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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원 종사자들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와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B형 간

염과 C형 간염 등을 포함한 혈행성 감염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행성 감염 질환 안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1]. 혈행성 감염

은 주로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침에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또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이 눈, 코, 입 등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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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것으로, 병원 종사자들은 환자의 검사나 처치를 하는 것으로 

인해 노출될 위험이 높다[2]. 비록 혈행성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원에의 노출이 실제 혈행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

만, 국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 받은 

의료종사자 중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 승인을 받은 비

율이 가장 높았고, 그 중 간호사의 비율이 72%를 차지하였다[3]. 

병원 내 많은 부서 중 수술실은 외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을 위해 전문적 간호를 수행하는 특수부서로[4], 수술실 간호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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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전문적인 지식, 고도의 시술 관리가 요구되고, 수술의 원만한 진

행과 정확한 기록을 남기며, 기구, 바늘, 거즈 계수 맞추기 등의 절차를 

따르며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에 대한 지지 간호도 수행하는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5]. 또한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의 수술시 장시간 

개방된 수술부위로 인해 많은 양의 혈액과 체액, 조직 검사물과 접촉

하게 되고, 환자의 수술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수술 기구나 칼에 베이

거나 바늘에 찔리는 경우와 환자의 출혈 등으로 혈액이나 체액이 신체

의 점막, 눈에 튀거나 손상된 상처에 노출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질

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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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감염 환자 수술 과정 및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자재를 비

롯해 수술실 바닥과 통로 모두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실제로 의료인이 수술 중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이 피부 또는 점막과 

접촉하는 경우가 20.4%로 빈번하다고 보고하였다[8].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혈행성 감염에의 노출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는 특히 감염 환자 수술이 행해지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혈

행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출시 신속한 처치를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혈행성 감염 사고로부

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9]. 

근무환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의 접촉 

위험이 높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실 혈행성 감

염 관련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혈행성 감염 예방지침 수행 영향요인

[6]과 수술실 간호사의 혈행성 감염 예방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수행에 

대한 연구[10]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 연구는 주로 병상 규

모가 큰 3차 의료기관 중심의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수술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6,10],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인력, 

시설, 장비가 미비한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1]는 더욱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혈

행성 감염 예방에 대한 수행에 있어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상황들은 병

원의 시설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

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일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수술시 환자의 혈액 노출 경험과 감염관

리 관련 특성을 알아보고,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 정도와 수행

정도를 파악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

식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혈행성 감

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 정도

와 수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간호협회에서 제시된 G광역시 소재 병

원 79개 중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및 수술실이 운영되지 않는 병원 36

개를 제외하고,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43개 병원 중에서 1개의 상급 종

합병원, 15개의 종합병원과 7개의 병원 23곳을 임의 선정하였다. 각 병

원의 수술실 수간호사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의 허락을 

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잠정적 연구대상자들에 연구자가 해당 병원의 수술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작성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설

문지 204부가 회수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20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기존의 

선행연구[6,10,11]에서 제시한 변수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최종학력, 직위, 근무 병원

의 유형, 수술실 경력을 조사하였다. 수술실 간호사들의 혈행성 감염 

관리 관련 특성은 혈행성 감염 결과 확인 후 수술에 참여하는지 여부, 

감염관리지침서 여부, 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판 부착 여부, 병원

의 감염관련 교육 실시 유무, 병원 감염관리 전담 부서의 유무,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 보고 서식지의 비치 유무를 조사하였다. 혈액에의 

노출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 동안의 혈액 노출에 대한 

사고 형태와 횟수, 노출 후의 조치 여부, 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의 

종류, 노출된 감염균의 종류 등과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 측정도구로 이루어졌다.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표준주의지침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혈행성 병원체 예방규칙을 근

거로 수술실 간호사의 혈행성 감염예방에 대한 지침으로 개발[6]된 도

구를 Park and Kim [1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식도 측정은 

손씻기 3문항, 장갑착용 3문항과 이중 장갑 착용 3문항, 개인 보호장비 

착용 3문항, 주사바늘 사용 3문항, 날카로운 기구 사용 3문항, 피부 상

처관리 3문항, 환경관리 3문항의 8개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문항수로 나누

