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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공호흡기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이란 인

공호흡기 착용 시점에는 폐렴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내 

삽관 및 기관 절개술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48시간 이후부터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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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is the most common form of nosocomial infections in intensive care un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infection control knowledge and practice for VAP, and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m among staff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Methods: The 232 staff nurses working in three university hospitals were surveyed by closed ended questionnaires using scoring system about 
infection control knowledge, practice for VAP and general characteristics. Practice scores for VAP were compared in groups of nurse. The factors associ-
ated to practice for VAP were analyzed with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a SPSS version 16.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The score of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were 4.85 ± 1.18 and 1.82 ± 0.13, respectively.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 of performance of infection con-
tro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urses who cared for less than 3 patients compared to nurses who cared for more than 4 patients (β = 0.04, p= 0.067). And 
nurses with experience of education for the VAP prevention within 2 years had higher performance for the VAP prevention (β = 0.05, p= 0.009). The level 
of knowledge was higher,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etter. Conclusions: Performance for the VAP prevention was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experience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knowledge for the VAP prevention. So the level of performance of the VAP prevention will be 
improved by the reasonable nurse-to-patient ratio in intensive care unit and supplying of education and increasing of the level of knowledge for the VAP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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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감염성 폐질환을 말한다[1]. 국내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

년 6월까지 1년간 전국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에서 300병상 이상 종

합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 2,524건의 의료

관련 감염 중 혈류감염 1,090건(43.2%), 그 다음 폐렴이 735건(29.1%)으

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폐렴 중에서는 특히 인공호흡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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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이 443건(60.3%)으로 가장 많았다[2].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폐렴에 이환될 위험성이 

3-1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기

간이 1일씩 연장될 때마다 폐렴이 발생할 위험성이 1%씩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4]. 또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이 발생한 경우 중환자실 

재원 기간 및 총 병원 재원 기간 연장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이 증가하

게 되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킨다[5]. 인공

호흡기관련 폐렴은 인공호흡기 회로 및 가습기, 기관 내 삽관 튜브, 청

결하지 못한 의료진의 손, 상하부 기도 내 분비물 및 위 내용물의 흡인, 

오염된 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6]. 따라서 인공호흡기관련 폐

렴 예방을 위하여 인공호흡기 착용 기간과 기관 내 삽관 튜브 유지 기

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공호흡기 부속품 및 기관 내 삽관 튜

브를 무균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7].

병원 내에서 간호사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간호행위가 많

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매개체로 알

려져 있다[8]. 특히 중환자실은 치명적이고 심각한 질환의 환자들을 

관리하는 곳이며[9],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 병동에 근무

하는 간호사에 비해 중심정맥관, 기관 내 삽관 등 의료 기구를 삽입하

는 침습적 처치에 관련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의료 기구가 삽입된 환

자를 직접 간호 및 관리하고 있다[10].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질병의 중증도가 높고 복잡한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며,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과 의료 기구를 이용한 침습적 처치 확대로 인하여 외

부자극에 대한 신체적 방어기전이 저하되어 의료관련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11]. 따라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생

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근무

하는 간호사는 감염관리지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염관리에 관련

된 간호중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감염관리 수행도는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기반하여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총체적 행위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12], 

그동안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

도, 감염관리부서 유무, 감염관리 지침서 유무, 감염관리 교육 경험 유

무가 감염관리 수행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13,14]. 이전 연구에

서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호흡기계 영역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감염관

리 수행도가 낮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전문 인력

으로 구성된 감염관리 위원회를 배치하고 감염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관리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하였다[15]. 그리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병상수가 

적은 경우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간호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어 환자

의 사망률, 합병증률, 재입원율, 재원 기간이 감소하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16].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 감염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식도를 높이는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10]. 최근 의료관련 감염이 중

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관련 근거기반 실무지침에 대한 감염관리 지식도

와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정답률과 수행률이 모두 5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17]. 그리하여 2010년 국내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중환자

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표준지침을 개발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제를 이용한 구강간호, 환자의 침상 

