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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손위생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손위생 수행 증

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략이다.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

기 위해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대상자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종사자 300명

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형식으로 대상자 특성, 손위생에 대한 인식,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손위생 준수의 충실도에 대한 인식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의사 간의 인

식에 차이가 있었고, 손위생 미준수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너무 바

빠서’라는 이유가 세 직종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손위생 수행 증진에

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을 때 의사는 44.3%, 간호사는 39.6%, 의료

기사는 41.9%가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손위생 수행 증진에서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사 65.9%, 간호사 67.8%, 의료기사 55.0%가 ‘환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로 응답하였으며 이 항목에서는 세 직종에 간 차이가 없었다. 선호하는

환자 참여 방법을 조사하였을 때는 실제로 어떠한 환자 참여 방법도 원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 27.3%, 간호사 27.0%, 의료기사

29.3%가 입원환자의 주기적인 평가 방법을 선호하였고 직종 간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손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아직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시행하지 않아

환자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다. 20대보다 50대 이상에서 환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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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손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에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해 동의였

으므로 추후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환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환자와

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항목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

므로 환자 참여의 주체자인 환자의 인식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Key Words): 환자 참여, 손위생, 의료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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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관련감염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등 다양한 의료행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감염을 일컫는 용어이다(Allegranzi & Pittet, 2009).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켜 재원기간을 늘리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정신적 고통도 초래하여 환자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Pada

et al., 2011).

손위생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다.

손위생 수행률 증진을 위해서 소아과 병동이나 중환자실 등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모니터링 및 피드백, 교육 등의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률이 증가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Nguyen, Nguyen, & Jones, 2008;

Picheansathian, Pearson, & Suchaxaya, 2008).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손소독제를 공급하는 등의 자원을 투입하고

증진활동을 하더라도 손위생 수행률 7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WHO에서는 손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권고하였다. 그 중

하나가 환자권한부여(patient empowerment)로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환자 안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WHO, 2009).

‘환자권한부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들의 치료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환자

참여는 환자의 지식, 자기효능감, 정보 이해 능력, 환경의 조성과 긍정적

변화라는 요소와 함께 환자권한부여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WHO, 2009).

국외에서는 환자가 의료종사자에게 직접 손위생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환자

권한부여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률이 32%에서 63%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Randle, Clarke, & Storr, 2006).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현저한 효과는 없었지만

손위생 증진에 환자가 참여했을 경우, 손위생 수행도가 대조군보다 더

증가하였다(Stewardson et al., 2016). 또한 미국의 1개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치료의 파트너(Partners in Your Care)’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비누와 알코올 손 소독제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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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McGuckin et al., 2001).

국내에서 수행된 Kweon 등 (2012)의 연구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직접

손위생을 요청하는 직접적 환자권한부여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현저한 효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자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교육에

활용하였고 손위생에 대한 문화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Kweon et al., 2012).

이렇게 선행연구들에서 손위생 증진에 있어 환자 참여가 의료종사자의 손위생

수행률을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손위생 증진에 있어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국외에서는 환자 참여나 환자권한부여에 대한 의료종사자나 환자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 연구(Longtin, Farquet,

Gayet-Ageron, Sax, & Pittet, 2012), 타이완 대학병원 연구(Pan et al., 2013),

스페인 갈리시아에 있는 대학병원 연구(Sande-Meijide et al., 2018) 등이 있다.

타이완 대학병원 연구(Pan et al., 2013)는 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의대/간호학과

학생, 의료기사까지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도 Kim 등(2015)의 연구에서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해진 이 연구는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까지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없다. Kim 등(2015)에 의한 연구 이후에 메르스 유행,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등 국내 의료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의료종사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효율적인 손위생 증진을 위한 전략에 도움이 되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손위생 수행 증진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2. 연구목적

1)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2)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정도가

의료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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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환자 참여

환자 참여는 환자의 지식, 자기효능감, 정보 이해 능력, 환경의 조성과 긍정적

변화와 함께 환자권한부여의 한 요소이다(WHO, 2009). 이 연구에서는

의료종사자가 손위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손위생 수행시점에서 환자가

의료종사자에게 손위생 수행 여부에 대해 직접 질문하거나 배지 부착, 포스터나

리마인더를 가리키는 등의 방법으로 손위생을 격려하는 행위를 ‘환자

참여(patient participation)’라고 정의하였다.

