구부리지 않는다

주사바늘 사용시 바늘 끝이 사용자의 몸쪽으로

향 하지 않게 한다

수술 에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다시 우지 않는다

4.6±0.6

4.6±0.6

4.4±0.8

4.2±1.1

4.5±0.7

4.1±1.1

소계 13.5±1.6 12.8±2.2

날카

로운

기구

사용

칼날을 칼 (messhandle)에 끼우거나 제거할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수술 사용하는 합용 바늘은 바늘집게

(needleholder)에 물려서 건네주고 받는다

수술 날카로운 기구를 달할 경우 상 방이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소리로 조심하도록 알려 다

4.5±0.7

4.6±0.6

4.3±0.8

4.3±1.0

4.5±0.7

4.1±1.0

소계 13.4±1.6 12.9±1.9

피부

상처

리

손에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환자의 검체(액,

체액,조직 등)를 직 만지지 않는다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

시 보고하여 문가에게 진료를 받는다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

시 액을 짜내고 물로 씻고 소독한다

4.6±0.7

4.6±0.6

4.7±0.5

4.3±0.9

4.3±1.0

4.5±0.7

소계 13.9±1.5 13.1±2.0

환경

리

수술에 사용한 기구,장비 린넨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 후 버리는 합용 바늘,주사바늘,칼 등을 폐기

용으로 만들어진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

검체( 액,체액 조직 검사물)를 엎질 을

경우 즉시 휴지나 종이타월로 닦아 내고 락

스 등의 소독수로 닦는다

4.6±0.6

4.7±0.5

4.4±0.7

4.5±0.7

4.8±0.5

4.1±1.0

소계 13.7±1.5 13.3±1.6

총 평 107.4±10.8 10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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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일반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인식도와 수행도 비교

일반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수를 비교한 결과,

근무하는 병원유형에 따라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인식도 수가 108.6±10.1 ,

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101.2±10.6 으로 종합병원이 상 종합병원

보다 인식도 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연령,최종

학력,직 ,수술실 경력 등은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는 비교 결과,

최종학력,병원유형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종학력의 경

우 문 졸의 경우가 102.0±13.2 , 졸 이상이 97.2±13.1 으로 문 졸

학력이 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보다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

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20).병원유형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

우가 102.7±11.6 ,병원 96.3±18.5 ,상 종합병원 92.8±12.4 으로 종합병원

의 경우가 병원과 상 종합병원보다 수행도 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1).반면 연령,직 ,수술실 경력 등은 행성 감염 방

을 한 수행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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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인식도 수행도

평균±

표 편차

p-값

(Schéffe)

평균±

표 편차

p-값

(Schéffe)

연령(세)

21-24

25-29

30-34

35이상

108.4±8.7

106.3±10.8

108.5±12.5

107.8±9.5

.611 102.7±13.8

99.5±12.2

100.1±14.2

102.4±14.4

.567

최종학력

문 졸

졸 이상

107.9±10.4

106.3±11.5

.346 102.0±13.2

97.2±13.1

.020

직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이상

107.1±11.2

108.8±8.5

108.9±9.1

.668 100.8±13.5

94.5±10.2

102.8±13.4

.166

병원 유형

병원
a

종합병원b

상 종합병원c

106.7±12.6

108.6±10.1

101.2±10.6

.005

(b>c)

96.3±18.5

102.7±11.6

92.8±12.4

<0.001

(a<b,b>c)

수술실 경력(년)

2미만

2-5미만

5-10미만

10이상

108.4±9.5

106.6±11.5

106.3±11.0

109.5±10.1

.413 99.4±15.9

101.6±12.2

99.4±11.8

101.8±14.9

.677

표 5.일반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인식도와 수행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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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감염과 련된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인식도와 수행도

감염과 련된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수를 비교

한 결과,개인 보호 장비 이용 여부, 행성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

여부,감염 리 지침서유무 여부,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 여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개인 보호 장비 이용 여부의 경

우 항상한다 112.1±10.5 ,안한다 105.4±11.8 ,가끔 한다 105.3±10.1 으로

항상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행

성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 여부에서는 하는 경우가 108.4±10.3 ,

안하는 경우는 102.6±11.7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감염 리 지

침서 유무 여부에서는 없다가 112.4±9.0 ,있다가 107.6±10.2 ,모르겠다가

103.3±14.4 으로 지침서가 없는 경우,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49),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 여부의 경우 항상한다의 인식도 수가

110.6±10.3 ,안한다가 107.2±10.6 ,표지 이 없다가 106.9±10.7 ,상황에

따라 가끔한다가 103.7±10.7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9).

