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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요 약

중환자실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정도와 관련요인

   병원감염이란 입원당시에 없었던 혹은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손씻기는 병원감염의 가장 많은 전파경로인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으

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손씻기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의료인들이 손씻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

들이 손씻기가 병원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해 주고 있지만 손씻기 수

행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여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증진 프로그램으

로는 손씻기의 수행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도 밝혀왔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인력들의 손씻기 수행도를 관찰하고 손씻기 수행

에 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밝혀내 효과적인 손씻기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중환자실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도

를 관찰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Y 대학 부속병원의 4개의 중환자실에서 2002년 

2002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3일간 1회 4시간씩 하루 2회 관찰을 실시

하여 각 중환자실마다 총 32시간의 직접 관찰을 실시하여 손씻기가 필요한 2,362

건의 간호행위를 관찰하 다. 손씻기에 관련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손씻기

에 대한 인지도를 간호사 111명과 보조인력 2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찰된 행위 중 총 손씻기 수행률은 20.8%, 수행 전에는 1,964건의 상황 중 

11.0%, 수행 후에는 총 2,224건의 상황 중 29.4% 손씻기가 관찰되었다. 총 손씻기 

관찰횟수 870건 중 비누 사용 후 마찰시간이 있는 경우 72.1%, 비누를 사용하지만 

마찰시간이 없는 경우 12.2%, 물만 이용한 손씻기 10.6%, 손소독제의 사용 5.2% 

이 관찰 되었다.  



- vi -

   구체적인 간호행위별로 분류해보면 수행 전 손씻기에서는 무균술 적용(18.2%), 침

습적 접촉(16.8%), 삽입 기구 관리(14.8%),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있는 부위와 

접촉(8.8%), 일상적인 접촉(4.9%)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수행 후 손씻기에서는 침습

적 접촉(52.1%), 오염원과 접촉(43.2%), 혈액, 체액이나 점막과의 접촉(37.9%), 일상적

인 접촉(27.5%),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 있는 부위와 접촉(26.5%), 오염된 기구

와 접촉(18.3%), 삽입기구 관리(12.8%)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2) 간호인력 별 손씻기를 비교해 보면 수행 전에 간호사 12.5%, 보조인력 1.4%, 

수행 후에 간호사 32.5%, 보조인력 12.4%로 수행 전과 후 모두 간호사가 보조 인

력보다 손을 더 잘 씻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손씻기 마찰시간은 간호사 4.5초, 보

조 인력 6.51초로 보조 인력이 간호사보다 평균 마찰시간은 더 길었다. 

3) 중환자실별 손씻기를 비교해 보면 수행 전 손씻기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13.1%,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11.9%,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7.0%, 제 2 내외과 중

환자실 5.3%의 순으로, 수행 후에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35.2%, 제 2 내외과 중

환자실 34.3%,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26.3%,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21.7%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손씻기 부위 점수는 총 5점중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2.39점, 제2 

내외과 중환자실 2.28점,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2.16점,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2.09

점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4) 환자 대 간호사비율이 증가 할수록 행위 전 손씻는 횟수가 감소하고, 행위 전 

마찰 시간은 짧아지며, 행위 전 손씻는 부위 점수와 행위 후 손씻는 부위 점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면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행 전 마찰 시간과 수행 후 마찰시간은 길어지

고, 수행 전 손씻는 부위와 수행 후 손씻는 부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손씻기가 병원감염에 중요하다는 인식의 차이

는 간호인력별, 중환자실별 나지 않았다. 손씻기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간호인력

별, 중환자실별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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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감염이란 입원당시에 없었던 혹은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1988). 또한 병원

감염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인, 방문객 등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퇴원 후에

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병원 감염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장기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인명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김순옥, 조수현, 

1997).  미국 질병 관리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7)에 

따르면 병원감염이 직접 사인이 되는 경우는 1%정도이며 약 3%정도는 병원 감염

이 사망의 간접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조사에서 퇴원 

환자 100명당 병원감염의 발생은 3.70-15.5건으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 1996

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KOSNIC) 조사 결과는 병원감염이 발생하여 100명당 3.70건, 즉 3.70%의 병원감염

률을 보고하 다(김준명,  1999). 

   중환자실에서의 병원감염률은 일반병동보다 1.7 - 7배 높게 나타난다(김준명, 

박은숙, 정재심, 김경미, 김정미 1997; 정희진, 김우주, 김민자, 박승철, 조경환 , 

1995; 박은숙, 김준명, 1994). 일반병동은 요로 감염이 가장 많은 반면, 중환자실은 

폐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중환자실 내의 환자들의 경

우 질병의 중증도가 높고, 기저 질환이 많으며, 침습적인 의료기구나 시술에 노출

되는 빈도와 기간이 많기 때문에 병원 감염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김준명 외, 

1997).

   병원감염은 발생기전에 따라서 예방 가능한 경우와 예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방 가능한 병원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Eickhoff(1981)는 여러 가지 유효하

다고 생각되어지는 방법들을 재검토하 다. 이에 따르면 멸균법, 손씻기, 폐쇄 도

뇨관, 정맥 내 카테터 삽입, 무 접촉드레싱, 수술 시 예방적 항균요법, 호흡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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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손씻기와 같은 방법이 감염예방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씻기는 미생물이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혹은 같은 환자의 다른 부위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한 환자를 만지

고 다른 환자를 접촉하기 전, 혈액, 체액, 분비물 혹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을 접촉한 후 가능한 즉각적이고 철저히 손씻기를 수행하여야 한다(CDC, 1995).  

따라서 환자와 많은 접촉을 하는 의료인들이 손씻기를 잘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

나,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손씻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임현자, 1995; Dorsey, Cydulka, Emerman, 1996; Zimakoff, Kjelsberg, 

Larsen, 1992).   

   미국 병원감염 실무자 협의회(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rmiology: APIC 1995)에 따르면 효과적인 손씻기는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충분한 마찰시간을 가지고, 강한 마찰강도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끝, 

손톱밑, 엄지손가락 등 손의 전 부분을 마찰하는 것 등의 요소들이 향을 미친다

고 한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중요한 것은 손의 전 부분을 잘 비벼주는 기계적

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기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독비누와 충분한 시

간동안 접촉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손씻기가 병원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증명

해 주고 있다. 더불어 손씻시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여 단순한 교

육이나 일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손씻기의 수행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도 

밝혀왔다(Lason & Kretzer, 1995; Dorsey et al., 1996; Zimakoff et al., 1992). 

   외국의 경우 손씻기의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병원감염에 대한 인식증가와 관련

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임현자,1996; 윤혜상, 1995; 정인숙 ,이

희,1995). 대부분의 연구가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연구들이었으

며 손씻기 수행을 관찰하는 연구의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의 

관찰 연구가 발표되어 있으나 손씻기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이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중환자실은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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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 병원감염의 위험이 높고 병원감염 발생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병원감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병원감염을 줄이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효과적인 손씻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인력들의 손씻기의 수행도를 관찰하고 손

씻기에 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밝혀 효과적인 손씻기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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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인력들의 손씻기 수행도를 관찰하고 손씻기 

수행에 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에서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도를 관찰한다.