2)의료종사자

의료종사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를

의료종사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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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다각적 손위생 증진 활동

손위생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으로

간주되었다(WHO, 2018). 또한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과 수행 증진을 위한 활동은

환자안전 보장 활동 영역에서 필수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ation, 2018). 손위생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에 비해

현장에서의 실제 손위생 수행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손위생 수행률은 병원 또는 병동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8.7%로 보고된다(WHO, 2009).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비뇨기과 병동에서는 알코올 손소독제와 표준화된

관찰기록지를 사용한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병원감염률을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병원감염률이 13.1%에서 2.1%까지 84%

감소하였고 재원기간과 항생제 사용 비용이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동시에 감소하였다(Nguyen et al., 2008). 그 밖에도 모니터링 방법의 개발,

리마인더 설치, 조직 문화적 접근 등과 같은 다각적 전략이

제시되었다(WHO,2009).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00병상의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적 접근, 리더쉽, 손위생 지지그룹을 이용한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손위생 수행률을 매년 평가하였다.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인 2005년 손위생 수행률은 43.8%였으며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 3년째인

2011년 수행률은 83.2%였다. 2010년에는 손위생 문화 정착을 위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손위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추천 손위생 우수직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환자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직원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자료로 교육에 활용되기도 하였다(Kweon et al., 2012).

2.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의 효과

의료종사자에게 손위생을 상기시키도록 환자로 하여금 격려하는 전략에 대한

효과를 주제로 1980년부터 2013년까지 Medline, EMBASE 및 PsycINF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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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환자 참여가 의료종사자가 손위생을

상기하도록 참여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환자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다(Davis, Parand, Pinto,

& Buetow, 2015).

3.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국내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에서 환자(70%)나 가족(76%)은 의사(46%)와

간호사(55%)보다 환자 참여가 손위생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많은 의사(26%)와 간호사(31%)가 환자/가족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자 참여를 지지하였다(P <.001). 환자 참여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Kim et al., 2015).

스페인 갈리시아 대학병원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96%)는 환자 치료의 측면에서는 환자 참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1.6%만이 환자가 의료종사자로 하여금 손을 닦도록 상기시키는 것을 지지했다.

손위생 수행 증진에 환자 참여 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86%의 환자와

가족, 74%의 의료종사자가 병동에 포스터를 비치해 두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의료종사자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방법은 손위생에 대해 환자가 질문하는

것이었다(Sande-Meijide et al., 2018).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에서 277명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29%의 응답자가 환자가 손위생을 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27%의 응답자는 질문하는 것은 환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37%의 응답자는 손위생 수행을 요청하기 위해 배지를 달고 있는

것도 반대했다. 70명의 응답자(26%)는 손위생을 요청하는 것으로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했고, 44%의 응답자는

손위생 수행을 못 했다는 것을 환자가 발견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 것이라고

인정했다(Longtin et al., 2012).

국립 타이완 대학병원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553명(553/880, 62.8%)의

의료종사자가 환자로 하여금 기꺼이 손위생에 대해 요청받을 의지가 있다고

하였고 151명(151/880, 17.2%)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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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없는 그룹 사이에는 연령대 분포(P=.002)와 환자권한부여에 대한 태도

(P<.001)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25세 초과인 그룹(OR,

3.20; 95% CI: 1.51-6.81, P=.002)과 환자 권한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그룹(OR, 10.00; 95% CI: 5.88-16.67, P <.001)이 환자권한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와 연관이 있었다(Pan et al., 2013).

4.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인식

타이완의 Kaohsiung Veterans General Hospital에 입원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

85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89.8%가 손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75.9%가 병원을 선택할 때 손위생 수행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응답자(78.4%), 특히 의료관련감염을 경험한 사람은 손위생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OR, 2.48; 95% CI, 1.57-3.89; P<.001).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손을 씻도록 상기시키는 것을 고마워 한다면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손을 씻도록 요청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Wu et al., 2013).

홍콩 서부 지역에 있는 2개의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있어 환자 권한부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감염관리간호사가 2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167명(74.9%)의 환자가 환자권한부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의료종사자에게 손위생을 하도록 상기시킨 환자 75명 중

70명(93.3%)은 환자권한부여 프로그램에서 의료종사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환자였다. 또한 이 중재를 하는 동안 알코올을 이용한 손위생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Cheng et al., 2017).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있어 환자권한부여에 대한 영국의 연구에서 환자는

권한부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위생에 대해

환자가 직접 권한을 수행하는 빈도는 연구마다 5～80%까지 다양하다. 손위생에

대해 환자가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의료종사자들에 의해 수행해도 좋다는

동의를 설명들었을 때 증가할 수 있다. 의료종사자와 환자 모두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McGuckin & Govedni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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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설문지를 이용하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D상급종합병원 1곳에 근무 중인