어 인식도 점수를 계산하였고, 인식도 점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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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수행도 측정은 인식도 측정에 사용된 같은 내용의 24문항에 5

점의 Likert 척도로 ‘거의 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해당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문항수로 나누어 수행

도 점수로 계산하였고, 수행도 점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and Kim [10]이 보고한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측정도

구의 Cronbach’s α는 0.95, 수행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0.92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인식도의 Cronbach’s α는 0.94, 수행도의 Cronbach’s 

α는 0.96이었다.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는 변수의 척도에 따라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와 수행도의 비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사

후검증 방법으로 Schéffe 방법을 이용하였다.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시

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관련이 있

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혈행성 감염 예방 수행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독립변수 중 범주형 변수(최종학력, 근무병원유형, 혈행성 감염 결과 

확인 후 수술에 참여하는지 여부, 감염관리지침서 여부, 감염 환자 수

술시 감염 표지판 부착 여부, 병원의 감염관련 교육 실시 유무, 병원 감

염관리 전담 부서의 유무,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 등)에 해당되는 변수

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술 시 환자 혈액 노출 실태

연구 대상자인 수술실 간호사의 연령 분포는 25-29세가 42.6%, 

30-34세가 27%였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71.1%, 대졸 이상이 28.9%

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1.4%, 수간호사 이상이 11.8%였으며, 근무

병원 유형은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14.7%,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

하는 경우가 85.3%였다. 수술실 경력은 2년 이상-5년 미만이 31.9%, 5년 

이상-10년 미만이 29.9%, 10년 이상이 20.1%, 2년 미만이 18.1%였다. 지

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2%였으며, 이중 혈액이 상처 없는 얼굴이나 목에 묻은 경우가 66.7%

로 가장 많았고, 혈액이 눈, 입, 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은 경우가 

52.4%,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는 48.8% 등의 순이었다. 혈액에 노출 후 

조치를 받은 경우는 36.9%였으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

이 있는 경우가 47.6%였다(Table 1).

대상자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47± 0.45

점이었다. 하부영역 점수는 피부 상처관리(4.62 ± 0.50점), 이중 장갑 착

용(4.57± 0.58점), 환경관리(4.56 ± 0.49점), 손 씻기(4.55 ± 0.46점), 장갑 

착용(4.53 ± 0.49점), 주사바늘 사용(4.49 ± 0.52점), 날카로운 기구 사용

(4.46 ± 0.54점), 개인보호 장비착용(4.02 ± 0.81점) 순이었다. 혈행성 감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of blood exposure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

Age (y)     
   21-24 32 15.7
   25-29 87 42.6
   30-34 55 27.0
   ≥35 30 14.7
Educational level     
   College 145 71.1
   Above university 59 28.9
Position     
   Staff nurses 166 81.4
   Charge nurses 14 6.9
   Above head nurses 24 11.8
Type of hospital     
   Hospital 30 14.7
   Above general hospital 174 85.3
Carrier in operating room (y)     
   <2 37 18.1
   2-4 65 31.9
   5-9 61 29.9
   ≥10 41 20.1
Experience of blood exposure during last 6 months     
   No 120 58.8
   Yes 84 41.2
Type of exposure (n=84) 
   Pricked by the needle 41 48.8
   Injuries from knife or operational device 23 27.4
   Spattered on eye, mouth or wounded skin 44 52.4
   Spattered on normal face or neck 56 66.7
   Etc. 2 2.4
Measure after blood exposure (n=84)  
   Measured 31 36.9
   Unmeasured 53 63.1
Exposure of infected patient’s blood (n=84)     
   Yes 40 47.6
   No 44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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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9). 부서 내 폐기용 주사

바늘통 비치 여부, 병원의 감염 관리 교육 실시 여부, 감염 전담 부서 

여부,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와 보고 서식지 비치 여부, 환자 혈액에 노

출 경험 여부 등은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점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행도 점수는 비교 결과, 노출시 보고하는 서식지 비치 여부를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혈행성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 여부에서는 하는 경우가 4.27± 0.54점, 안

하는 경우는 3.82 ± 0.4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감염 관리 지침서 유무 여부에서는 ‘있다’가 4.23 ± 0.52점, ‘없다’가 4.21