  2) 중환자실에서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다.

  3) 손씻기 수행에 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과의 손씻기 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손씻기

   환자관찰, 환자의 활력증상측정과 처치를 위해 의료인력이 환자와 접촉하기 전

과 환자를 접촉하고 난 후 손과 팔의 피부에 생존해 있는 일과성 미생물을 제거

하기 위해 물과 비누, 세정제 또는 항균제를 포함한 약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 Sprunt,　Redman, Leidy, 1973). 

   본 연구에서는 손씻기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물만을 이용하는 경우,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손씻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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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병원감염

   병원환경에서 발생한 감염을 의미하는 병원감염은 의료비용의 낭비나 의료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병원감염은 원인 균주에 따라 내인성과 

외인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인성 감염은 환자 자신의 구강, 장 등에 상주

하고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반면에 외인성 감염은 외부에 있는 균이 들어

와서 생기는 감염을 말한다. 이러한 외인성 감염의 전파경로를 공기, 비말, 접촉 

등이며 주로 접촉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아 의료인의 손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1996). 

   이러한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병원성 요

로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는 1인당 최대 평균 2,026,745원, 원내 폐렴의 경우는 최

대 평균 6,362,623원, 창상감염의 경우는 최대 평균 3,945,829원, 병원성 균혈증의 

경우는 최대 평균 2,930,684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이러한 추가비용은 환자, 보험 

재정과 정부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대한 병원감염관리학회, 1999).

   병원 감염 발생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종류의 병원감염 중 25%이상

이 중환자실에서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Nasthens, Chu, Marshall, 1992). 또한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등 특수병실의 입원환자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로 전문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고 면역상태 저하로 내인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

가 증가되며, 각종 침습적인 시술에 노출되는 횟수 및 기간이 증가 할수록 외부로

부터 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아 병원감염 발생률이 어느 수준 이하로는 감소하

지 않고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약제에 내성을 지닌 항균제 

내성균의 감염이 더욱 심각하여 치료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병원감염에서 분리되는 균주의 분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미국 NNIS (National Nosocomial Infection 

Surveilance)시스템에서 이러한 경향을 잘 볼 수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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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균, 특히 Staphylococcus aureus의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CDC, 1995). 이러한 경

향은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1985년 이성은 등의 조사에서는 E.Coli, Psudomonas 

aeruginosa, Coagulase negative Staphilococcus, Staphylococcus aureus 의 순으로 보고

하 으나, 그 후 점차 Staphylococcus aureus의 분리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상재균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미나, 정재심, 김봉철, 송재훈, 배직현, 

1993). 1996년 KOSNIC 조사에 의하면 Staphylococcus aureus가 전체의 17.2%를 차

지하 다. 분리된 전체 Staphylococcus aureus중 78.8%가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 다. 또한 분리되는 균주의 분포는 병원감염의 부위

와 발생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Psudomonas aeruginosa, Candida species는 일반 병동보다 중

환자실에서 많이 분리되고 있다. 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인공환기기나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같은 침습적인 삽입기구를 많이 사용하며, 면역저하환자

들이 많아 상재균에 의한 기회감염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김준명

외 2000). 

2. 손씻기

    손은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신체부위이며, 다

양한 일시균 또는 상주균이 묻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손씻기는 간호사가 직접적

인 접촉 간호를 하는 동안 감염자, 균 정착자, 기타 환경적 요소와의 접촉에서 얻

게 되는 일시적 미생물(transient organism)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와 환자 또는 환

자와 의료진간의 교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로 병원감염의 이환률

과 사망률을 낮춘다(APIC, 1995). 손씻기의 목적은 손톱, 손과 팔에 있는 일시적 

미생물(transient organism)과 죽은 조직을 제거하며 상주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

며 손과 팔에 남아있는 미생물의 빠른 성장을 막는 데에 있다(Beam, 1989). 

   1847년 빈 대학의 산과 주임교수 던 Semmelwiss가 의료인의 손씻기 증가에 

따라 산욕열의 발생이 감소하는 관찰 결과를 보고, 산욕열의 원인은 의료인의 오

염된 손을 통하여 산모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손씻기가 병원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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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에 대해 최초의 과학적인 기초를 구축하 다(Bennent & 

Branchmann, 1992). 

   의료인의 손에서 발견되는 일시적 미생물(transient organism)이 자주 교차감염

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람 음성군이 대부분의 병원감염의 원

인이 되고 있다(Pender, 1982). Sanderson과 Weissler(1992)는 간호행위를 통해 대

장균, 그람음성 세균들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 다. 이들은 정형외과와 

척수손상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동의 일반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한 후 손에서 

검사물을 수집하 는데 이들 중 57%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Pittet, Dharan, 

Touveneau, Sauvan, perneber(1999)는 일상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 417개를 

훈련받은 관찰자들이 관찰한 후 각 상황이 끝나면 손가락 끝을 찍어 배양하여 집

락된 세균군의 숫자를 관찰하 다. 그 결과 환자간호를 하는 동안 장갑을 끼지 않

고 있었던 시간과 세균의 집락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의료

인의 손에 세균의 집락은 직접적인 환자접촉, 호흡기계 간호, 체액이나 분비물의 

접촉 등과 관련이 있으며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되는 단순한 손씻기 역시 

세균의 집락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미생물의 접촉성 전파를 감소

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손씻기이며, 손씻기는 병원성 감염을 예방하는 중

요한 방법이다(Pender, 1982). 손등에 비해 손끝의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Ojajarvi, 1977) 손톱 밑은 보통 손씻기에 의해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미생

물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손씻을 때 고려해야 한다(Paker & Williams, 1987). 

   Steere과 Mallison(1973)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50-60초 정도 손을 닦을 경우 

손에 있는 일과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 으나 Sprunt 등(1975)은 15초간, 

Ojajarvi(1978)는 15초 미만의 손씻기만으로도 손에 있는 일과성 미생물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지, 시계와 팔찌 등은 손을 씻는 동안 미생물이 피부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방해함은 물론 미생물이 반지, 시계와 팔찌 밑의 피부에 은신해 있을 수도 있으므

로 손을 씻기 전에 반드시 시계와 팔찌 등을 제거해야 한다(Beam,1989). 정인숙

(1997)은 중환자실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반지를 끼고 있는 경우 손에 집락화 

되어 있는 균을 조사하여 반지 착용여부가 손씻기에 미치는 향에 대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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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 다. 이 결과 반지를 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미생물의 유형에는 차

이가 없지만 그 균수는 반지를 낀 경우에서 더 많았고, 반지를 끼지 않을 때 손씻

기로 제거되는 미생물의 수가 더 많이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독제가 포

함되지 않은 비누로만 손씻기를 하는 경우 반지의 착용 여부가 균 감소율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다.  매니큐어 사용과 손톱의 미생물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알

려 졌다(Baumgarder et al., 1993). 그러나 손톱에 사용한 매니큐어가 갈라지거나 

벗겨질 경우 작은 조각이 되면서 미생물이 서식할 공간을 마련하므로 매니큐어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Alkinson & Kohn, 1986).   