각도 등 최근 감염관리 표준지침을 기반으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

호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나 지식을 측정하여 감염관리 수행도 간

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10]. 이에 본 연구는 중환

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

한 지식도 및 감염관리 수행도 현황을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G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두 곳과 J도 소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

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병원의 간호부장과 간호교

육팀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계획서와 설문지를 제출한 뒤

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

호사를 대상으로 서면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

기 위하여 불투명한 회수용 봉투를 함께 배부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

지를 이용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불투명한 회수용 봉투 안

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0.15 (중간), 유

의수준 0.05, 검정력 0.95, 독립변수 20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22

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8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이며, 

총 재직 중인 간호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47부가 회수

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6부, 인공호흡기를 착용

한 환자 간호 경험이 없는 경우 3부,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은 경우 6부

를 제외한 232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

집 전에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

하였다(CHOSUN 2016-07-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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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은 나이, 성별, 현재 흡연 상태, 음주 빈도, 운동 빈도, 주

관적 건강 상태, 질병력 유무, 직급, 근무부서, 총 임상경력, 교대근무 

여부, 간호업무분담방식,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자수를 조사하

였다. 이전 연구에서 병상수 대비 간호 인력에 따른 간호결과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은 경우 가장 우수

한 간호결과가 나타나[16],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

자수를 2-3명, 4명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환자 간호 경험, 근무기관에서 2년 이내 감염관리 교육 경험, 근무기관

에서 2년 이내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교육 경험, 근무기관에 감염

관리부서 존재에 대한 인지, 근무기관에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지

침 존재에 대한 인지, 근무기관에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였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와 수행도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에 대한 지식도를 평가한 도구

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개발 당시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

정되었다[18,19]. 기관 내 삽관 경로, 인공호흡기 회로 교환 주기, 가습기 

교환 주기, 흡인 체계 종류, 폐쇄형 흡인 체계 교환 주기, 특수 기관 내 

삽관 튜브 사용 효과, 환자 체위, 소독제를 이용한 구강간호에 대해 측

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4가지 선택형 

지문을 이용하여 오답 또는 ‘잘 모르겠다’로 표기된 경우 0점, 정답인 

경우 1점으로 처리하였다. 총 평균 점수의 범위는 0-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는 이전 연구에

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

가 검정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19,20], 일부 문항의 경우 질병관리본

부 근거기반 표준 주의지침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총 5가지 영역으

로 구성되며 손씻기 17문항, 흡인 관리 4문항, 기도 관리 3문항, 인공호

흡기 관리 10문항, 호흡기계 간호중재 7문항에 대해 측정하였다. 총 4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Likert 3점 척도를 이용하여 

‘철저히 수행한다’로 표기된 경우 2점, ‘부분적으로 한다’로 표기된 경

우 1점, ‘수행하지 않는다’로 표기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총 평균 

점수의 범위는 0-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공호

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0.85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인공호흡기관

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와 감염관리 수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

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와 감

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최종적으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와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유의확률이 0.1 미만인 

변수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

수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와 수행도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의 총 평균 점수는 8점 만

점에 4.85 ±1.18점이었다. 세부적으로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환자의 적절한 체위는 침상머리를 올린 자세가 권고된다’가 229명

(98.7%)으로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폐쇄형 흡인 체계의 교환 주기는 

새로운 환자로 바뀔 때나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권고된다’가 24명

(10.3%)으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의 총 평균 점수는 2점 만점에 1.82 ± 0.13점이었다. 세

부적으로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흡인 관리 영역이 1.92 ± 0.14점으로 평

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도 관리 영역 1.89 ± 0.19점, 인공호흡기 관리 

영역 1.87± 0.15점, 간호중재 영역 1.80 ± 0.21점, 손씻기 영역 1.78 ± 0.19

점 순이었다(Table 1).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0.17, p = 0.009).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지식도가 높을수록 손씻기 영역(r= 0.16, p= 0.011), 

흡인 관리 영역(r= 0.13, p = 0.040), 기도 관리 영역(r= 0.18, p = 0.006)에 

대한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자수는 2-3명인 경우가 177명(79.7%), 4