부서 내 폐기용 주사바늘통 비치 여부,병원의 감염 리 교육 실시 여부,감

염 담 부서 여부,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와 보고 서식지 비치 여부,환자

액에 노출 경험 여부 등은 감염과 련된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염과 련된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는 비교

결과,부서 내 폐기용 주사 바늘통 비치 여부와 노출시 보고하는 서식지 비

치 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개인 보

호 장비 이용 여부의 경우 항상 한다의 수행도 수가 107.7±12.3 ,가끔한

다 97.8±12.6 ,안한다 94.0±12.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행

성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 여부에서는 하는 경우가 102.5±13.0 ,

안하는 경우는 91.7±11.7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감염 리 지

침서 유무 여부에서는 있다가 101.6±12.4 ,없다가 101.0±18.3 ,모르겠다가

92.7±15.2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3),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

지 부착 여부의 경우 항상 한다의 수행도 수가105.5±12.3 ,안한다가

99.2±13.3 ,표지 이 없다가 97.9±14.0 ,상황에 따라 가끔한다가 9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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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병원의 감염 리 교육 실시 여부의

경우 의 수행도 수가 103.1±12.9 ,아니요가 96.2±12.9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p<0.001),감염 담 부서 여부에서는 있다가 102.4±12.4 ,모르

겠다가 97.9±14.0 ,없다가 94.0±15.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에서는 가 101.9±12.3 ,아니요가 100.3±16.0 ,모르

겠다가 92.3±16.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환자의

액에 노출 경험 여부에서는 아니요가 103.2±12.9 , 가 96.9±13.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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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인식도 수행도

평균±표 편차 p-값(S) 평균±표 편차 p-값(S)

개인 보호 장비 이용

항상한다
a

가끔한다
b

안 한다
b

112.1±10.5

105.3±10.1

105.4±11.8

<0.001

(a>b)

107.7±12.3

97.8±12.6

94.0±12.3

<0.001

(a>b)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

아니요

108.4±10.3

102.6±11.7

.003 102.5±13.0

91.7±11.7

<0.001

감염 리 지침서

있다a

없다b

모르겠다c

107.6±10.2

112.4±9.0

103.3±14.4

.049

(b>c)

101.6±12.4

101.0±18.3

92.7±15.2

.013

(a>c)

감염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

항상한다
a

상황에 따라 가끔한다
b

안 한다
c

표지 이 없다
d

110.6±10.3

103.7±10.7

107.2±10.6

106.9±10.7

.009

(a>b)

105.5±12.3

97.3±12.7

99.2±13.3

97.9±14.0

.002

(a>b,d)

부서 내 폐기용 주사바늘통 비치

아니요

107.2±10.8

109.0±10.6

.480 101.0±13.0

97.2±16.0

.221

병원의 감염 리에 한 교육 실시

아니요

107.9±10.7

106.6±10.9

.431 103.1±12.9

96.2±12.9
<0.001

감염 담 부서 여부

있다a

없다b

모르겠다c

108.2±9.7

105.7±13.6

105.5±12.7

.317
102.4±12.4

94.0±15.0

97.9±14.0

.005

(a>b)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
a

아니요
b

모르겠다
c

107.8±9.9

108.0±17.8

104.9±13.9

.421
101.9±12.3

100.3±16.0

92.3±16.1

.002

(a>c)

보고 서식지 비치 여부

있다

없다

모르겠다

107.6±9.8

106.9±16.0

107.0±11.3

.916
101.6±12.6

96.0±14.3

99.0±15.0

.148

액에 노출경험 여부

아니요

107.3±11.1

107.5±10.6

.850 96.9±13.2

103.2±12.9

<0.001

표 6.감염 련 특성에 따른 행성 감염 인식도와 수행도

S:Schéff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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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수행

