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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가 표준주의지침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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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and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Hospital nurses.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nurses working at the Hospital.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June 2019. Total 172 nurses participated for
survey paper. IBM SPSS Statistics 21.0 was used. Results: The mean scores of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were 56.39 and 161.76 respectively and self-efficacy was 67.52.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fficacy (r = 0.53,
p < 0.001), an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r = 0.39, p < 0.001). Self-efficacy plays a ful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Z = 4.43, p < 0.001). Conclusions: Improving self-efficacy may help in increasing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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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
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써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1]. 특히,

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19, COV-

료하여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며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1]. 또

ID-19,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21년 2월 10일 기준 약 1억

한, 개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바늘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과 같은

명의 확진자 중 약 231만 명이 사망하였다[2]. COVID-19는 현재까지

행동체계도 포함한다[3].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진행 중이며, 감염원의 확산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종사자는 의료가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환경에서 감염예방 지침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한다.

서 표준주의 지침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4], 우리나라도 현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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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표준예방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1]. 이러한 표준주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감염관리 조직문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2016년도 이전 연구에서 우리나라 간호사의 약

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여 간

50% 이상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에 노출되었고[5], 손씻기 수

호사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도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행도는 약 40%에 불과하였다[6]. 또한 보호장비 착용수행도가 현저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게 낮았다[7].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 간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가 표준주

호사들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도는 높게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규

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명하고자 한다.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8].
간호사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조직문화는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력이 높은 설명변수로써[9], 혈액·체액 노출
의 감소[10]와 같이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증진시킨다. 감염관리에 있
어 조직문화는 감염관리 수행이 당위적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
장의 분위기와 부서장의 지지, 물리적 자원의 지원, 지침 수행에 대한

-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
침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
침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드백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11] 간호사들이 조직

연구 방법

적 가치에 의하여 스스로 간호행위를 규제하도록 한다[12]. 이에 체계
적인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이 강조되고 있다[13]. 하지만 외국의 병원에서는 조직 요인이 표준주

연구설계

의 지침 수행 방해 요인으로 제시되었고[14],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문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침

화와 비슷한 개념인 조직몰입이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는 유의한

수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15]. 이렇게 조직문화가 표준주의 지침 수행

사연구이다.

에 중요한 영향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은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매개요인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 근무

조직문화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조직의 문화

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

가 긍정적일수록 업무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프로

[16]. 자기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방법을 체크한 후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는 요인으로써[1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표준

0.15, 검정력 0.90, 예측변수 11개(일반적 특성 9개, 독립변수 2개)로 계

주의 지침 수행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9,18]. 즉 자기효능감이

산한 결과 표본 수는 152명이었다. 탈락률을 약 20%로 하여 설문지

높을수록 보호장구 사용[19] 및 주사바늘 찔림 예방행동[20]과 같은

180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자료는 180부(회수율 100%)이었고, 이 중

표준주의 지침 수행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표준주의 지침 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8부를 제외한 172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어떻게 영

하였다.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자
기효능감이 중요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예방활동을 포함한 환

연구도구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구조모형에서 조직의 지원은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 조직문화는 Park and Kim [21]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두 변수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

환자안전문화 측정도구를 Moon and Jang [11]이 감염관리지침 수행에

였다[21]. 즉 조직의 지원이 충분할수록 간호사들은 자기효능감이 높

대한 조직문화로 수정·보완한 총 1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아져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다. 본 도구는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여주고 있다. 이에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가 표준주의

구성되어 있고 4번 문항은 부정형 문항으로 역변환하여 점수를 산정

지침 수행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였고, 점수범위는 10-7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도구의 총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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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지침 수행에 대한 조직의 문화가 긍정적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

을 의미한다. Moon and Jang [11]의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

침 수행 정도는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를 통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

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

는 0.83이었다.

주의 지침 수행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감염관
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자기효능감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 [2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반 자

충족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81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이

기효능감 척도 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63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17-85점으로 이루어져

인값은 1.56으로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간호

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23]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7이었다.

의 매개효과는 Baron and Kenny [26]의 절차를 이용하였고, Sobel test
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준주의 지침 수행

연구 결과

표준주의 지침 수행은 2007년 개정된 미국 CDC의 표준주의 지침
을 Jung [24]이 번역한 도구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8개의 하위영역인 손위생 10문항, 개인보호구 9문항, 호흡기 에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켓 3문항, 치료기구 및 물품 2문항, 환경관리 2문항, 린넨관리 2문항, 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은

전한 주사행위 5문항, 직원안전 3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평균 31.73±7.65세로 30세 미만이 54.7%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다. 또한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수행한다’ 5점의 Likert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3.4%로 많았고, 종

척도로 점수범위는 36-180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가 없는 대상자는 62.2%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졸업이 78.5%로 가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도구의 신뢰

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평균 8.87±7.74년으로 6년 이상이 53.4%로 가장

도는 0.90이었고[25], 본 연구에서는 0.94이었다.