± 0.76점, ‘모르겠다’가 3.86 ± 0.6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0.013), 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판 부착 여부에 따른 수행도 점

수는 ‘항상 한다’ 4.40 ± 0.51점,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 4.06 ± 0.53점, 

‘안 한다’가 4.13 ± 0.55점, ‘표지판이 없다’가 4.08 ± 0.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2). 병원의 감염 관리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수

행도 점수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4.30 ± 0.54점, 없는 경우 4.01± 0.54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01), 감염 전담 부서 여부에서는 

예방을 위한 수행도는 평균 4.19 ± 0.56점이었고, 하부영역 점수는 환경

관리(4.44 ± 0.53점), 이중 장갑 착용(4.37± 0.81점), 피부상처관리(4.36 ±

2.01점), 장갑 착용(4.32 ± 0.67점), 손 씻기(4.31 ± 0.61점), 날카로운 기구

사용(4.29 ± 0.64점), 주사바늘 사용(4.26 ± 0.72점), 개인보호 장비착용

(3.17±1.33점) 순이었다(Table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를 비교한 결

과, 연령, 최종학력, 직위, 병원 유형과 수술실 경력 등은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 점수는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의 경우가 4.25 ± 0.55점, 대졸 이

상이 4.05 ± 0.54점으로 전문대졸 학력이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보다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0.020). 그러나 연령, 직위, 병원유형과 수술실 경력 등은 혈행성 감

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3).

혈행성 감염 관리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점수 비교 결과, 혈행성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참여 여부, 

감염 관리 지침서유무 여부, 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판 부착 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혈행성 감염 검사결과 확

인 후 수술참여 여부에서는 하는 경우가 4.52 ± 0.43점, 안하는 경우는 

4.28 ± 0.4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3). 감염 관리 지침서 

유무 여부에서는 지침서가 있는 경우 인식도 점수는 4.48 ± 0.43점, 없

는 경우 4.68 ± 0.37점, 모르겠다에 해당되는 경우는 4.30 ± 0.6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49), 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판 부

착 여부의 경우 ‘항상 한다’의 인식도 점수가 4.61± 0.43점, ‘가끔 한다’ 

4.32 ± 0.45점, ‘안 한다’ 4.46 ± 0.44점, ‘표지판이 없다’가 4.45 ± 0.44점으

Table 2. Awareness and performance for prevention of blood-borne infec-
tion

Domain
Awareness Performance

Mean±SD Mean±SD

Hand washing 4.55±0.46 4.31±0.61
Gloving 4.53±0.49 4.32±0.67
Double gloving 4.57±0.58 4.37±0.81
Use of personal protective devices 4.02±0.81 3.17±1.33
Handling of syringes 4.49±0.52 4.26±0.72
Handling of sharps 4.46±0.54 4.29±0.64
Management of skin wound 4.62±0.50 4.36±0.67
Management of environment 4.56±0.49 4.44±0.53
Total 4.47±0.45 4.19±0.56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s of awareness and performance for prevention of 
blood-borne infe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204
Awareness Performanc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Age (y)           
   21-24 32 (15.7) 4.52±0.36 0.61 4.28±0.58 0.68
   25-29 87 (42.6) 4.43±0.45 (0.611) 4.14±0.51 (0.567)
   30-34 55 (27.0) 4.52±0.52 4.17±0.59
   ≥35 30 (14.7) 4.49±0.40 4.27±0.60
Educational level           
   College 145 (71.1) 4.49±0.43 0.94 4.25±0.55 2.35
   Above university 59 (28.9) 4.43±0.48 (0.346) 4.05±0.54 (0.02)
Position           
   Staff nurses 166 (81.4) 4.46±0.47 0.40 4.20±0.56 1.81
   Charge nurses 14 (6.9) 4.53±0.35 (0.668) 3.94±0.43 (0.166)
   Above head 
      nurses 

24 (11.8) 4.54±0.38 4.28±0.56

Type of hospital           
   Hospital 30 (14.7) 4.44±0.52 -0.40 4.01±0.77 -1.44
   Above general 
      hospital

174 (85.3) 4.48±0.44 (0.692) 4.22±0.51 (0.158)