인식

총
R1 R2 R3 R4 R5 R6 R7 R8

수행

총
.600** .480** .550** .522** .416** .474** .519** .490** .519**

P1 .416
**
.481

**
.453

**
.314

**
.181

**
.227

**
.408

**
.388

**
.388

**

P2 .500
**
.393

**
.579

**
.461

**
.319

**
.290

**
.441

**
.355

**
.488

**

P3 .452
**
.363

**
.374

**
.647

**
.296

**
.282

**
.344

**
.320

**
.338

**

P4 .268
**
.196

**
.179

*
.142

*
.348

**
.267

**
.189

**
.179

*
.177

*

P5 .478
**
.310

**
.398

**
.339

**
.324

**
.586

**
.402

**
.402

**
.396

**

P6 .523
**
.423

**
.502

**
.482

**
.284

**
.409

**
.559

**
.396

**
.442

**

P7 .544
**
.390

**
.507

**
.443

**
.338

**
.419

**
.461

**
.559

**
.511

**

P8 .578
**
.491

**
.535

**
.472

**
.329

**
.407

**
.508

**
.534

**
.598

**

G.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상 계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간의 상 계는 r=.600(p<0.0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한 행성 감염 방에

해 각 역별로 인식도 수행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손 씻기 역

(r=.481,p<0.01),장갑 착용 역(r=.579,p<0.01),이 장갑 착용 역(r=.647,

p<0.01),개인보호 장비착용 역(r=.348,p<0.01),주사바늘 사용 역(r=.586,

p<0.01),날카로운 기구 사용 역(r=.559,p<0.01),피부 상처 리 역

(r=.559,p<0.01),환경 리 역(r=.598,p<0.01)등 모든 역에서 각 역별

인식도가 높을수록 해당 역의 수행도가 높아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표 7).

표 7.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상 계

**
P<0.01

*
P<0.05

R:인식도,P:수행도

1:손 씻기 역,2:장갑 착용 역,3:이 장갑 착용 역,4:개인보호 장비착

용 역,5:주사바늘 사용 역,6:날카로운 기구사용 역,7:피부상처 리

역,8:환경 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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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와 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수술 감염

여부 확인 후 수술 참여,병원의 감염 리에 한 교육 실시와 액에 노출

된 경험 등이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다.즉,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가 높을수록(β=0.6,

p<0.001),수술 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 후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β=4.1,

p=.042),근무 병원이 감염 리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β=3.4,p=.040)

에 행성 감염 방 수행도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반면 액에 노출

된 경험이 있는 경우(β=−5.5,p<0.001)에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최종학력,병원유형,감염 리 지침서 구비 여부,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감염 담 리부서,감염 노출시 보고 등은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없었다.다

회귀분석 결과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한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의 설명력은 52.0% 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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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

계수

표

오차
p-값

상수 36.2 9.0 <0.001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0.6 0.1 <0.001

최종학력(/ 문 졸)

졸 이상 -2.7 1.6 .089

병원유형(/병원)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0.2

-4.5

2.5

3.4

.946

.186

감염검사결과 확인후 수술 참여(/아니요)

4.1 2.0 .042

감염 리지침서(/없다)

있다

모르겠다

-1.6

-1.5

3.3

3.9

.622

.702

감염환자 수술시 표지 부착(/표지 없다)

항상 한다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

안한다

2.8

0.9

1.2

2.2

2.3

2.1

.203

.735

.571

병원의 감염 리에 한 교육 실시(/아니요)

3.4 1.7 .040

감염 담 리 부서(/없다)

있다

모르겠다

2.8

3.3

2.8

2.9

.325

.260

감염 노출시 보고(/아니요)

모르겠다

-3.5

-8.7

4.8

4.9

.470

.078

액에 노출된 경험(/아니요)

-5.5 1.5 <0.001

결정계수(R²)=0.520

표 8.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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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수술실 간호사들은 수술환자의 신체조직, 액,체액 등과 지속 으로 노출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액 등에 노출이 많아질수록 행성 감염의