의료종사자이었다. 연구대상 병원은 한국의 800병상의 대학병원으로 WHO의

손위생 증진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나 손위생 증진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관한 전략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인턴,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사는 외래나 행정지원팀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병동,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자로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직군에서 자료수집 시작 시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병원

경력 한달 이내인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출한 300명으로 하였고 의사는 100명, 간호사는 150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는 합하여 50명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도구

Kim 등(2015)의 연구에서 개발한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설문지를

저자에게 승인받았다. 영어 설문지를 전문번역업체 마루번역(주)에게 번역 의뢰

후 다시 역 번역하여 한글도구를 작성하였다. 자료수집도구는 자가보고 형식이며

대상자 특성, 손위생에 대한 인식,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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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특성

나이는 직접 숫자를 작성하고 성은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직업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임상경력은 2년

미만(인턴),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전공의 1～2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전공의 3～4년), 10년 이상(전임의, 교수)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손위생에 대한 인식

손위생과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중요성과 기본적인 인식 4문항이며 강하게

부정 1점, 강하게 동의 10점으로 10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의 추가적 필요성 1문항은 강하게 부정 1점, 강하게 동의 5점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손위생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1문항은 ‘너무 바빠서’,

‘귀찮아서’, ‘잊어버려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손 문지르기로 인한

피부트러블 때문에’, ‘손위생의 효과를 의심해서’, ‘기타’의 답가지로 구성하였고

다중응답하도록 하였다.

3)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환자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손위생 수행에 대해

요청받아 본 경험 유무 1문항은 ‘예’, ‘아니오’로‘, ‘환자 참여 프로그램이

의료종사자들의 손위생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과

‘의료종사자의 손위생 증진을 위한 환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지하십니까?’ 의

문항은 강하게 부정 1점, 강하게 동의를 5점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

1문항은 ‘작업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의 권한 침해라서’,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때문에’, ‘의료종사자와 환자 사이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환자/가족 구성원의 손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5지선다형으로,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의 선호하는 방법 1문항은 ‘환자가 직접

의료종사자에게 손위생 수행을 요청’, ‘의료종사자가 환자의 병실에 들어오면 환자가

의료종사자에게 손 세척제를 제공’, ‘입원한 환자에 의한 손위생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퇴원하는 환자에 의한 손위생 평가’, ‘환자 참여 방법 원하지 않음’

5지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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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충청도에 위치한 D상급종합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9-03-022-003).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D상급종합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연구 허락을 얻었다. 병동 별로 수간호사 또는

책임간호사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단체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의사의 경우에는 각 진료과의 의국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단체로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는 각각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팀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단체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 응답의 성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응답자에게는 칫솔세트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와 개인 정보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여 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자료수집은 IRB

승인일인 2019년 10월 08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시행하였고 총 300부 중

271부를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분석하였다. 직종 간 손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정규 분포 여부를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확인한 뒤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어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직종 간

유의하게 나온 항목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의료기사와 의사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검정하였고 이때 유의수준은

Bonferroni’s method를 이용하여 0.05/3=0.017을 기준으로 하였다.

손위생 미준수 이유 항목은 다중응답으로 직종 간 차이를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은 세 직종으로 분류하여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 미지지 이유, 의료종사자가 선호하는 환자 참여 방법 항목은

다중응답으로 각 항목별로 직종 간 차이를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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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로 검정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10점 척도는 1점에서 5점까지 ‘부정’, 6점에서 10점까지 ‘동의’로

2개의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였고 5점 척도는 ‘강하게 부정’과 ‘부정’을

‘부정’범주로 묶고 ‘중립’은 제외하고 ‘강하게 동의’, ‘동의’는 ‘동의’범주로 묶어서

2개의 범주형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여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으로 표시하였다. 손위생 인식에 따른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10점 척도는 1점에서 5점까지 ‘부정’, 6점에서 10점까지

‘동의’로 2개의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였고 5점 척도는 ‘강하게 부정’과 ‘부정’을

‘부정’범주로 묶고 ‘중립’은 제외하고 ‘강하게 동의’, ‘동의’는 ‘동의’범주로 묶어서

2개의 범주형 변수로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P value < .05를 유의하다고 정하였다.