Carrier in 
   operating 
   room (y)
   <2 37 (18.1) 4.52±0.40 0.96 4.14±0.66 0.51
   2-4 65 (31.9) 4.44±0.48 (0.413) 4.23±0.51 (0.677)
   5-9 61 (29.9) 4.43±0.46 4.14±0.49
   ≥10 41 (20.1) 4.56±0.42 4.24±0.6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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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4.27± 0.52점, ‘없다’가 3.92 ± 0.62점, ‘모르겠다’가 4.08 ± 0.58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02), 감염 노출시 보고체계가 있는 

지에 따라서는 있는 경우 4.24 ± 0.51점, 없는 경우 4.18 ± 0.67점, 모르겠

다고 응답한 경우가 3.84 ± 0.6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 0.002), 환자의 혈액에 노출 경험 여부에서는 ‘아니오’가 4.30 ±

0.54점, ‘그렇다’가 4.03 ± 0.5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01) (Table 4).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는 r= 0.60 

(p<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혈행

성 감염 예방에 대해 각 영역별로 인식도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손 씻기 영역(r= 0.48), 장갑 착용 영역(r= 0.58), 이중 장갑 착용 영

역(r = 0.65), 개인보호 장비착용 영역(r = 0.35), 주사바늘 사용 영역

(r = 0.59), 날카로운 기구 사용 영역(r = 0.56), 피부 상처관리 영역

(r= 0.56), 환경관리 영역(r= 0.60) 등 모든 영역에서 각 영역별 인식도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수행도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p< 0.01) (Table 5).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수술 전 감염 여부 확인 후 수술 참여와 혈액에 노출 경험 등이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β = 0.65, p< 0.001), 수

술 전 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Table 4. Comparisons of awareness and performance for prevention of blood-borne infection according to infec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n=204
Awareness Performanc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Confirmation of infection before operation  
   Yes 168 (82.4) 4.52±0.43 -2.99 4.27±0.54 -4.60
   No 36 (17.6) 4.28±0.49 (0.003) 3.82±0.49 (<0.001)
Written safety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Yesa 169 (82.8) 4.48±0.43 3.05 4.23±0.52 4.42
   Nob 13 ( 6.4) 4.68±0.37 (0.049) 4.21±0.76 (0.013) 
   Don’t knowc 22 (10.8) 4.30±0.60 (b>c) 3.86±0.63 (a>c)
Attachment of infection precaution signs  
   Alwaysa 66 (32.4) 4.61±0.43 3.97 4.40±0.51 4.96
   Occasionalb 46 (22.5) 4.32±0.45 (0.009) 4.06±0.53 (0.002)
   Not attachc 52 (25.5) 4.46±0.44 (a>b) 4.13±0.55 (a>b,d) 
   No infection markd 40 (19.6) 4.45±0.44 4.08±0.58
Education for infection control in hospital   
   Yes 129 (63.2) 4.49±0.45 -0.79 4.30±0.54 -3.71 
   No 75 (36.8) 4.44±0.45 (0.431) 4.01±0.54 (<0.001)
Exclusive department of infection management    
   Yesa 145 (71.1) 4.51±0.40 1.16 4.27±0.52 5.46
   Nob 27 (13.2) 4.41±0.56 (0.317) 3.92±0.62 (0.005)
   Don’t knowc 32 (15.7) 4.40±0.53 4.08±0.58 (a>b)
Reporting system for exposure of infection source  
   Yesa 170 (83.3) 4.49±0.41 0.87 4.24±0.51 6.65
   Nob 6 (2.9) 4.50±0.74 (0.421) 4.18±0.67 (0.002)
   Don’t knowc 28 (13.7) 4.37±0.58 3.84±0.67 (a>c)
Reporting form for infection exposure   
   Yes 144 (70.6) 4.48±0.41 0.09 4.23±0.52 1.93
   No   20 (9.8) 4.45±0.67 (0.916) 4.00±0.60 (0.148)
   Don’t know 40 (19.6) 4.46±0.47 4.12±0.62
Experience of blood exposure     
   Yes 84 (41.2) 4.46±0.46 0.19 4.03±0.54 3.41
   No 120 (58.8) 4.48±0.44 (0.850) 4.30±0.54 (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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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β =5.06, p = 0.010)에 혈행성 감염 예방 

수행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혈액에 노출된 경험

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β = -5.98, p< 0.001)에 수행도 점수가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최종학력, 감염 관리 지침서 구비 여부, 감염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판 부착,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감

염 전담 관리부서, 감염 노출시 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은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다중 회귀분

석 결과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한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의 설명력은 48.0%였다(Table 6).  