명 이상인 경우가 45명(20.3%)이었다. 근무기관에서 2년 이내 감염관

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221명(95.3%),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교육

을 받은 경우는 176명(76.5%)이었다. 근무기관에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지침이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206명(89.2%), 인공호흡기관

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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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확대인자와 허용도를 통해 검정한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았고, 정규확률그래프를 통해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자수는 4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2-3명인 경우 감염관리 수행

도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β = 0.04, p = 0.067). 근무기관

에서 2년 이내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교육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경우에 비해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β = 0.05, p = 0.009). 또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β = 0.05, p = 0.053)와 지식도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β =  

0.01, p= 0.098).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F = 6.05 (p<0.001), 

결정계수 R²= 0.12이었다(Table 4). 

고  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비해 의료관

련 감염 발생률이 높고, 질환별로는 폐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

악하였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의 총 평균 점수는 8점 만

점에 4.85 ±1.18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60점 수준으로 낮았다. 

감염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손씻기 영역이고, 간호

사의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손씻기 영역이 조사되지 못해 점수가 낮다고 판단된다. 문항별로 살

펴보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 체위에 대한 정

답률이 100%로 가장 높았고, 폐쇄형 흡인 체계 교환 주기에 대한 정답

률이 4.6%로 가장 낮았으며[21], 본 연구에서도 환자 체위에 대한 정답

률이 98.7%로 가장 높았고, 폐쇄형 흡인 체계 교환 주기에 대한 정답률

이 10.3%로 가장 낮았다. 폐쇄형 흡인 체계 교환 주기와 인공호흡기관

련 폐렴 발생률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22], 폐쇄형 흡인 체계는 개

(84.1%)이었다(Table 3).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자수는 2-3명인 경우가 1.84 ± 0.13점, 4

명 이상인 경우가 1.79 ± 0.13점으로 감염관리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4, p = 0.025). 2년 이내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 1.84 ± 0.12점, 받지 않은 경우가 1.77± 0.15점으로 감염관리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3, p = 0.001). 근무기관에 인공호

흡기관련 폐렴 예방 지침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1.83 ±

0.13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1.78 ± 0.13점(t =1.80, 

p= 0.073)이었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1.84 ± 0.12점,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지하

는 경우가 1.74 ± 0.15점으로 감염관리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4.04, p< 0.001). 그러나 연령, 성별, 근무기관에서 2년 이내 감염관리 

교육 경험 등은 감염관리 수행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Table 3).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 요인

단순분석에서 유의확률이 0.1 미만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다중회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for VAP prevention

Performance Knowledge

Washing hands 0.16 (0.011)
Suction management 0.13 (0.040)
Ventilator management 0.06 (0.312)
Airway management 0.18 (0.006)
Nursing intervention 0.03 (0.600)
Total 0.17 (0.009)

Data were expressed a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Table 1. Knowledge and performance for the prevention of ventilator-as-
sociated pneumonia (n=232)

Characteristics
n (%) of  

correct answer

Knowledge
   1.  Patient positioning: Semirecumbent positioning is 

recommended. 
229 (98.7)

   2.  Oral care with disinfectants: 0.1% chlorhexidine- 
containing disinfectant is recommended. 

228 (98.3)

   3.  Route for endotracheal intubation: Oral intubation is 
recommended.

203 (87.5)

   4.  Open and closed suction system: Closed suction  
systems are recommended.

155 (66.8)

   5.  Endotracheal tubes with extra lumen for drainage of 
subglottic secretions: These reduce the risk of VAP.

120 (51.7)

   6.  Frequency of humidifier changes: It is recommended 
for every week (or when clinically indicated).

104 (44.8)

   7.  Frequency ventilator circuit changes: It is recommend-
ed for every new patient (or when clinically indicated).

63 (27.2)

   8.  Frequency of changing the tubes in the closed suction 
systems: It is recommended for every new patient  
(or when clinically indicated).