   손씻기는 모든 간호행위 전후에 필요하지만 환자나 비말체와의 접촉 강도, 오

염의 정도, 감염원에 노출된 환자의 감수성, 시술의 유형, 접촉기간 및 접촉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도를 가진 손씻기가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CDC,1985).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놓은 CDC(1985)의 권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침습적인 행위를 하기 전, ② 심하게 면역이 억제된 환자나 신생아같이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환자를 돌보기 전, ③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 있는 부위를 

만지기 전후, ④ 체액, 혈액이나 점막을 접촉하고 난 후, ⑤ 오염되기 쉬운 기구

들, 예를 들어 소변을 측정하는 기구 혹은 객담을 모으는 통 같은 기구들을 접촉

하고 난 후, ⑥ 감염질환이 있는 환자나 환자의 분비물을 접촉한 후, ⑦중환자실

과 같은 고 위험 병동에서 한 환자를 접촉한 후 다른 환자를 만지기 전에는 꼭 

손을 씻도록 권고하고 있다. Gould(1994)의 필수적으로 손을 씻어야 할 상황을 보

면 ① 대소변, 토물 그릇, 오염된 린넨의 접촉 후, 도뇨카테터 삽입 전 후, 배뇨기

구를 다루기 전 후, ② 혈액이나 체액, 또는 이들에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 후, 구

강 점막 및 회음부를 만진 후, ③ 폭넓게 환자를 접촉한 후, ④ 심하게 오염된 임

상적 환경에 있는 물건을 다룬 후, ⑤ 한 환자를 다루고 다른 환자로 옮겨 갈 때, 

⑥ 자신의 분비물과 접촉 후, ⑦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격리환자와 접촉한 후, ⑧ 

무균슐이 지켜지지 않은 후가 있다. 

   손을 씻을 때 일반적인 세정제 혹은 고형 비누를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손

에 묻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손에 상주하는 미생물을 제거하

지는 못한다(Larson, 1989). 일반적으로 손에 상주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독성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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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감염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들도 심한 면역억제환자, 

수술창상을 가지고 있거나, 침습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행적인 발생이 

있거나, 칩습적인 절차를 시행할 때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독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로 손에 존재하는 상재균의 숫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CDC, 

1985). 또한 막대형 비누는 그람 음성 간균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누용액

을 추천하고 있다(Jacquer et al.,1983).

   효과적인 손씻기에 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된 비누의 양, 마찰의 양, 손씻는 

빈도와 소요시간 그리고 손을 말리는 방법이다(Larson et al., 1987).  이를 고려하

여 APIC에서 1995년 제시한 손씻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신구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다. 물을 받아서 쓰는 경우 그 자체로 오염이 가

능하므로 반드시 흐르는 물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비누나 소독제로 손씻기를 하

되 10초 이상 세심하게 손을 문지른다. 이때 손의 모든 표면과 손가락을 문지른

다. 특히 엄지손가락, 손가락의 뒷면, 손등, 그리고 손톱 밑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기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소독제와 접촉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한다. ④ 

흐르는 물로 손을 헹군다. ⑤ 발로 조절하거나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면 손

을 씻은 후 손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물을 잠근

다. ⑥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손을 말린다.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종이타월에 비

해 시간이 많이 걸리며, 공기 건조기 뒷면에 미생물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한다.   

   세면대가 부족하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와 감염률이 높은 중환자실의 경우 

손소독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APIC(1995)에서는 손씻는 시설이 부족하고  

손에 혈액 또는 다른 유기체가 묻어있지 않을 경우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

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Rotter와 Koller(1992)는 60%의 2-propanol을 기반으로 

하는 손 소독제와 물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를 비교하 다. 16명의 건강한 대상자들

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손을 오염시킨 후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손씻기를 시

행한 결과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전통적인 손씻기 방법보다는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60%의 2-propanol을 기반으로 하는 손 소독제가 일시적 세균을 제거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 다. Zaragoza , Salles, Gonez, Bayas, Trilla(1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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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손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가 손에서 분리되는 세균의 집락수가 물과 

비누만을 이용한 손씻기보다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손을 씻은 

30 분 후에 검사한 세균의 집락수도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ittet, Mourouga, Perneger,(1999)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인력이 씽크대로 걸어가

서 손을 씻고 다시 환자에게로 돌아오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은 약 1분 정도이며 

근무 당 40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면 손을 씻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이 어마어

마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손 소독제를 침상 옆에 비치하면서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 다. Earl, Jackson, Rickman(2001)은 두 개의 중환자실

에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방법이 손씻기의 수행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는 정도를 연구했다. 환자의 방마다 손 소독제 투여기를 설치한 후 두 번에 걸

쳐 손씻기 수행도를 관찰하 다. 손 소독제를 이용하기 전 기본 조사에서 중환자

실의 의료인은 39.6%, 2주 후의 관찰결과는 52.6%, 10주 후의 관찰 시에는 57%로 

손씻기 수행률이 증가된 것을 보여주었다. 

   Larson 등(2001)은 중환자실에서 2% Chlorhexidine gluconate가 포함된 소독비

누와 61% ethanol이 포함된 손 소독제의 효과를 피부상태와 손에 잔류하는 미생

물의 집락수로 비교한 연구를 시행하 다. 손의 피부상태 사정결과는 손 소독제가 

소독비누보다 손의 피부상태가 좋았으며 잔류하는 미생물의 집락 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독비누가 손 소독제보다 적은 집락 수를 보 다. 1회 사

용시간은 손 소독제가 평균 12.7초, 소독비누가 21.1초로 손 소독제가 손씻기의 소

요시간을 감소시켜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기본적인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어 미생물

에 대한 살균효과는 있으나 유기물은 제거하지 못하므로 손씻기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Earl et al.,  2001).  