6.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

2008년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피험자, 시험 참여자 이외에는 피험자의 시험 참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

장하였다. 수집되는 자료의 불필요한 개인식별자는 제거하였고, 특히, 증례 기록

서에는 피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상정보와 연결된 식별

자 코드는 별도로 관리하였다. 피험자의 기록은 비밀이 유지되고 다른 곳으로 이

동되지 않았으며, 이 연구의 진행 여부를 감독받기 위해 감독 기관으로 보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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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는 총 271명이었으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의료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2.5±8.7세이며 20～29세의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다. 남자는 37.3%, 여자

6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은 간호사가 55.0%(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29.2%(79명), 의료기사 15.9%(43명)이었다. 근무 부서는 외과계가

43%(9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내과계 31.6%(72명). 내/외과가 혼재된

부서나 진료과 순이었다. 근무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레지던트 1～2년차)가

28.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레지던트 3～4년차)가

14.8%(40명)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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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01(37.3)

Female 170(62.7)

Age, yr 20～29 148(54.6)

30～39 54(19.9)

40～49 55(20.3)

≥50 14(5.2)

M±SD (range) 32.5±8.7 (22～60)

Professionals Physician 79(29.2)

Nurse 149(55.0)

Medical technician 43(15.9)

Service Medical 72(31.6)

Surgical 98(43.0)

Mixed 58(25.4)

Work experience, yr ≤1, Interns 64(23.6)

2～5, 1-2 yr residents 77(28.4)

6～10, 3-4 yr residents 40(14.8)

≥11, Fellows, or Professors 90(33.2)

Table 1.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Workers Who Completed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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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위생에 대한 인식

1) 직종별 손위생에 대한 인식

직종별 의료종사자의 일반적인 손위생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손위생

이 중요하다는 문항과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가?’ 문항에서 세 직

종 모두 평균 9점 이상이었고 ‘의료종사자가 손위생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항에서는 의사 6.18±2.06, 간호사 7.30±1.90, 의료기사 7.63±7.50점

이었다. ‘손위생 수행 증진 활동에 있어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문항에

서는 5점 척도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각각 M±SD가 3.59±0.84, 3.76±0.74,

3.63±0.82 이었다. ‘의료종사자가 손위생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항에서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사(7.63±7.50), 간호사

(7.30±1.90), 의사(6.18±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직종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사와 간호사는 차이가 없었고, 의

사는 간호사나 의료기사와 비교하였을 때 손위생 이행 충실도가 낮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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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core) Physicians
(N=79)

Nurses
(N=149)

Medical
technicians

(N=43)

H P- value

M±SD

Do you think hand

hygiene of HCWs

before/after

contacting patients is

important? (1～10)

9.49±0.95 9.56±0.80 9.60±0.73 0.169 .919

Do you think hand

hygiene is effective

in preventing Health

care Associated

Infection? (1～10)

9.05±1.48 9.23±1.10 9.07±1.16 1.086 .581

Do you think HCWs in

our hospital fully

comply with hand

hygiene? (1～10)

6.18±2.06 7.30±1.90 7.63±7.50 20.588 <.001

Do you think we need

additional programs to

enhance hand hygiene

compliance? (1～5)

3.59±0.84 3.76±0.74 3.63±0.82 2.303 .316

Table 2. Perception of Health Care Workers (HCWs) Regarding Hand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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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ategories U P-value*

Do you think HCWs in

our hospital fully

comply with hand

hygiene? (1～10)

Physicians

Nurses

4075.5 <.001

Nurses

Medical technicians

2871.0 .292

Medical technicians

Physicians

965.0 <.001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Health Care Workers (HCWs) on Hand

Hygiene Compliance

*Mann-Whitney U test and Bonferron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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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Total Physicians
(N=79)

Nurses
(N=149)

Medical
technicians
(N=43)

X2 P- value

N(%)

Too busy 219/459(47.7) 55/79(69.6) 130/149(87.3) 34/43(79.1) 10.446 .005

Annoyed 60/459(13.1) 31/79(46.8) 23/149(15.4) 6/43(14.0) 18.958 <.001

Have
forgotten

82/459(17.9) 34/79(43.0) 35/149(23.5) 13/43(30.2) 9.349 .009

Not
motivated

24/459(5.2) 11/79(13.9) 12/149(8.0) 1/43(2.3) 4.905 .086

Skin

trouble

68/459(14.8) 9/79(11.39) 42/149(28.2) 17/43(39.5) 13.420 .001

Suspicions
of the
effect

3/459(0.7) 0/79(0.0) 1/149(0.7) 2/43(4.7) .131†

Other 3/459(0.7) 0/79(0.0) 1/149(0.7) 2/43(4.7) .131†

2) 손위생 미준수 이유

의료종사자가 손위생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의사는

38.6%(56명)가 너무 바빠서 손위생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2.1%(32명)는 잊어버려서 준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너무

바빠서 손위생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피부 문제 때문에 준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간호사 17.3%(42명), 의료기사 22.9%(16명)이었다.