24 (10.3)

   Total (Mean±SD) 4.85±1.18
Performance Mean±SD
   Suction management 1.92±0.14
   Airway management 1.89±0.19
   Ventilator management 1.87±0.15
   Nursing intervention 1.80±0.21
   Washing hands 1.78±0.19
Total 1.82±0.13

SD, standard deviation; VAP,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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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 흡인 체계에 비해 의료진이 객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분

비물이나 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로 바

뀔 때나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폐쇄형 흡인 체계 교환을 권고하

고 있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폐쇄형 흡인 체계를 일주일마다 교환

Table 3.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f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Performance

M±SD t/F p-value

Age (y) ≤29 145 (62.5) 1.82±0.13 0.37 0.686
30-39 71 (30.6) 1.82±0.14
≥40 16 (6.9) 1.85±0.10

Sex Male 23 (9.9) 1.83±0.14 0.18 0.853
Female 209 (90.1) 1.82±0.13

Current smoking Yes 2 (0.9) 1.68±0.17 -1.52 0.130
No 230 (99.1) 1.82±0.13

Drinking frequency None 22 (9.5) 1.85±0.14 1.06 0.347
≤1/mon 70 (30.2) 1.83±0.12
2≥/mon 140 (60.3) 1.81±0.13

Exercise frequency None 73 (31.5) 1.82±0.15 0.17 0.839
≤1/wk 84 (36.2) 1.82±0.11
≥2/wk 75 (32.3) 1.83±0.13

Disease history Yes 35 (15.1) 1.82±0.14 0.31 0.756
No 197 (84.9) 1.82±0.1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223 (97.8) 1.82±0.13 0.83 0.402
Poor 5 (2.2) 1.17±0.15

Position Staff 218 (94.0) 1.82±0.13 -0.87 0.384
Charge 14 (6.0) 1.85±0.11

Type of workplace SICU 106 (45.7) 1.84±0.13 2.30 0.102
MICU 82 (35.3) 1.83±0.12

Others 44 (19.0) 1.78±0.15
Clinical career (y) <1 24 (10.4) 1.81±0.12 0.45 0.636

1-5 111 (48.0) 1.82±0.13
≥6 96 (41.6) 1.83±0.13

Work shift Yes 222 (95.7) 1.82±0.13 -0.65 0.515
No 10 (4.3) 1.85±0.13

Nursing delivery system Primary 185 (80.1) 1.82±0.13 1.15 0.319
Team 38 (16.4) 1.81±0.12

Others 8 (3.5) 1.89±0.07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2-3 177 (79.7) 1.84±0.13 2.24 0.025

≥4 45 (20.3) 1.79±0.13
Experience of care for VAP patients Yes 202 (87.4) 1.83±0.13 0.87 0.388

No 29 (12.6) 1.80±0.13
Education for the infection prevention 

(within 2 y)
Yes 221 (95.3) 1.82±0.13 0.56 0.572
No 11 (4.7) 1.80±0.11

Education for the VAP prevention  
(within 2 y)

Yes 176 (76.5) 1.84±0.12 3.43 0.001
No 54 (23.5) 1.77±0.15

Awareness of department for the  
infection control in hospital

Yes 230 (99.1) 1.82±0.13 0.74 0.455
No 2 (0.9) 1.75±0.17

Awareness of guidelines for the VAP  
prevention in hospital

Yes 206 (89.2) 1.83±0.13 1.80 0.073
No 25 (10.8) 1.78±0.13

Awareness of monitoring for the VAP  
prevention in hospital

Yes 195 (84.1) 1.84±0.12 4.04 <0.001
No 37 (15.9) 1.74±0.15

M±SD, mean±standard deviation; MICU, 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VAP,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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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권고사항을 제

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

기관련 폐렴 예방 지침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의 총 평균 점수

는 2점 만점에 1.82 ± 0.13점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영역별

로 살펴보면 흡인 관리 영역이 1.92 ± 0.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도 관

리 영역 1.89 ± 0.19점, 인공호흡기 관리 영역 1.87± 0.15점, 손씻기 영역 

1.78 ± 0.19점 순으로 이전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손씻기 영역이 가장 낮았다[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손씻

기 영역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3%

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이 감염관리 수행으로 연결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은 모든 표면과 접촉하는 신체 부위이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파시키는 주요 매개