많았고, 현 부서경력은 평균 3.31± 3.93년으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82.0%로 나타났고, 최근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1년간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경험여부에서는 82.6%가 교육 경험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 지침 수행

2019-0040)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3-13일

은 연령(t= -4.06, p < 0.001), 결혼상태(t= -4.07, p < 0.001), 교육정도(F =

까지였다. 연구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소재한 보훈병원 부

5.95, p = 0.003), 임상경력(F = 6.61, p = 0.003), 근무부서(F =5.51, p = 0.005),

서장의 허락을 받은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경험여부(t=2.32, p = 0.022)로 유의한 차이

송하여 배부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자의 소개 및 연구목적을 기술하

가 있었다. 하지만 성별, 종교, 현부서 근무경력에 따른 표준주의 지침

였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수행은 차이가 없었다.

명시하였다. 덧붙여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서면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침 수행 정도

동의를 작성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침 수행

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우편으로 수거하였다. 설문지에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감염관리 조직문화 총 점수는 최대가 70

응한 대상자에게 답례로 소정의 문구 용품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점, 최소가 42점으로 평균 56.39점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총 점
수가 최대 85점, 최소 48점으로 평균 67.52점으로 확인되었다. 표준주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1.0 (IBM Corp.,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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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 수행의 총 점수는 최대 180점, 최소 107점으로 평균 161.76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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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2)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

<30
≥30
Male
Female
Unmarried
married
Yes
No
Associate
Bachelor
Master
<2a
2-5b
≥6c
<1a
1-3b
≥4c
Warda
ICUb
OR, DU, etc.c
Yes
No

94 (54.7)
78 (45.3)
2 (1.2)
170 (98.8)
109 (63.4)
63 (36.6)
65 (37.8)
107 (62.2)
25 (14.5)
135 (78.5)
12 (7.0)
23 (13.4)
57 (33.2)
92 (53.4)
33 (19.2)
93 (54.1)
46 (26.7)
141 (82.0)
11 (6.4)
20 (11.6)
142 (82.6)
30 (17.4)

Gender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level
(degree)
Career of clinical
working (y)
Career of current
department (y)
Workplace

Educational of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Mean±SD
Mean±SD

t or F (p)

4.38±0.37 -4.06 ( < 0.001)
4.62±0.41
4.14±0.20 -1.26 (0.211)
4.50±0.40
4.40±0.41 -4.07 ( < 0.001)
4.65±0.34
4.51±0.43 0.38 (0.107)
4.48±0.38
4.55±0.34 5.95 (0.003)
4.45±0.41
4.84±0.22
4.32±0.36 6.16 (0.003)
4.41±0.38
a,b< c
4.59±0.40
4.49±0.29 0.61 (0.542)
4.47±0.39
a= b = c
4.55±0.50
4.46±0.39 5.51 (0.005)
4.47±0.59
a,b< c
4.77±0.27
4.53±0.40 2.32 (0.022)
4.34±0.37

DU, dialysis unit; ICU, intensive care unit; OR, operating room;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 of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selfefficacy,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n=172)
Variables

Mean ± SD

Actual range
(Min-Max)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Self-efficacy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Hand hygien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spiratory hygiene/cough etiquette
Patient care equipment and
instruments/devices
Safe injection practices
Environmental measures
Textiles and laundry
Safe work practices

56.39 ± 6.66

42-70

67.52 ± 8.57
161.76 ± 14.49
44.06 ± 4.59
38.96 ± 5.11
13.30 ± 1.75
9.16 ± 1.08

48-85
107-180
31-50
23-45
8-15
6-10

9.02 ± 1.24
9.05 ± 1.13
23.97 ± 1.99
14.25 ± 1.31

4-10
5-10
15-25
9-1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self-efficacy,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n=172)
Variables

1

2

r (p)

r (p)

1. O
 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2. Self-efficacy
0.60 ( < 0.001)
3.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0.39 ( < 0.001)

0.53 ( < 0.001)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단계에서 감소하여야

연구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

하고,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감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표준주의 지침 수행은 감염

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를 의미한다. 절차에 따른 결과는 다음

관리 조직문화(r= 0.39, p < 0.001), 자기효능감(r= 0.53, p < 0.001)과 양의

과 같다(Table 4).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염관리조직문화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관리 조직문화는 자기효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β = 0.54, p < 0.001),