각 항목별로 직종 간의 응답률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너무 바빠서’ 항목에서

는 세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 의료기사, 의사 순이었다. ‘귀찮

아서’ 항목도 세 직종 간 차이가 있었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순이었다. ‘잊어

버려서’ 항목도 세 직종 간 차이가 있었고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순이었다. ‘피

부문제 때문에’ 항목 또한 세 직종 간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 의료기사, 의사 순

이었다.

Table 4. The Reasons of Non Compliance to Hand Hygiene Guidelines

*Multiple responses.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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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Categories N(%) M±SD

Have you ever been asked to

perform hand hygiene by

patients or family members?

Yes 7(8.9)
-

No 72(91.1)

Do you think a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above is effective

in enhancing HCWs’ hand hygiene?

Strongly disagree 5(6.3) 3.25±0.94

Disagree 8(10.1)

Neutral 32(40.5)

Agree 30(38.0)

Strongly agree 4(5.1)

Do you support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s to enhance HCWs’ hand

hygiene?

Strongly disagree 4(5.1) 3.24±0.98

Disagree 13(16.5)

Neutral 27(34.2)

Agree 30(38.0)

Strongly agree 5(6.3)

3.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1) 직종별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1) 의사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의사의 인식은 Table 5와 같다.

‘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손위생 수행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8.9%(7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가

효과적인가?’라는 문항에서 중립적인 의견이 40.5%(32명)로 가장 많았고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지하는가?’라는 문항에서는 가장 높은

44.3%(35명)로 동의한다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5. Perceptions of Physicians on Pati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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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Categories N(%) M±SD

Have you ever been asked to

perform hand hygiene by

patients or family members?

Yes 6(4.0)
-

No 143(96.0)

Do you think a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above is effective

in enhancing health care workers’

hand hygiene?

Strongly disagree 3(2.0) 3.33±0.93

Disagree 25(16.8)

Neutral 54(36.2)

Agree 54(36.2)

Strongly agree 13(8.7)

Do you support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s to enhance health care

workers’ hand hygiene?

Strongly disagree 4(2.7) 3.19±0.96

Disagree 34(22.8)

Neutral 52(34.9)

Agree 48(32.2)

Strongly agree 11(7.4)

(2) 간호사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Table 6과 같다.

‘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손위생 수행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4%(6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가 효

과적인가?’라는 문항에서 동의한다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 44.9%(67명)가 가장 높

았다.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지하는가?’라는 문항에

서는 39.6%(59명)가 동의한다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6. Perceptions of Nurses on Pati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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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Categories N(%) M±SD

Have you ever been asked to

perform hand hygiene by

patients or family members?

Yes 2(4.7)
-

No 42(95.3)

Do you think a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above is effective

in enhancing health care workers’

hand hygiene?

Strongly disagree 0(0.0) 3.30±0.80

Disagree 6(14.0)

Neutral 21(48.8)

Agree 13(30.2)

Strongly agree 3(7.0)

Do you support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s to enhance health care

workers’ hand hygiene?

Strongly disagree 0(0.0) 3.33±0.84

Disagree 7(16.3)

Neutral 18(41.9)

Agree 15(34.9)

Strongly agree 3(7.0)

(3) 의료기사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기사의 인식은 Table 7과 같

다. ‘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손위생 수행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

에 4.7%(2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

가 효과적인가?’라는 문항에서 중립적인 의견이 48.8%(21명)로 가장 많았고 ‘손

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지하는가?’라는 문항에서는

41.9%(18명)가 동의한다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7. Perceptions of Medical Technicians on Pati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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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Total Physicians

(N=44)

Nurses

(N=90)

Medical

technicians

(N=40)

X2 p

value

N(%)

Increase in work load 63/174(36.2) 15/44(34.1) 40/90(44.4) 8/40(20.0) 2.404 .301

Undermining HCWs’

authority

17/174(9.8) 4/44(9.1) 10/90(11.1) 3/40(7.5) .893

Concern about legal

problems

21/174(12.1) 4/44(9.1) 15/90(11.7) 2/40(5.0) 2.494 .287

Negative effect on the

HCW-patient

relationship

112/174(64.4) 29/44(65.9) 61/90(67.8) 22/40(55.0) 2.420 .298

Lack of knowledge of

hand hygiene among
patients/family

members

40/174(23.0) 9/44(20.5) 25/90(27.8) 6/40(15.0) 1.217 .544

Others 5/174(2.9) 2/44(4.5) 3/90(3.3) 0/40(0.0) - .515†

2)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 미지지 이유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만 다중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간호사는 39.6%(61명)가 환자

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6%(40

명)가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의사 또한 ‘환자

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45%(29명),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어서’가

23.8%(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직종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8. The Reasons Why Health Care Workers (HCWs) Did Not Support Patient