기회 한 증가하므로 방을 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박수진과 김 순

2009).이에 본 연구자는 수술실 간호사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를 알아보고, 상자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와 련이 있

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환자의 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2% 다.이 결과는 병원 의료종사자를 상으

로 최근 6개월 사이에 액이나 체액 등에 노출된 경우 50.3%(류미경,2005)

와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지난 2개월간 노출된 경우 56.5%(안지연 등,

2010),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최근 6개월간 노출된 경우 63.9%(박수진과

김 순,2009)보다 낮았다.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거기간이 비슷한 것에 비

해 노출 경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수술실 간호사들이 업무 행성

감염에 많은 노출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에의 노출 형태를

보면 액이 상처 없는 얼굴이나 목에 묻는 경우가 66.7%, 액이 ,입,상

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는 경우가 52.4%,주사바늘에 찔림이 48.8%,칼날이

나 수술기구 등에 손상당함이 27.4%로 나타났다.이것은 병원의료종사자

상 연구(류미경,2005)와 일개 종합병원 수술실 의료인 상 연구(신 란 등,

2009)에서 부분이 상처가 없는 정상 피부에 묻는 경우와 같았고,수술실 간

호사 상 연구(박수진과 김 순,2009)에서 주사침 자상이 가장 많았던 것과

는 차이가 있었다.

액에 노출 후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를 보면 본 연구는 63.1% 는데,

학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박수

진과 김 순,2009)에서는 18.9%,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안지연 등,2010)에서는 19.2% 던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 상 병원은 병원 구조상 감염 리부서가 있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소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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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되며(박미자,2008),간호사들이 액에의 노출이 사소한 것으로 여

기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박상연

등,2008).

노출된 액의 감염균을 보면 본 연구는 62.5%가 B형간염바이러스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C형간염바이러스로 25.0%로 나타났다.임상 간호사를 상으

로 한 연구(안지연 등,2010)에서는 어떤 균인지 모른다가 가장 많았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며,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박수진과 김

순,2009)에서 B형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같았

다.

수술실 간호사들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는 총평 이 4.5 (5

만 )으로 이것은 선행연구인 박수진과 김 순(2009)의 평균 4.5 과 일치하

다.하부 역별로는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역이 4.0 으로 가장 낮았고 문

항별로 보면 ‘수술 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로 상되

는 경우 장화나 방수용 신발을 신는다’에서 3.8 ,‘수술 많은 양의 액이

나 체액이 피부에 노출될 것이 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에서

4.0 ,‘수술 액이나 체액이 에 튈 것으로 상되는 경우 보호 안경을 착용한

다’에서 4.3 순으로 나타났다.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역에서 낮은 수가

나온 것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의 험에서 안 할 것이라는

감염 험에 한 인식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명자

등,2003).

수술실 간호사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는 총 평 4.2 (5 만

)으로 박수진과 김 순(2009)의 평균 3.9 보다 높았다.하부 역별로 보면

환경 리 역,이 장갑 착용 역,피부 상처 리 역,장갑 착용 역,

손씻기 역,날카로운 기구사용 역,주사바늘 사용 역,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역,순으로 나타났다.각 문항별로 보면 ‘사용 후 버리는 합용 바늘,

주사바늘,칼 등을 폐기용으로 만들어진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가 4.8 으로 가

장 높은 수를 보 는데,이는 선행 연구(김명자 등 2003;최옥희와 이가언 2006;

박수진과 김 순 2009;안지연 등,2010)에서도 높은 수행도를 나타낸 항목으로 나

라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한 법 제재로 인해 병원에서 철 한 리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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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반면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낸 역은 개인 보

호 장비착용이었다.개인 보호 장비착용 역의 각 문항을 보면 ‘수술

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장화나 방수용

신발을 신는다’에서 3.0 ,‘수술 많은 양의 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노출

될 것이 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에서 3.1 ,‘수술 액이나

체액이 에 튈 것으로 상되는 경우 보호안경을 착용한다’에서 3.4 순으로 나타

났다.보호 장비의 착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편하다고 인식한 연구(김명자 등,2003;서 희와 오희 ,2010)가 있으나,