3. 손씻기 수행과 관련요인 

   손씻기가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

고 그 수행률은 40%를 넘지 못하거나 실제로 요구되는 수준의 1/3밖에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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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간호보조인력 및 기타 병원직원의 손씻기 

수행률은 평균 48% 다. 업무량이 많은 오전 근무동안과 주중에 손씻기 수행률이 

낮았으며 일반 병동보다는 중환자실에서의 손씻기 수행률이 낮았으며, 교차감염의 

가능성이 큰 절차일수록, 활동지수가 높을수록 손씻기 수행률은 낮아진다고 하

다(Pittet et al., 1999). Graham(1990)은 중환자실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

사선사와 다른 의료인력의 손씻기의 빈도와 시간에 대해 연구하 는데 38.6%의 

손씻기를 관찰하 다.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거나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접촉하

는 경우에 49%만이 손을 씻었다. 손씻기의 수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간호사들이 

손씻기에 대한 교육을 받더라도 임상에서 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지 못

하거나 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 다(Gilmour & 

Hughes,1997). 또한 의료진이 손씻기를 적절히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이유로는 

피부의 건조와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것을 들었고 그 외에 업무의 증대, 간호행위를 

시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손씻기를 하는 것

에 대한 의문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손씻기의 수행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연구들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 어떻게 수행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은 직종이나 성별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태

도는 결과적으로 손씻기 수행도의 차이를 가져온다(Jeffe, 1997). Zimarkoff 등

(1992)은 15개의 병원 2557명의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손씻기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 다.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손씻기 횟수를 보고하 고, 

각 의료인 집단들 사이의 일치하는 손씻기 촉진 요인으로는 손씻기가 감염을 예

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었다. Gould 등(1996)은 두 개의 병원에서 중환자실, 

내과 병동, 외과 병동 각 1개씩에서 손씻기의 수행도와 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를 진행하 다. 두 개의 병원 중 1개 병원(A 병원)은 감염관리사를 두고 있고, 병

원감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지니고 있으며, 손씻기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다른 병원(B 병원)은 감염관리사가 없고, 병원감염에 대한 제한적인 지

침만을 가지고 있으며 손씻기에 대한 지침은 없다. 이 두 개 병원, 6개 병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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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의 수행도가 가장 높은 병동은 B 병원의 중환자실로 나타났다. B 병원 중환

자실이 다른 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가 의미있게 높게 나

타나 있으며 손소독제를 많이 활용하 고, 손씻기에 해당하는 물품 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씻기가 감염관리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외형적인 지침이나

제도의 존재보다 수행률을 높이는데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감염에 대한 틀린 지식들이 손씻기에 대한 낮은 수행도의 원인이 되

기도 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예방적인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의료진들로 하

여금 손을 덜 씻는 데 대해 안심하게 하거나 장갑을 끼는 것으로 손씻기가 대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Gould, 1996).

   손씻기의 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은 손씻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고 손씻기

를 수행하기 못했을 때 그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량, 손씻는 물품의 

이용의 편의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량의 증가와 손씻기

의 낮은 수행도는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손씻기의 지침서대로 모두 지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의료진들은 자신의 업무 부하량과 환자 간호의 원칙들 사이에

서 갈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ittet et al.,1999).

   Forrester(1998)는 교육병원 2개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손의 피부염

에 대해 연구하 다.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살펴보면 대상 간

호사의 55.6%에서 손에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것은 하루 근무 당 

35회 이상의 손씻기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Zimarkoff 등(1992)

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손씻기의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은 손씻기에 사용되는 제제에 자극을 받거나 피부가 마르는 등의 문제

로 나타났다. 

   Pittet등(2000)은 3년에 걸쳐 손씻기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3년간 7번에 걸쳐 병원 전체에서 시행되는 캠페인을 실시하 고 손 소독제

를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하여 모든 의료진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 다. 이러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손씻기의 수행률은 48%에서 66%로 증가하 다. 직종별

로 보면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의 손씻기는 많이 증가하 지만 의사들의 손씻

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병원감염률은 16.9%에서 9.9%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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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meticillin에 내성을 가지는 포도상구균의 분리가 감소하 다. 

   손씻기의 수행은 일하는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다. Gould와 Chamberlains 

(1997)은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 세면

대와 비누의 숫자와 위치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Larson, McGeer, 

Quraishi(1991)은 자동으로 손을 씻어 주는 세면대를 이용하여 손씻기의 수행률과 

정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 다. 이에 따르면 이 자동조절 세면대를 이용할 경

우 손씻기의 시간이나 정확도는 증가하나. 손을 씻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

조절 세면대의 이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 다. 손씻기를 증진시키

기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

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Larson, Early, Cloonan, Sugrue, Parides(2000)은 두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

직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의료진의 손씻기의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

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개의 병원을 선정한 후 한쪽은 다양한 행정적 지원

을 통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 고, 다른 병원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손씻기

에 대한 지원을 하 다. 두 병원사이의 손씻기 횟수의 차이는 6개월 후부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meticillin에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의 분리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vancomycin에 내성을 가진 장구균의 경우 분리율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씻기 같은 습관적인 행위들에 향을 주는 것은 단

순한 방법으로는 어렵고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orsey등(1996)은 응급실에서 세면대 주변에 손씻는 방법과 꼭 손을 씻어야 만

하는 상황이 포함된 게시판을 만들어 붙인 후 모든 응급실 의료진에게 위의 사항

들이 적혀져 있는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책자를 제공하 다. 그리고  손씻

기의 수행률을 비교하 는데 손씻기의 수행의 변화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접근만으로는 행위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Dubbert 

등(1990)은 중환자실 의료진들의 손씻기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과 피드백을 

병행하 다. 교육만을 시행하 을 때는 손씻기의 수행이 즉시는 증가하는 효과를 

보 지만 4주 후에는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 다. 그러나 감염관

리사가 중환자실에서 손씻기를 하는 의료진들의 문제점을 다음날 바로 지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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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하는 피드백을 시행한 후에 손씻기의 수행률이 증가되었다. Larson 등

(1997)은 두 개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손씻기의 지식, 신념, 견해 등에 대해서 관

심 그룹을 형성하고 자동화된 세면대를 도입하고 의료진의 손씻기의 횟수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손씻기 수행율을 높이는 방법을 진행하 다. 

이 결과 손씻기의 수행이 38%에서 86%로 증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연구 

2개월 뒤에 조사한 결과 두 병동간의 의미있는 수행률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손씻기의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피드백, 세면대의 자동화를 향상시키

는 등의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수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손씻기에 대한 불이행은 교육에 

대한 욕구나 경험적인 학습을 통한 강화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간호사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의료진들의 손씻기에 대한 수행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 신념들, 그리고 행위들의 반 이며,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Elliott, 1996).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면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전파경로

인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에 의한 감염의 주된 매개체는 

의료인의 손으로 적절한 손씻기 수행이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

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실제로 의료진의 손씻기 수행률은 낮은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져 왔다.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손씻기 수행에 대한 현황파악, 손씻기에 향

을 주는 요인들, 수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손씻기 수행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해 진

행되어 왔으며 일부 관찰조사가 있으나 손씻기의 수행율, 상황에 따른 손씻기의 

수행정도 등에 대한 연구나 손씻기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

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씻기 수행도와 손씻기에 관련이 있는 요

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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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도를 관찰하고 손씻기에 관련 요

인들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설문지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병원의 4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다. 간호사는 제1 내

외과 중환자실 28명,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24명, 제1 외과계 중환자실 29명, 제2 

외과계 중환자실 30명 등 총 111명과 보조인력은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7명,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7명, 제1 외과계 중환자실 5명, 제2 외과계 중환자실 6명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하 다. 