Participation

*Multiple responses.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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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종사자가 선호하는 환자 참여 방법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를 지지할 경우 선호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세 직종 모두 어떠한 방법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고 간호사 27%(40명), 의사 27.3%(21명) 의료기사 29.3%(11명)로

입원환자의 주기적인 평가가 뒤를 이었다. 세 직종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9. Preference Methods of Health Care Workers (HCWs) on the Patient

Participation

Methods Physicians
(N=79)

Nurses
(N=149)

Medical
technicians
(N=43)

X2

(P-value)

N(%)

Let patients ask us to
perform hand hygiene directly

5/77(6.5) 16(10.8) 5(12.2) 5.802

(.669)*

Provide patients with a hand

sanitizer to give to HCWs
when HCWs come into their
room

13(16.9) 14(9.5) 6(14.6)

Periodic assessment of hand

hygiene by patients during
hospitalization

21(27.3) 40(27.0) 13(29.3)

Assessment of hand hygiene
by patients at discharge

7(9.1) 22(14.9) 5(12.2)

Do not want any patient
participation method

31(40.3) 56(37.8) 13(31.7)

Total** 77(100.0) 148(100.0) 42(100.0)

*By Chi-Square test.

**No answerers: physicians 2, nurses 1, medical technicia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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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특성과 손위생 인식에 따른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의료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10과 같다. 대

상자의 특성 중 연령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20～29세보다 50세 이상 연령대가 8.462배 환자 참여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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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s Categories Total Disagree Agree OR CI p-value

N(%)

Gender Male 64 22(34.4) 42(65.6) 1.091 0.572-2.081 .792*

Female 110 40(36.4) 70(63.6) 1

Age. yr 20～29 92 40(43.5) 52(56.5) 1

30～39 32 8(25.0) 24(75.0) 2.308 0.938-5.676 0.069*

40～49 38 13(34.2) 25(65.8) 1.479 0.674-3.249 0.329*

≥50 12 1(8.3) 11(91.7) 8.462 1.048-68.288 0.045*

Professionals Physician 52 17(32.7) 35(67.3) 1

Nurse 97 38(39.2) 59(60.8) 0.754 0.435 .435*

Medical
technician

25 7(28.0) 18(72.0) 1.249 0.678 .678*

Service Medical 45 19(42.2) 26(57.8) 1

Surgical 64 22(34.4) 42(65.6) 1.395 0.636-3.058 .406*

Mixed 40 14(35.0) 26(65.0) 1.357 0.564-3.268 .496*

Work

experience, yr

≤1 /
Interns

34 12(35.3) 22(64.7) 1

2～5 /
1-2yr
Residents

53 25(47.2) 28(52.8) 0.611 0.252-1.482 .276*

6～10 /
3～4yr
Residents

28 9(32.1) 19(67.9) 1.152 0.399-3.324 .794*

≥11 /
Fellows,
Professors

59 16(27.1) 43(72.9) 1.466 0.591-3.634 .409*

Table 10. Differences of Patient Participation in Promoting Hand Hygiene by Health

Care Workers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24 -

Perceptions Categories Total Patient Participation X2 P-value

Disagree Agree

N(%)

Do you think hand hygiene

of HCWs before/after

contacting patients is

important?

Disagree 1(100.0) 1(100.0) 0(0.0) - 0.356†

Agree 173(100.0) 61(35.3) 112(64.7)

Do you think hand hygiene

is effective in preventing

HAI?

Disagree 6(100.0) 3(50.0) 3(50.0) - .668†

Agree 168(100.0) 59(35.1) 109(64.9)

Do you think HCWs in our

hospital fully comply with

hand hygiene?

Disagree 38(100.0) 11(28.9) 27(71.1) 0.947 .330*

Agree 136(100.0) 51(37.5) 85(62.5)

Do you think we need

additional programs to

enhance hand hygiene

compliance?

Disagree 10(100.0) 7(70.0) 3(30.0) - .002
†

Agree 117(100.0) 24(20.5) 93(79.5)

2) 손위생 인식에 따른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의료종사자의 일반적인 손위생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문항별로 손위생 증진 활

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able 11과 같다. 유의한 차이가 있

는 문항은 1가지로 ‘의료진의 손위생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P=.002)이었다.