고  찰
 

수술실 간호사들은 수술환자의 신체조직, 혈액, 체액 등과 지속적으

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혈액 등에 노출이 많아질수록 

혈행성 감염의 기회 또한 증가하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

다[10]. 이에 본 연구자는 수술실 간호사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를 알아보고, 대상자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

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2%였다. 이 결과는 병원 의료종

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사이에 혈액이나 체액 등에 노출된 경우 

50.3% [12]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노출된 경우 56.5% 

[13],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노출된 경우 63.9% [10] 

보다 낮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준거기간이 비슷한 것에 비해 노출 

경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술실 간호사들이 업무 중 혈행성 

감염에 많은 노출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에의 노출 형

태를 보면 혈액이 상처 없는 얼굴이나 목에 묻는 경우가 66.7%, 혈액이 

눈, 입, 상처 있는 피부에 튀거나 묻는 경우가 52.4%, 주사바늘에 찔림

이 48.8%, 칼날이나 수술기구 등에 손상당함이 27.4%로 나타났다. 이

것은 병원의료종사자 대상 연구[12]와 일개 종합병원 수술실 의료인 

대상 연구[8]에서 대부분이 상처가 없는 정상 피부에 묻는 경우와 같

았고, 수술실 간호사 대상 연구[10]에서 주사침 자상이 가장 많았던 것

과는 차이가 있었다. 

혈액에 노출 후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를 보면 본 연구는 63.1%였는

데, 대학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는 18.9%,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임상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19.2%였던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

로는 본 연구 대상 병원은 병원 구조상 감염관리부서가 있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소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Table 6. The associated factors with performance for prevention of blood-
borne infection     

Variables β se t p-value

Constants 33.36 8.87 3.76 <0.001
Awareness for prevention of 
   blood-borne infection (scores)

0.65 0.07 9.71 <0.001

Educational level (/College)         
   Above university -2.98 1.55 -1.92 0.057
Confirmation of infection before 
   operation (/No)

        

   Yes 5.06 1.95 2.60 0.010
Written safety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No) 

        

   Yes -1.43 3.22 -0.44 0.657
   Don’t know -1.32 3.86 -0.34 0.732
Attach infection precaution signs 
   during operation (/No signs)

        

   Always 1.79 2.11 0.85 0.395
   Occasional 0.17 2.29 0.07 0.942
   Not attach 1.28 2.09 0.61 0.540
Education for infection control in 
   hospital (/No) 

        

   Yes 3.14 1.65 1.91 0.058
Exclusive department of infection 
   management (/No) 

        

   Yes 2.38 2.76 0.86 0.389
   Don’t know 3.19 2.86 1.11 0.267
Reporting system for exposure of 
   infection source (/No) 

        

   Yes -3.87 4.81 -0.80 0.423
   Don’t know -8.79 4.90 -1.79 0.075
Experience of blood exposure (/No)         
   Yes -5.98 1.43 -4.18 <0.001
F =14.13 (p<0.001), Adj R²=0.48

Table 5. Correlational coefficients between awareness and performance 
for prevention of blood borne infection

A A1 A2 A3 A4 A5 A6 A7 A8

P 0.60** 0.48** 0.55** 0.52** 0.42** 0.47** 0.52** 0.49** 0.52**
P1 0.42** 0.48** 0.45** 0.31** 0.18** 0.23** 0.41** 0.39** 0.39**
P2 0.50** 0.39** 0.58** 0.46** 0.32** 0.29** 0.44** 0.36** 0.49**
P3 0.45** 0.36** 0.37** 0.65** 0.30** 0.28** 0.34** 0.32** 0.34**
P4 0.27** 0.20** 0.18* 0.14* 0.35** 0.27** 0.19** 0.18* 0.18*
P5 0.48** 0.31** 0.40** 0.34** 0.32** 0.59** 0.40** 0.40** 0.40**
P6 0.52** 0.42** 0.50** 0.48** 0.28** 0.41** 0.56** 0.40** 0.44**
P7 0.54** 0.39** 0.51** 0.44** 0.34** 0.42** 0.46** 0.56** 0.51**
P8 0.58** 0.49** 0.54** 0.47** 0.33** 0.41** 0.51** 0.53** 0.60**

A, awareness; P, performance; A1, hand washing; A2, gloving; A3, double 
gloving; A4, use of personal protective devices; A5, handling of syringes; 
A6, handling of sharps; A7, management of skin wound; A8, management 
of environmen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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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것으로 생각되며[11], 간호사들이 혈액에의 노출을 사소한 것으

로 여기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14]. 