   제 1 내외과 중환자실과 제 2 내외과 중환자실은 여러개의 진료과의 환자들이 

주로 호흡기계 문제를 가진 경우 입실하고 있다.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은 신경외

과 수술 환자들이 주로 입실한다.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은 심장 혈관 수술을 한 

환자들이 주로 입실한다.

   자료수집기간 동안 간호사와 보조인력이 행한 손씻기가 필요한 행위의 횟수는 

2,362건이 관찰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와 관찰 기록지이다. 

  1)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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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설문지는  Larson(1997)과 Zimakorff(1992) 등이 사용한 

도구와  CDC guidline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 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는 

간호대학교수 1인과 감염내과 교수 1인 박사과정 중인 감염관리 간호사 1인이 검

토하 으며 중환자실 간호사 1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문

구나 내용을 보완하 다. 

  인지도 조사 설문지는 손씻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2문항, 손씻기에 대한 지식 5

문항, 환자와 관계에 대한 인식 1문항, 손씻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 3문항, 일상적 

행위에서 손씻기에 대한 태도 5문항, 환경적 장애에 대한 인식 6문항, 손씻기 기

구 및 물품에 대한 인식 4문항, 타인의 향에 대한 인식 4문항 등 3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에 1점,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에 4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와 관련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손씻기 관찰 및 수행 기록지 

   손씻기 관찰 및 수행기록지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의 손씻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CDC 지침서(1985)와 APIC 지침서(1995)를 참조하여 고안하 는데 손씻기 수

행 방법과 빈도를 관찰 기록하도록 구성하 다. 이 기록지는 병동의 손씻는 환경

에 대해 기록하는 부분,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부분과 바른 손씻기 

방법을 사용하는 지를 관찰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을 기록하는 부분에는 간호사나 간호보조 인력이 행한 행동 중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를 기록하 다.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은 CDC권고안(1985)과 Gould(1994)가 

제시한 필수적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들을 참조하여 8개 역, 즉 일상적 접

촉, 침습적 접촉, 오염되기 쉬운 기구와 접촉,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있는 

부위와 접촉, 체액, 혈액이나 점막과의 접촉, 오염원과 접촉, 무균술 적용, 삽입기

구 관리 등으로 분류하 다. 

   손씻기 방법을 관찰하는 부분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사

용하는 비누의 종류, 손 소독제의 사용, 마찰 시간, 손을 닦는 부위,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 등을 관찰하여 표시하게 되어있다. 마찰시간은 비누를 묻힌 후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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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하는 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하도록 하 다. 손을 닦는 부위는 부위별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APIC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손의 모든 

부분을 마찰하는지를 관찰하여 기록하게 고안되었다. 즉 ① 양 손바닥 마찰, ②손

바닥과 손등 마찰(반대쪽 반복), ③ 손가락사이 마찰, ④ 손가락 끝과 손바닥 마찰 

(반대쪽 반복), ⑤ 엄지 손가락 마찰(반대쪽 반복)등 손의 5부분을 마찰하는지를 

관찰하 다. 각 부위마다 씻는 것이 관찰될 경우 1점을 주어 모든 부위를 씻을 경

우 5점이 나올 수 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은 씻은 손이 재 오염되지 않도

록 휴지를 사용하여 잠그거나, 팔꿈치, 무릎 등을 이용하여 잠그거나, 자동잠금장

치가 되어 있는 세면대를 이용한 경우를 관찰하여 기록하게 하 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5월21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7일 간이다. 손씻기 

향요인에 관한 설문지는 5월 21일부터 1주일간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장에게 연

구 목적,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배부

한 후 회수하 다. 설문지는 간호사대상으로 115부와 간호보조인력을 대상으로 28

부를 배부하여 간호사 111부와 간호보조인력 25부를 회수하 다. 

   손씻기에 대한 직접 관찰은 2002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3일간 각 

중환자실에서 연구자와 연구요원 3인이 손씻기 조사에 대한 관찰지침을 정한 뒤, 

4시간의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제안된 내용을 참고하여 관찰지침을 수정하여  

본 자료를 수집하 다. 두 명의 간호사가 보는 침상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손씻기

가 필요한 간호 행위를 기술하고 손씻기 했는지 여부와 손씻는 행동을 관찰하

다. 연구요원은 중환자실 경력1년 이상의 간호사로 필요한 상황과 관찰 시 유의사

항 등에 대해 2회 교육을 실시하고 각 중환자실별로 4시간의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관찰 시간은 밤번 근무를 제외한 낮번 과 저녁번 근무시간 중 인계시간과 면

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낮 12시 까지, 오후 3시부터 7시 30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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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후 6시부터 6시 30분 까지는 면회시간)로 1회 4시간씩 하루 2회 관찰을 실시

하여 각 중환자실마다 총 32시간의 직접 관찰을 실시하 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손씻기 횟수와 행위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 다. 

  2) 각 간호인력간과 근무부서별 수행도 비교는 χ
2
- test를 이용하 다.

  3) 각 간호인력간의 관련요인 비교는 t-test를 이용하 다.

  4) 각 중환자실의 관련요인 비교와 손씻기 수행율 비교는 ANOVA를 이용하 다.

  5) 손씻기 수행과 관련요인과의 비교는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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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중 111명은 간호사이고 25명이 보조인력이다. 평균 연령

은 31.42세이며, 21세부터 54세로 30세 이하가 85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근무경력은 평균 8.23년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가 42명(31.3%)로 가장 많았다.  

   중환자실의 종류에 따르면 제 2 외과계 중환자실(2 SICU) 36명, 제 1 내외과 

중환자실(1 MSICU) 35명, 제 2 내외과 중환자실(2 MSICU) 31명, 제 1 외과계 중

환자실(1 SICU) 31명이 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36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평균

연령 30세 이하 85 (62.5) 31.42

31세 이상 ~ 40 이상 39 (28.7)

41세 이상 12 (8.8)

근무 경력 1년 미만 29 (21.6) 8.23

1년 이상 ~ 5년 미만 37 (27.6)

6년 이상 ~ 10년 미만 42 (31.3)

11년 이상~ 15년 미만 12 (9.0)

16년이상 14 (10.4)

근무 부서 1 MSICU 35 (26.1)

2 MSICU 31 (23.1)

 SICU 31 (23.9)

2 SICU 36 (26.9)

간호인력 간호사 111 (81.5)

보조인력 2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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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씻기 수행정도

  1) 손씻기의 빈도 및 방법

   관찰된 행위 중 총 손씻기 수행률은 20.8% 으며, 수행 전에 손을 씻어야하는 

상황은 총 1,964건이었으며 이중 216건(11.0%)에서 손씻기가 관찰되었다. 수행 후 

손씻기 상황은 총 2,224건이며 이중 654건(29.4%)의 손씻기가 관찰되었다. 총 손씻

기 관찰횟수 870건 중 비누 사용 후 마찰시간이 있는 경우가 627건(72.1%), 비누

를 사용하지만 마찰시간이 없는 경우는 106건(12.1%), 물만 이용한 손씻기는 92건

(10.6%), 손소독제의 사용은 45건(5.2%)이 관찰 되었다(표 2).  