Table 11. Differences of Patient Participation in Promoting Hand Hygiene by the

Perceptions of Health Care Workers (HCWs)

*By Chi-Square test.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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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이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손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대상자 특성과 손위생에 대한

인식에 따라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손위생의 중요성이나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효과성

문항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모두 평균 9점 이상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세

직종 모두 손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선행연구 Kim 등 (2015)과 유사한 결과였다. 손위생 이행 충실도에 대한 문항은

세 직종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의사의 이행 충실도가 가장 낮았다.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의료기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 Kim (2015)에서 같이 의사 직군의 자가

보고 손위생 수행률이나 관찰된 손위생 수행률에서 간호사 직군에 비해 낮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손위생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 중 ‘너무 바빠서’ 항목은 세 직군 간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의 대부분이 이 항목에 응답하였는데, 이는 평소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직군보다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고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간호사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재 뿐 만 아니라 간호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찮아서’ 항목도 세 직군 간 차이가

있었고 의사가 가장 많았다. 위의 손위생의 중요성과 효과성 문항에 대해 의사가

평균 9점 이상이었지만 세 직군 중 가장 낮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

손위생이 중요하고 효과적이지만 자신의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여기면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의사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손위생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피부 문제때문에’

항목에서도 세 직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료기사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의료기사는 외래나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마다 손위생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손위생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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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0% 이하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의

효과성을 묻는 문항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모두 중립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 대상 병원에서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

환자 참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수행할 시 의료종사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모두 동의한다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충분한 교육과 설명이 동반되면 의료종사자도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모두 환자와의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의료종사자의 인식으로 나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아가족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 Min (2019)에서는 환아가족과 간호사 모두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높은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의료종사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직종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세 직종

모두 입원환자의 주기적인 평가가 가장 많았고 환자가 의료종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은 가장 적었다. 이는 직접적인 환자 참여는 아직 의료종사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선행연구 Min (2019)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20～29세의 연령대보다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8배 이상으로 환자

참여를 지지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업무나 손위생에 경험이 많은 50세 이상에서

환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손위생 증진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환자 참여에 대해 긍적적이었다. 이들은

추가적인 활동이 있어야 손위생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활동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환자 참여 증진 활동을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대다수의 의료종사자가 손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환자 참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들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며 임상에서 의료종사자의 손위생 증진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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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손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대상자 특성과 손위생에 대한

인식에 따른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손위생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직종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환자 참여 손위생 증진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직종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직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아 환자 참여의 효과성에 중립적인 인식이 높았다. 50대 이상의 연령군이

20대보다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의료종사자는 손위생 증진

활동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가장 많은 의료종사자가 환자 참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환자 참여의

주체자인 환자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손위생에 대한 인식과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없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3)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참여 주체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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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조사 

연구책임자: (성명) 곽지은 (소속)
단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연락처) 010-2440-2901

연구담당자: (성명) 곽지은 (소속)
단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연락처) 010-2440-2901

연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문의처
단국대학교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연락처) 041-550-7494

본 연구는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조사 연구입니다. 

의료종사자의 효율적인 손위생 증진을 위한 전략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마련에 도움

이 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시면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문 조사는 모두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 작성에는 약 5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관찰 연구(설문조사, 전향적 연구) 동의서 

* 만일 본 연구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험이나 불편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상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2.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 예상되는 직접적인 위험도, 참여로 인한 이득도 없습니다. 본 연

구 결과는 학술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가 미래에 로열티와 같은 상품적 가

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이득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제공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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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에 감사의 뜻으로 2,000원 상당의 여행용 칫솔세트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자료는 향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료를 향후의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

다.

□ 향후의 모든 다른 연구에, 귀하의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국대병원의 연구자에게만 동의합니다.

□ 본 연구의 연구자에게만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참여에 동의한 이후에도 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조사된 자료

를 폐기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연구에 사용된 정보와 자원을 제외

하고 모든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만약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성명과 같은 개인 식

별정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등)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연구에 관련된 담당자만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

집된 개인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에 직접 이용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연구로 인

해 획득되는 임상 자료와 귀하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용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

리됩니다.

연구과제명 손위생 증진 활동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조사

설명문을

설명한 사람

연구와의 관계 성명 서명 서명일

□ 책임연구자

□ 공동연구자

4.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5. 개인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6.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 

7.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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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담당자

설명문을

들은 사람

시험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서명 서명일

□ 본인

□ 대리인 

(관계:        ) 

□ 참관인

□ 기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철인 또는 인장이 된 

설명문 및 동의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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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감염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효율적인 손위생 증진을 위한 전략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손위생 수행 증진에 있어 환자 참여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총 5장이며 답변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연구자 (곽지은 H.P. 010-2440-2901 / E-mail:

hyorang1220@naver.com)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구자 곽지은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부록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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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위생이란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 알코올을 묻혀 손을 문질러 씻거나 물로 

세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답에 표시하세요.