보호 장비의 착용은 행성 감염 방을 한 방어책이므로 수술실 간호사들

은 보호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행성 감염을 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김명자 등,2003;한송이,2007;박상연 등,2008)에서 각

병원에 보호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각 병원에서는 수술

실 간호사들이 쉽고 가까운 곳에서 보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비

에 한 공 을 늘리고 사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순분석결과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와 련이 있었

던 변수는 최종학력,병원유형,개인 보호 장비 이용,환자의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 참여,감염 리지침서 비치 여부,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 여부,병원의 감염 리 교육 실시 여부,감염 리 담부서 여부,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환자의 액에 노출된 경험, 행성 감염을 한 인

식도 등이었고,다 회귀 분석 결과 최종 으로 행성 감염 방을 한 수

행도와 련이 있었던 변수는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수술 환

자의 감염결과 확인 후 수술 참여,병원의 감염 리에 한 교육 실시 여부

와 환자의 액에 노출된 경험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 이용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

행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

와 수행도의 측정 결과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역이 가장 낮은 수 이었던

것을 감안 할 때,이를 잘 실천하는 경우는 인식도와 수행도의 수 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개인 보호 장비 착용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을 반 하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에 포함시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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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병원에서 감염 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병원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

고,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련이 있었다.병원의 감염 리 교육에 의

한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꾸 한 개선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

되는 것이며(김명자 등,2003;최옥희와 이가언,2006;문정민,2011),감염

리 교육의 시행으로 요성을 인식시키고 수행도를 개선함으로써 효과 인

감염 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액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경우와 수술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이는 간호

사 상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한송이,2007;박수진과 김 순,

2009;안지연 등,2010),이런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가 행성 감염 방을

해 심을 갖고,노출 기회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는 수행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고,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인식도 수가 높을수록

수행도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이는 간호사 상 선행 연구들의 결과

(최미애와 박경숙,2002;박형미,2004;박수진과 김 순,2009;안지연 등,

2010)와 일치하 다.이는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감

염 방을 한 수행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인식도 고취를 하여

감염 리 교육에 한 강화,노출 경험시의 철 한 조치 등을 통한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일개 지역,일부 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

로 연구한 것으로 체 수술실 간호사에 결과를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그리고 단면 연구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로 행성 감염 방 수

행과 련된 변수와의 원인 연 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이러한 제한 에

도 불구하고 상 종합병원 규모에서만 수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병상 규모의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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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는 행성 감

염 방을 한 인식도,수술 환자의 감염 여부의 확인,병원의 감염 리

교육의 시행, 액에 노출된 경험 등과 련이 있었다.병원 조직 차원에서는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를 높이기 해 극 이고 효과 인 행성

감염 방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하며,수술실 간호사는 제한된

조건에서도 감염 리를 잘 인식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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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다양한 병원 규모의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로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와 수행도를 알아보고,인식도와 수행도의 련성을

분석하여 행성 감염 방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의 상은 G 역시에 소재한 23곳의 병원(1개의 상 종합병원,15개

의 종합병원과 7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204명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이용한 통계학 분석 방법은 t-검정,분산

분석,피어슨의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 등 이었다.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가 수술 환자의 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

우가 41.2% 으며,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도는 평균 107.4±10.8 ,수

행도는 평균 100.6±13.3 이었다.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최종학력,병원유형,개인 보호 장비 이용,감염 검사

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감염 리 지침서 여부,감염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

부착,병원의 감염 리에 한 교육,감염 담 리부서,감염 노출시 보

고, 액에 노출된 경험 등이었다. 행성 감염 방에 한 인식도와 수행도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r=.600,p<0.01).다 회귀분석

결과, 행성 감염 방을 한 인식이 높을수록(β=0.6,p<0.001),수술 감

염결과 확인 후 수술 참여(β=4.1,p=.042),병원의 감염 리 교육을 받은 경

우(β=3.4,p=.040)에 행성 감염 방 수행도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β=-5.5,p<.001)는 감염 방을 한 수행도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결론 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행성 감염 방을 한 수행도는 행성 감

염 방을 한 인식도,수술 환자의 감염 여부의 확인,병원의 감염 리

교육의 시행, 액에 노출된 경험 등과 련이 있었다. 행성 감염 방을

해 수술실 간호사 개인의 노력과 병원 차원의 행성 감염 방을 한

극 인 리 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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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

  안 하십니 ?