<표 2> 손씻기의 특성

수행 전 손씻기 상황

(n=1,964)

실수(%)

수행 후 손씻기 상황

(n=2,224)

실수(%)

합    계

실수(%)

비누사용 후

마찰 시간이 있는 경우
 148(7.3) 479(21.5)  627(72.1)

비누사용 후

마찰 시간이 없는 경우
  32(1.6)   74(3.3)  106(12.2)

물만을 이용한 손씻기   22(1.1)   70(3.1)    92(10.6)

손 소독제의 사용   14(0.7)   31(1.4)     45(5.2)

합    계 216(11.0) 654(29.4) 8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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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행위별 손씻기 빈도

   각 병동마다 낮 번 16시간, 저녁 번 16시간동안 총 32시간을 관찰한 결과 

2,362건의 손을 씻어야 하는 간호 행위를 관찰하 다.  관찰된 행위를 분류해 보

면 일상적 접촉은 687건(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염된 기구와의 접촉 502건

(21.3%), 침습적 접촉 471건(19.9%), 삽입기구관리 384건(16.3%), 무균술 적용 137

건(5.8%), 오염원과 접촉 118건(5.0%),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 있는 부위와 

접촉 34건(1.3%), 혈액, 체액이나 점막과 접촉 29건(1.1%)의 순으로 관찰되었다(표 

3).

   각 간호행위별로 손을 씻는 수행정도를 살펴보았다(표 3)

   수행 전 손씻기가 필요한 상황(n=1,964)에서 손씻기 수행률은 11.0% 으며 

역별로 보면 무균술 적용 25건(18.2%), 침습적 접촉 79건(16.8%), 삽입 기구 관리 

57건(14.8%),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있는 부위와 접촉 3건(8.8%), 일상적인 

접촉 34건(4.9%)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혈액, 체액이나 점막, 오염원과의 접촉의 

경우 수행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 으므로 제외하 다. 

   수행 후 손씻기가 필요한 상황(n=2,224)중 손씻기 수행률은 29.4% 으며 역

별로 보면 침습적인 접촉 239건(52.1%), 오염원과 접촉 51건(43.2%), 혈액, 체액이

나 점막과의 접촉 11건(37.9%), 일상적인 접촉 189건(27.5%), 상처나 침습적인 기

구와 관련 있는 부위와 접촉 9건(26.5%), 오염된 기구와 접촉 92건(18.3%), 삽입기

구 관리 49건(12.8%)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이 경우 무균술의 적용은 수행 후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 으므로 제외하 다.

   위의 행위 중 소변백 조정의 경우 총 227건 중 24.2%만이 손을 씻어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인력별로 구분하여 보면 간호사 126건 중 48건(30.9%), 보조인력

의 행위가 101건 중 7건(6.9%)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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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간호행위별 손씻기 수행도

 역 행   위   명

행위 전 손씻기 행위 후 손씻기

손씻은 경우
손씻지 않은 

경우

손씻은 

경우

손씻지 않은 

경우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일상적 접촉 환자와 가벼운 접촉(n=262) 9(3.4) 253(96.6) 95(36.3) 167(63.7)

체위변경(n=365) 19(5.2) 346(94.8) 84(23.0) 281(77.0)

활력증상 측정(n=55) 6(10.9) 49(89.1) 6(10.9) 49(89.1)

침상목욕(n=5) 0 5(100.0) 4(80) 1(80.0)

소계 (n=687) 34(4.9) 653(95.1) 189(27.5) 498(72.5)

침습적 접촉 흡인(n=418) 71(17.0) 347(83.0) 218(53.7) 188(46.3)

근육 및  피하주사(n=10) 2(20.0) 8(80.0) 3(30.0) 7(70.0)

정맥천자(n=28) 5(17.9) 23(82.1) 11(39.3) 17(60.7)

동맥천자(n=11) 1(9.1) 10(90.9) 5(45.5) 6(54.5)

도뇨관 삽입(n=4) 0 4(100.0) 2(50.0) 2(50.0)

소계 (n=471) 79(16.8) 392(83.2) 239(52.1) 220(47.9)

오염된 호흡기 회로 조작(n=125) 14(11.2) 28(22.4) 97(77.6)

기구와 접촉 소변 백 조정(n=227) 1(1.2) 80(98.8) 55(24.2) 172(75.8)

 흡인 수집병 비우기(n=148) 0 107(100) 8(5.4) 140(94.6)

복막 투석 배액량 측정(n=2) 0 2(100.0) 1(50) 1(50)

소계 (n=502) 15(7.4) 189(92.6) 92(18.3) 410(81.7)

상처나 침습적인 삽입부위 소독(n=7) 1(14.3) 6(85.7) 1(14.3) 6(85.7)

기구와 관련있는 기관절개술 부위 소독(n=6) 1(16.7) 5(83.3) 1(16.7) 5(83.3)

부위 접촉 상처 소독(n=16) 0 16(100) 6(37.5) 10(62.5)

정맥주사부위 소독(n=5) 1(20.0) 4(80.0) 1(20) 4(80.0)

소계 (n=34) 3(8.8) 31(91.2) 9(26.5) 25(73.5)

혈액,체액 배액병 비우기(n=2) 1 - 0 2(100.0)

점막과 구강 간호(n=14) - - 4(28.6) 10(71.4)

접촉 회음부 간호(n=5) - - 4(80.0) 1(20.0)

eye care(n=4) - - 0 4(100.0)

관장(n=4) - - 3(75.0) 1(25.0)

소계 (n=29) - - 11(37.9) 18(62.1)

오염원과 대변 치우기(n=43) 1 - 12(27.9) 31(72.1)

접촉 소독세트(dressing set)치우기(n=33) 1 - 25(75.8) 8(24.2)

기저귀, 변기 치우기(n=42) - - 14(33.3) 28(66.7)

소계 (n=118) - - 51(43.2) 67(56.8)

삽입기구 정맥주사 투여(3-way 이용)(n=211) 34(16.1) 177(83.9) 15(7.1) 195(92.9)

관리 복막투석액 주입(n=7) 2(28.6) 5(71.4) 1(14.3) 6(85.7)

비위관 양이나 투약(n=90) 15(16.7) 75(83.3) 22(24.4) 67(75.3)

동맥관 이용 채혈(n=54) 6(11.1) 48(88.9) 7(13.0) 46(86.8)

정맥주사 투여 속도 조절(n=22) 0 22(100.0) 4(18.2) 18(81.8)

소계 (n=384) 57(14.8) 327(85.2) 49(12.9) 332(87.1)

무균술 수액 혼합(n=109) 20(18.3) 89(81.7) 11 -

적용 소독세트 준비(n=29) 5(17.9) 23(82.7) 3 -

소계 (n=137) 25(18.2) 112(81.8) 14 -

합계 (n=2,362) 216(11.0) 1,748(89) 654(29.4) 1,5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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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씻기 수행정도

  1) 간호 인력별 손씻기 빈도 

   간호사와 보조인력의 손씻기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수행 전 손씻기(n=1,964) 중 간호사는 손을 씻어야하는 상황 1,686건 중 211건

(12.5%)의 손씻기가 관찰되었으며, 보조 인력의 경우 총 278건의 손을 씻어야하는 

상황 중 5건(1.4%)의 손씻기가 관찰되어 간호사가 보조 인력보다 행위 전 에 손을 

더 잘 씻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
= 29.99, p=.00).