수술실 간호사들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는 총 평점이 

4.47점(5점 만점)으로 이것은 선행연구인 Park and Kim [10]의 평균 

4.5점과 비슷하였다. 하부영역별로는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영역이 4.02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영역에서 낮은 점수가 나

온 것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할 것이

라는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

인다[15].

수술실 간호사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는 총 평점 4.19점

(5점 만점)으로 Park and Kim [10]의 평균 3.9점보다 높았다. 하부영역

별로 보면 환경관리 영역, 이중 장갑 착용 영역, 피부 상처 관리 영역, 

장갑 착용 영역, 손씻기 영역, 날카로운 기구사용 영역, 주사바늘 사용 

영역, 개인 보호 장비착용 영역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개인 보호 장비착용이었다. 개인보호 장비의 착

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편하다고 인

식한 연구[15,16]가 있으나, 보호 장비의 착용은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

한 방어책이므로 수술실 간호사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혈행

성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14,15]에서 

각 병원에 보호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각 병원에

서는 수술실 간호사들이 쉽고 가까운 곳에서 보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비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사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순분석결과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관련

이 있었던 변수는 최종학력, 병원유형, 환자의 감염 검사결과 확인 후 

수술 참여, 감염 관리지침서 비치 여부, 감염 환자 수술시 감염 표지판 

부착 여부, 병원의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감염 관리 전담부서 여부, 

감염 노출시 보고 여부,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 혈행성 감염을 위

한 인식도 등이었고, 다중회귀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혈행성 감염 예

방을 위한 수행도와 관련이 있었던 변수는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수술 전 환자의 감염결과 확인 후 수술 참여와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 등이었다.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경우와 수술 전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에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사 대상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10,13], 이런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가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출 기회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는 수행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인식도 점수

가 높을수록 수행도 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사 대상 

선행 연구들의 결과[10,13,17,18]와 일치하였다. 이는 혈행성 감염 예방

을 위한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인식도 고취를 위하여 감염 관리 교육에 대한 강화, 

노출 경험시의 철저한 조치 등을 통한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10]에서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직위,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은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수술실 경력과 직위는 간호사

의 업무 숙련도를 제시하는 의미로 업무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혈행성 

감염 노출 기회가 많고, 업무상 빠른 판단력과 능숙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술실 환경에서 혈행성 감염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0]. 추후 간호사의 경력 또는 

업무의 숙련성과 혈행성 감염예방을 위한 수행도와의 관련성의 확인

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경우 소속 병원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의 수행 

여부는 감염예방을 위한 수행도와 단순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병

원의 감염 관리 교육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와 수행도의 꾸

준한 개선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이며[6,15], 

감염 관리 교육의 시행으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수행도를 개선함으

로써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개 지역, 일부 병원의 수술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전체 수술실 간호사에 결과를 적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 방법에 의

해 수행된 연구결과로 혈행성 감염 예방 수행과 관련된 변수와의 원인

적 연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혈행성 감염예방을 위한 

병원의 노력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더욱이 연구대상

이 일개 병원이 아닌 다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소속된 병원 수

준의 감염관리 노력이나 체계의 확인보다는 연구대상 개인의 행태와 

인식에 중점을 두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병원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한 관련요인의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 규모에서만 수행된 기존 연

구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병상 규모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는 혈

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인식도, 수술 전 환자의 감염 여부의 확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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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감염 관리 교육의 시행, 혈액에 노출된 경험 등과 관련이 있었다. 

병원 조직 차원에서는 혈행성 감염 예방을 위한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혈행성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실 간호사는 제한된 조건에서도 감염관리를 잘 인식하

고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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