체이므로 환자와 접촉이 잦은 의료진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감

염 예방법 중 하나인 손씻기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25].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간호사는 손씻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교차감염 방지보다 손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자기 보호에 치중

한 손씻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씻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부족, 간호사 인력 부족, 강도 높은 업무량 등으로 보고

되었다[26]. 따라서 손씻기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올바른 손씻기 수행

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자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2-3명

인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이전 연구와 일치

한 결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병상수가 적은 경우 감염관리 수행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중환자실 자료

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배치 수준이 낮았으며, 간호사 1인당 병상수와 

환자수는 높은 수준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었다[28]. 

본 연구에서 간호사 1인당 직접 돌보는 환자수가 4명 이상인 경우 

20.3%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수 대비 중환자실 간호 인력을 적정히 배치해

야할 필요가 있겠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실시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이전 연구에서도 의료 기구를 삽입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행위

를 모니터링할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졌으며[29], 모니터링 방법

에 따라서 손 위생과 관련된 활동을 간접 관찰하는 경우에 비해 직접 

관찰을 하는 경우 평상시보다 손 위생 이행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

다[30]. 이처럼 감염관리와 관련된 간호행위에 관심을 갖고 관찰함으

로써 간호행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

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 방법 중 감염관리부

서나 간호 관리자가 환자 상태와 간호행위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미만으로 낮아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찰법을 이용

하여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중환

자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실

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발생률을 산출하여 감

염관리 지표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1].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

가 근무하는 3개 기관은 모두 대학병원으로 감염관리 부서가 존재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

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인지한 경우는 84.1%이었고, 모니터링 방법 중 인

공호흡기관련 폐렴 발생률을 산출한다고 인지한 경우는 36.1%이었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시행하는 감염관리 정책을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

해 간호사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지율 향상은 감염관

리 수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된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식도와 감염관리 수행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

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도가 높을수록 손씻기 영역과 기도관리 

영역에 대한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았다. 이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 결

과로 간호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

가 높았다[32].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공호

흡기관련 폐렴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감염관리 수행도

가 높아지게 되어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발생률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

다[6]. 그러나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술기에 대해 자세하게 많이 

아는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인공

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지식도의 정답률은 낮았다. 

일반적인 감염관리 교육 경험은 감염관리 수행도와 유의한 관련성

이 없었으나,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for venti-
lator-associated pneumonia

Characteristics β SE p-valu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4)
   2-3 0.04 0.02 0.067
Education for the VAP prevention (/no)
   Yes 0.05 0.02 0.009
Guidelines for the VAP prevention (/no)
   Yes -0.01 0.03 0.681
Monitoring for the VAP prevention(/no)
   Yes 0.05 0.02 0.053
Knowledge score for the VAP prevention 0.01 0.01 0.098

F=6.05 (p<0.001). R²= 0.12, Adjusted R²=0.10.
SE, standard error; VAP,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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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관련된 폐렴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근무기관에서 2년 이내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3%에 비해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근무기관에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 교육을 주기

적으로 실시한다면 중환자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아질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가 G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두 

곳과 J도 소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국한되어 있

기 때문에 전체 중환자실 간호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

째, 단면연구로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와 

관련 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이용하여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참여자가 감염관리 수행도, 모

니터링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방향으로 편향되

어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발

생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추가해 감염관리 수행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

겠다. 넷째, 감염관리 지식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가 낮았는데, 감염

관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인 손씻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지

식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결정계수가 0.12로 

낮았는데, 조사변수와 관련해서 중환자실의 병상수 및 환자의 임상적 

특성,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환자 간호 기간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수행도 및 관련요인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관

련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행도를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했

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수, 인공호흡기관련 폐

렴 예방 교육,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인지 및 지

식도에 따라 감염관리 수행도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의료기관에서 환

자수 대비 중환자실 간호 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인공호흡기관련 폐

렴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체크리스트 및 폐렴 발생률 산출 등 모니터

링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감염관리 지식도를 높여준다면 중환자실 간

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가 향상되어 효과적인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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