  는 학  보건 학원에  보건학  공하고 는 학원 학생

, 수술실 간호사  혈행  감염 방에 한 식과 수행에 한 연 

를 수행하  하여 본 문 사를 실시하고  합니다.

  바쁘신 업무 에 수고스럽겠지만 평상시 현재 병원에  수행하시는 수

술실 업무 내  그  직하게 답해 주시  탁드립니다.

  답해 주신 내  무  통계처리에만  순수하게 연

 만 사  것 니다.

  본 문 사에 참여해 주  단히 감사합니다.

                                       2013  8월 

                                       연  라 드림.

                                       연락처 H.P. 010-8613-4673

  본   연 에 한 내  충 히  들었  발   연

에 참여할 것  동 합니다.

                                             날짜:  201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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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고 필요한 내용은 적어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 재학       ④ 대학원졸  

3. 귀하의 현재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이상

4. 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병원          ② 종합병원      ③ 상급 종합병원 

5. 귀하의 수술실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이직이 있었다면 그전 수술실 

근무 경력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년             개월  

6. 귀하가 감염환자 수술에 참여시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 장비(ex. 보

안경, 방수 앞치마, 마스크 등)를 이용합니까?

   ① 항상 한다   ②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   ③ 안한다   ④ 장비가 없다

7. 귀하는 수술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수술환자의 HBV(B형간염), HCV(C형간

염),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등의 혈행성 감염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술

에 참여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의 수술실에는 업무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염관리지침서가 있습니

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9. 귀하의 수술실에서 감염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문에 감염환자 표지

판을 부착합니까?

   ① 항상 한다  ② 상황에 따라 가끔한다   ③ 안한다  ④ 표지판이 없다

10. 귀하의 수술실에는 폐기용 주사바늘통이 봉합바늘, 주사바늘, 칼 등을 사

용하는 모든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의 병원에서는 정기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하의 병원에서는 근무 중 환자의 혈액에 노출될 경우, 노출 사실을 보

고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투약이나 검사를 시행하는 전담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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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의 병원에서는 근무 중 환자의 혈액에 노출될 경우, 노출 사실을 부

서관리자 또는 병원 감염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4. 귀하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혈액에 노출될 경우 관리부서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서식지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5. 귀하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수술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ex. 주

사바늘, 칼날에 손상을 당하거나 혈액이 눈, 입, 상처 있는 피부에 묻거나 튀

는 경우)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15번 문항에서 노출 경험이 있었다면’해당란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혈액 노출 사고 종류                      최근 6개월간 경험한 횟수(회)

   ① 주사바늘에 찔린 적이 있음                                      회

   ② 칼날이나 수술기구 등에 손상당한 적이 있음                      회

   ③ 혈액이 눈, 입, 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은 적이 있음           회

   ④ 혈액이 상처없는 얼굴이나 목에 튀거나 묻은 적이 있음            회

   ⑤ 기타                                        

17.‘15번 문항에서 노출 경험이 있었다면’관리부서에 보고 후 조치를 받은 적

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17번 문항에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① 소독제로 소독만 했다 ② 의사의 진료를 받고 투약, 봉합, 소독을 했다 

   ③ 기타                        

19.‘15번 문항에서 노출 경험이 있었다면’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19번 문항에서 감염균이 있는 혈액이었다면’어떤 감염균이었습니까?

   ① HBV(B형간염)     ② HCV(C형간염)    ③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④ 어떤 감염균이었는지 모름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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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 등)를 만지기 직전에 

손을 씻는다.

2.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 등)를 만지고 난 후

에 손을 씻는다.

3. 수술 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부러뜨리거나 구부리지 

않는다.

4.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를 만져야 할 경우 장갑을 착용

한다.

5. 칼날을 칼대(mess handle)에 끼우거나 제거할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6. 감염환자(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등) 수술 시 장갑을 이

중으로(두개를) 착용한다.

7. 주사바늘 사용시 바늘 끝이 사용자의 몸쪽으로 향 하지 않게 

한다.