  수행 후 손씻기의 경우에도 간호사는 손을 씻어야하는 상황 1,878건 중 611건

(32.5%)의 손씻기가 , 보조 인력의 경우 346건의 손을 씻어야하는 상황 중 43건

(12.4%)의 손씻기가 관찰되어 간호사가 보조 인력보다 행위 후에도 손을 더 잘 씻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χ2=56.90, p=.00).  

<표4> 간호 인력별 손씻기 빈도                                      

손씻은 횟수

실수 (%)

손씻지 않은 횟수

실수(%)
x
2 p

수행전 간호사 211(12.5) 1,475(87.5) 29.99 .00

(n=1,964) 보조 인력 5(1.4) 273(98.2)

총 손씻기 상황 216(11.0) 1,748(89.0)

수행후 간호사 611(32.5) 1,237(67.5) 56.90 .00

(n=2,224) 보조 인력 43(12.4) 303(87.6)

총 손씻기 상황 654(29.4) 1,5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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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 인력별 손씻는 마찰시간과 부위 점수

   간호사와 보조 인력간의 손씻기 수행을 마찰시간과 손씻은 부위 점수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손씻기 마찰시간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평균 마찰시간은 4.5초이고 보조 인력의 

경우에는 6.51초로 보조 인력이 간호사보다 평균 마찰시간은 더 긴 것으로 관찰되

었다(t= 3.71,  p=.00). 

   손의 각부분을 마찰하는 정도를 점수화한 손씻기 부위점수를 간호 인력간 비

교해보면 간호사는 평균 2.26점, 보조 인력은 2.46점으로 양쪽 모두 두개의 부위 

이상 손을 씻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보조 인력이 간호사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1.47, p=.15).

<표 5> 간호 인력별 손씻는 마찰시간과 부위 점수                      n=627

직종별 평균 표준 편차 t p

시간 간호사(n=592) 4.50 3.06 3.71 .00

(단위:초) 보조인력(n=35) 6.51 4.11

부위점수 간호사(n=592) 2.26 0.65 1.47 .15

보조인력(n=35) 2.46 0.78

  3) 간호 인력별 손씻는 부위 

   손씻을 때 마찰하는 부위를 손바닥끼리, 손등,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 손가락

등의 5부위로 나누어 관찰하 는데 이를 간호 인력별로 살펴보았다(표 6). 

   수행 전 손씻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경우 손바닥끼리 143건(8.5%), 손등 136건

(8.1%), 손가락 사이 46건(2.7%), 손끝 5건(0.3), 엄지손가락 2건(0.1%)의 순으로 관

찰되었다. 보조 인력의 경우에는 손바닥끼리와 손등이 각각 3건(1.1%)으로 동일하

고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손가락의 경우 씻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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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후 손씻기 상황의 경우에도 간호사는 손바닥끼리 444건(23.6%), 손등 410

건(21.8%), 손가락 사이 122건(6.5%), 손끝 19건(1.0%), 엄지손가락 8건(0.4%)을 씻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조인력의 경우는 손바닥 끼리와 손등은 각각 32건(9.2%), 

손가락 사이 10건(2.9%), 엄지손가락 4건(1.2%), 손끝 2건(0.6%)으로 관찰되었다.

<표 6> 간호 인력별 손씻는 부위                              

간호사 보조 인력

씻은 경우 씻지 않은 경우 씻은 경우 씻지 않은 경우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수행 전 손바닥 끼리 143(8.5) 1,543(91.5) 3(1.1) 275(98.9)

손씻기 손등 136(8.1) 1,550(91.9) 3(1.1) 275(98.9)

손가락 사이 46(2.7) 1,640(97.3) 0(0) 278(100.0)

엄지손가락 2(0.1) 1,684(99.9) 0(0) 278(100.0)

손 끝 5(0.3) 1,681(99.7) 0(0) 278(100.0)

수행 후 손바닥 끼리 444(23.6) 1,434(76.4) 32(9.2) 314(90.8)

손씻기 손등 410(21.8) 1,468(78.2) 32(7.2) 314(90.8)

손가락 사이 122(6.5) 1,756(93.5) 10(2.9) 336(97.1)

엄지손가락 8(0.4) 1,870(99.6) 4(1.2) 342(98.8)

손끝 19(1.0) 1,859(99.0) 2(0.6) 344(99.4)

 4) 중환자실별 손씻기 빈도

   중환자실별 행위 전에 손씻기 빈도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이 손씻어야 하는 

상황 506건 중 79건(13.1%)으로 가장 높았고, 제 2 외과계 중환자실(11.9%), 제 1 

외과계 중환자실(7.0%), 제 2 내외과 중환자실(5.3%)의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
=28.31, p=.00, 표 7). 수행 후 손씻기 빈도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이 총 557건 중 196건(35.2%)으로 가장 높았고,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34.3%),  제 1 외과계 중환자실(26.3%), 제 2 외과계 중환자실(21.7%)의 순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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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30.54, p=.00).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의 경우 수행 전과 수행 후 모두 높은 손씻기 빈도를 보

이고 있으나 수행 전 손씻기에서는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이, 수행 후 손씻기에서

는 제 2 내외과 중환자실이 상대적으로 높은 횟수를 나타냈다(표 7). 

<표 7> 중환자실별 손씻기 빈도                               

중환자실 종류
손씻은 횟수

실수(%)

손씻지 

않은 횟수

실수(%)

x
2 p

수행 전 1 MSICU(n=506) 79(15.6) 427(84.4) 28.31 .00

손씻기 2 MSICU(n=432) 28(6.5) 404(93.5)

1 SICU(n=630) 53(8.4) 577(91.6)

2 SICU(n=396) 56(14.1) 340(85.9)

소계 총 관찰횟수 (n=1964) 216(11.0) 1748(89.0)

수행 후 1 MSICU(n=557) 196(35.2) 361(64.8) 30.54 .00

손씻기 2 MSICU(n=496) 170(34.3) 326(65.7)

1 SICU(n=733) 193(26.3) 540(73.7)

2 SICU(n=438) 95(21.7) 343(78.3)

소계 총 관찰횟수(n=2224) 654(29.4) 1570(70.6)

5) 중환자실 별 손씻는 마찰시간과 부위점수

   중환자실 별로 손씻기 부위점수와 마찰 시간을 살펴보면 각 중환자실 간의 손

씻는 부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마찰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8).