1.환자와 접촉하기 전/후, 의료종사자의 손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의료관련감염은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의료관련감염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3.손위생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병원의 의료종사자들이 손위생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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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신은 의료종사자의 손위생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반대 

② 반대

③ 중립(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 찬성 

⑤ 전적으로 찬성

6.의료종사자들이 왜 손위생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응답가능)

① 너무 바빠서

② 귀찮아서

③ 잊어버려서

④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⑤ 손을 자주 씻은 경우, 피부 손상 때문에

⑥ 손 위생의 효과를 의심해서

⑦ 기타( )

☞ 환자 참여는 세계보건기구 손위생 지침의 권고사항 중 하나입니다.

7.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손위생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만약 “예”라면, 몇 번이나 요청 받았습니까? (           ) )

② 아니오

8.의료종사자들의 손 위생 개선을 위해 환자 참여를 채택할 경우,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의료종사자들이 손 위생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① 환자가 직접 의료종사자에게 손위생 수행을 요청

② 의료종사자가 환자의 병실에 들어오면 환자가 의료종사자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

③ 입원한 환자에 의한 손위생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④ 퇴원하는 환자에 의한 손위생 평가

⑤ 환자 참여 방법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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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와 같은 환자참여 프로그램이 의료종사자들의 손 위생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반대 

② 반대 

③ 중립(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 찬성 

⑤ 전적으로 찬성

10. 의료종사자들의 손 위생 증진을 위한 환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지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반대 

② 반대

③ 중립(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 찬성 

⑤ 전적으로 찬성

위의 질문의 답을 ① - ③ 중에 선택한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0-1. 의료종사자들의 손 위생에 대한 환자 참여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중응답가능)

① 업무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② 의료종사자들의 권한 침해라서

③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④ 의료종사자와 환자 사이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⑤ 환자/가족 구성원의 손 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예; 언제 손 위생이 필요한지 모름 )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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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응답자 특성에 대한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1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 / 여성

12.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13. 직업군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의사(14번으로)

② 간호사(15번으로)

③ 임상병리사(16번으로)     

④ 방사선사 (16번으로)  

⑤ 물리치료사(16번으로)    

14. 의사라면 진료과는 어디인가요? 

① 인턴   

② 내과계   

③ 외과계  

14-1. (14번 응답자만 답변)몇 년 차 이신가요?

① 인턴   

② 레지던트 1년-2년   

③ 레지던트 3년-4년 

④ 전임의

⑤ 교수

15. 간호사라면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① 내과계 

② 외과계

③ 내ㆍ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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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번 응답자만 답변)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① 1년 이하

② 2년 이상 - 5년 이하

③ 6년 이상 - 10년 이하

④ 11년 이상

16.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라면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① 1년 이하

② 2년 이상 - 5년 이하

③ 6년 이상 - 10년 이하

④ 11년 이상

♣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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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Patient Participation in Hand Hygiene Promotion

Kwak, Ji Eun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Jeong, Jae Sim. RN, Ph.D

Hand hygien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and patient participation in hand hygiene activities is a newly

emerging strategy. To apply a new strategy, health care workers’ perception

of patient participation in hand hygiene promotion was investigated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was confirme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00 health care workers at a hospital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hand hygiene differed between doctors,

nurses, medical technicians, and doctors, and multiple responses examined the

reasons for not complying with hand hygiene; the reason "too busy" was the

highest proportion for all three professionalss. When we examined the

perception of patient participation in the hand hygiene program, 44.3% of

doctors, 39.6% of nurses, and 41.9% of medical technicians supported patient

particip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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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participation was not supported by 65.9% of doctors, 67.8% of nurses,

and 55.0% of medical technicians because they feared that it would negatively

affect the patient relationship.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io between

the three certified professionals in this category.

When researching preferred patient participation methods,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that they did not actually want any patient participation; this

was followed by 27.3% of doctors, 27% of nurses, and 29.3% of medical

technicians who preferred periodic evaluation methods with inpat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s. The age of 50 and over group was

more positive than 20’s about patient participation strategies in hand hygiene

promotion and said that additional programs were needed to improve hand

hygiene, the patient participation strategy was positive.

A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 in hand hygiene promotion has yet to be

implemented, which means that the effectiveness of patient participation is

neutral. If an age group was positive about patient participation strategies in

hand hygiene promotion and said that additional programs were needed to

improve hand hygiene, patient participation strategies would be agreed upon

and patient particip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with which the older

age groups can empathize. Research is also need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atients who would be the main contributors to patient

participation since most health care workers did not support patient

participation strategies because they feared that these would negatively affect

the patient relationship.

Key Words: Patient Participation, Hand Hygiene, Health 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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