8. 혈액에 노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에는 장갑을 이중

으로 착용한다.

9. 수술 중 날카로운 기구나 장비 사용으로 장갑의 손상이 예상

되는 경우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한다.

10. 수술 중 많은 양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노출될것이 예

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

11. 수술 중 혈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장화나 방수용 신발을 신는다.

12. 수술 중 혈액이나 체액이 눈에 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

호 안경을 착용한다.

13. 손에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 등)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14. 수술에 사용한 기구, 장비 및 린넨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

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5.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시 보고하여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는다.

16.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시 혈액을 짜

내고 물로 씻고 소독한다.

17. 사용 후 버리는 봉합용 바늘, 주사바늘, 칼 등을 폐기용으로 

만들어진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

18. 장갑을 끼고 시술(수술, 처치 등)을 했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에 즉시 손을 씻는다.

19. 수술 중에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 다음은 혈행성 감염의 인식에 대한 측정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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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20.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나 장비는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다.

21. 수술 중 사용하는 봉합용 바늘은 바늘집게(needle holder)

에 물려서 건네주고 받는다.6. 감염환자(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등) 수술 시 장갑을 이중으로(두개를) 착용한다.

22. 수술 중 오염물이 묻은 흡입기 통(suction bottle)이나 연결

부분(connector)을 만져야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다.

23. 수술 중 날카로운 기구를 전달할 경우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소리로 조심하도록 알려준다. (예: 칼입니다. 조

심하십시오. 등)

24. 검체(혈액, 체액 및 조직 검사물)를 엎질렀을 경우 즉시 휴

지나 종이타월로 닦아 내고 락스 등의 소독수로 닦는다.

문    항

거의

하지 

않는

다

가끔

한다

보통

이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나는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 등)를 만지기 

직전에 손을 씻는다.

2. 나는 모든 수술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 등)를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는다.

3. 나는 수술 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부러뜨리거나 구

부리지 않는다.

4. 나는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를 만져야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5. 나는 칼날을 칼대(mess handle)에 끼우거나 제거할 경우 기

구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6. 나는 감염환자(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등) 수술 시 장갑

을 이중으로(두개를) 착용한다.

7. 나는 주사바늘 사용시 바늘 끝이 사용자의 몸쪽으로 향 하지 

않게 한다.

8. 나는 혈액에 노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에는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한다.

9. 나는 수술 중 날카로운 기구나 장비 사용으로 장갑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한다.

10. 나는 수술 중 많은 양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노출될것

이 예상되는 경우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

11. 나는 수술 중 혈액이나 체액으로 양말이나 발이 젖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화나 방수용 신발을 신는다.

※ 다음은 혈행성 감염의 수행에 대한 측정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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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하지 

않는

다

가끔

한다

보통

이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2. 나는 수술 중 혈액이나 체액이 눈에 튈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13. 나는 손에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환자의 검체(혈액, 

체액, 조직 등)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14. 나는 수술에 사용한 기구, 장비 및 린넨은 오염된 것으로 간

주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5. 나는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시 보고

하여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는다.

16. 나는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경우 즉시 혈액

을 짜내고 물로 씻고 소독한다.

17. 나는 사용 후 버리는 봉합용 바늘, 주사바늘, 칼 등을 폐기

용으로 만들어진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

18. 나는 장갑을 끼고 시술(수술, 처치 등)을 했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에 즉시 손을 씻는다.

19. 나는 수술 중에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20. 나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나 장비

는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다.

21. 나는 수술 중 사용하는 봉합용 바늘은 바늘집게(needle 

holder)에 물려서 건네주고 받는다.6. 감염환자(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등) 수술 시 장갑을 이중으로(두개를) 착용한다.

22. 나는 수술 중 오염물이 묻은 흡입기 통(suction bottle)이나 

연결부분(connector)을 만져야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

다.

23. 나는 수술 중 날카로운 기구를 전달할 경우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소리로 조심하도록 알려준다. (예: 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등)

24. 나는 검체(혈액, 체액 및 조직 검사물)를 엎질렀을 경우 즉

시 휴지나 종이타월로 닦아 내고 락스 등의 소독수로 닦는다.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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