능감(r= 0.60, p < 0.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감염관리 조직문화가 종속변수인 표준주의지침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β = 0.33, p < 0.001). 세 번째 단계인 자기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관계에서

효능감이 표준주의지침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β = 0.44, p < 0.001), 세 번째 단계 회귀계수(B = 0.06)가 두 번째 단계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의 회귀계수(B = 0.20)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번째 단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표준주의 지침

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통제하였을 때 감염관리 조직문화

수행 중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

는 표준주의지침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서,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Bar-

(β = 0.10, p = 0.251) 자기효능감은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지침

on and Kenny [26]의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

수행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단계는

감의 완전매개 효과를 경로모형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Figure 1과 같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 번째 단계는 매개변

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obel test를 한 결과 감염관리 조

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

직문화는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표준주의지침 수행에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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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n=172)
Variables
Step 1. POCIC→Self-efficacy
Step 2. POCIC→PSC
Step 3. POCIC & Self-efficacy→PSC
1) POCIC→PSC
2) Self-efficacy→PSC

B

β

t

p

Adjusted R2

F

p

0.41
0.20

0.54
0.33

7.99
4.38

< 0.001
< 0.001

0.37
0.19
0.31

10.94
5.00
7.91

< 0.001
< 0.001
< 0.001

0.06
0.35

0.10
1.15
0.251
0.44
5.37
< 0.001
Sobel test: Z = 4.43, p < 0.001

POCIC,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PSC,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POCIC

β=0.54
(p<0.001)

POCIC

β= 0.33 (p< 0.001)

Self-efficacy

β= 0.10 (p= 0.251)

PSC

치하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함으로 긍정적인 감염관리 조
직문화를 조성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67.52점(3.38점/5점)이었다. 같은

β= 0.44
(p< 0.001)

PSC

Sobel test: Z=4.43, p<0.001.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4점[23]과 유사
하였고, 본 연구 도구와 다른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65점/5점[9]과도 유사하였다. 감염관리 조직문화가 긍정적
일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표준주의 지침 수행도 높아
진다. 이에 자기효능감 증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8명의 간호사 대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and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POCIC,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infection control;
PSC, practice of standard precaution.

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한 후 자기효능감을 측
정한 연구에서[28] 교육 후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보다 증가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감염관리 교육 후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염관
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간호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

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4.43, p < 0.001).

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표준주의 지침 수행 평균 점수는 161.76점
(4.49점/5점)이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전 간호사의

고 찰

표준주의 지침 수행도는 보통 수준[29]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 표
준주의 지침 수행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조직문화, 자기효능감과 표

로 의료관련감염 예방이 강조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의

준주의 지침 수행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무에서 인식하는

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수준 높은 관리와 지속적인 감염감시를 한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노력의 결과로 여겨진다.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표준주의 지침 수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감염관리 조직문화(r= 0.39, p < 0.001), 자기효
능감(r= 0.53, p < 0.001), 표준주의 지침 수행 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염관리 조직문화 평균 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중국의 1,444명의 간호사[18]를

56.39점(5.64점/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개정된 의료법 적용 이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표준주의 지침 수행 간의 양의 상

전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시설과 장비, 물품 등의 부족으로 감염

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298명의 호텔 조리부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었던 선행연구[27]에 비하여 조직 차

연구에서 조직문화와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원에서의 감염관리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정된 의료

결과와 일치하였다[16]. 또한, 200명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

법의 적용,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 등의 영향으로 병원 리더들과 임

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

상 실무자들의 감염관리가 강화되어 감염관리 조직문화 수준이 높아

타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9].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건강행

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업무량이 적절한 경우와 표준주의에 대

위의 수행이 향상되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변화를 촉발할 가능

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 조직문화는 긍정적이었다[9]. 따라

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 즉, Rosenstock et al.

서 병원 차원에서 환자 수와 중증도에 따른 적정 수의 간호 인력을 배

[30]이 제시한 건강신념모델에서 수정요인에 속하는 감염관리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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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개인적 신념에 속하는 자기효능감은 표준주의 지침 행위를 할 수

타났으므로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감염관리 조직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문화가 자

화와 자기효능감, 표준주의 지침 수행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기효능감과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긍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중재 개발 및 체계적 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

헌 고찰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행의 관계에서 완전매개(F =7.91, p < 0.001; Z = 4.43 p < 0.001)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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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감염관리 조직문화가 긍정적일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표준주의 지침 수행도가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표준주의 지침 수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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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국내외의 논문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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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사 486명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활동을 포함한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구조모형에서 조직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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