   손씻기 부위 점수는 총 5점 중 평균 2.27점으로 모든 중환자실에서 두 개의  

부위 이상을 씻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은 2.39점, 제2 내외과 

중환자실은 2.28점,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은 2.16점,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은 2.09

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7.52, p=.00). 그러나 마찰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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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61초 으며,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은 4.71초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4.25초, 

제1 외과계 중환자실 4.97초,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4.44초로 각 중환자실간의 차

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99, p=.11). 

<표 8> 중환자실별 손씻기 부위점수와 마찰시간                 

중환자실 종류 평균 표준편차 F p

부위 1 MSICU(n=261) 2.39 0.64 7.52 .00

2 MSICU(n=162) 2.27 0.70

1 SICU(n=135) 2.16 0.69

2 SICU(n=109) 2.07 0.50

2.26 0.66

마찰시간 1 MSICU(n=261) 4.71 3.07 1.99 .11

(단위:초) 2 MSICU(n=162) 4.16 2.75

1 SICU(n=135) 4.99 3.34

2 SICU(n=109) 4.44 3.45

4.59 3.13

6) 중환자실별 손씻는 부위 

   모든 중환자실에서 수행 전과 후의 손씻기에서 손을 씻는 부위는 주로 손바닥 

끼리, 손등, 손가락사이 등의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엄지 손가락과 손끝은 거의 씻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수행 전 손씻기에서 손바닥끼리, 손등, 손가락사이의 경우 모두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의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 손끝과 엄지손가락

의 경우 각 중환자실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행후 손씻기에서는 손바닥끼리와 손등의 경우에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의 순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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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  손가락사이의 경우에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제 2 외과계 중

환자실의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p=.00). 손끝과 엄지손가락

의 경우에는 각 중환자실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중환자실별 손씻는 부위

1 MSICU 2 MSICU 1 SICU 2 SICU

손씻는 

부위

씻은 

경우

씻지 않은 

경우

씻은 

경우

씻지 않은 

경우

씻은

 경우

씻지 않은 

경우

씻은 

경우

씻지 않은 

경우
p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수행 전 손바닥 끼리 71(14.0) 435(86.0) 19(4.4) 413(95.6) 24(3.8) 606(96.2) 32(8.1) 364(91.9) .00

손씻기 손등 70(13.8) 436(86.2) 17(3.9) 415(96.1) 21(3.3) 609(96.7) 31(7.8) 365(92.2) .00

손가락 사이 29(5.7) 477(94.3) 6(1.4) 426(98.6) 5(0.8) 625(99.2) 6(1.5) 390(98.5) .00

엄지손가락 0(0.0) 506(100) 0(0) 432(100) 1(0.2) 629(99.8) 1(0.3) 395(99.7) .56

손 끝 2(0.4) 504(99.6) 1(0.2) 431(99.8) 2(0.3) 628(99.7) 0(0) 396(100) .67

수행 후 손바닥 끼리 175(31.4) 382(68.2) 132(26.6) 364(73.4) 105(14.3) 628(85.7) 64(14.6) 374(85.4) .00

손씻기 손등 164(29.4) 393(70.6) 126(25.4) 370(74.6) 92(12.6) 641(87.4) 60(13.7) 378(86.3) .00

손가락 사이 75(13.5) 482(86.5) 30(6.0) 466(94.0) 21(2.9) 712(97.1) 6(1.4) 432(98.6) .00

엄지손가락 0(0.0) 557(100) 6(1.2) 490(98.8) 4(0.5) 729(99.5) 2(0.5) 436(99.5) .07

손끝 8(1.4) 549(98.6) 8(1.6) 488(98.4) 4(0.5) 729(99.5) 1(0.2) 437(99.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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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씻기 수행에 관련되는 요인

  

1) 환자대 간호사 비율과 손씻기

   환자대 간호사비율과 손씻기 횟수, 손씻기의 부위점수, 마찰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 다(표 10).  매 관찰시마다 관찰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재원한 환자의 수와 

실제 간호를 시행하는 간호사의 수로 나누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보았다. 간호

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3.98명, 제 2 내외과 중환

자실은 3.15명,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은 3.08명,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은 2.42명 이

었다.

   환자 대 간호사비율이 증가 할수록 행위 전 손씻는 횟수(r= －. 05, p= .03)가 

감소하고, 행위 전 마찰 시간(r= －.05, p= .04)은 짧아지며, 행위 전 손씻는 부위 

점수(r= －.06, p= .01)와 행위 후 손씻는 부위 점수(r= －. 04, p= .04)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과 행위 후 손씻는 횟수, 행위 후 마찰시

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표 10> 환자대 간호사 비율과 손씻기

행위 전

손씻는

 횟수

행위 후 

손씻는

 횟수

행위 전 

마찰 시간

행위 후 

마찰 시간

행위 전 

손씻는

 부위

행위 후 

손씻는

 부위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

-. 05
＊

-. 01 -. 05
＊

-. 02 -. 06
＊

-. 04
＊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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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면대의 개수와 손씻기

   각 중환자실의 격리실을 제외하고 손씻기와 간호사의 행위를 모두 관찰이 용

이한 위치에 있는 세면대의 개수와 손씻는 횟수, 손씻는 부위, 마찰시간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표11).

   각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행위와 손씻기 수행을 관찰하기 쉬운 세면대의 개

수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이 3개, 제 2 내외과 중환자실과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이 2개,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이 1개 다. 

   세면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행 전 마찰 시간(r= .11, p= .00)과 수행 후 마

찰시간(r= .12, p= .00)은 길어지고, 수행 전 손씻는 부위(r= .15, p= .00)와 수행 후 

손씻는 부위(r= .17, p= .00)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세면대 개수와 손씻기

행위 전 

손씻는 횟수

행위 후 

손씻는 횟수

행위 전 

마찰 시간

행위 후 

마찰 시간

행위전 

손씻는 부위

행위 후 

손씻는 부위

세면대의 

개수
.09＊＊ . 07＊＊ . 11＊＊ . 12＊＊ . 15＊＊ . 17＊＊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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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1) 간호 인력별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간호사와 보조 인력간의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 다(표12).

   손씻기가 감염관리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는 간호사는 3.18, 보조인력은 3.86으

로 대체적으로 손씻기가 감염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식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보조인력이 간호사보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0, p=.49).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 3.58, 보조인력 3.31로 간호사가 보조인력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3.37, p=.00). 환자의 요구와 손씻기의 수행이 맞

지 않았을 때를 알아보는 환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간호사는 2.39, 보조인력

은 2.96으로 보조인력의 경우에서 손씻기 수행보다는 환자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

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3.24, p=.00). 손씻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간호사는 2.83, 보조인력은 3.35로 보조인력의 경우 간호사보

다 더 많이 손씻기가 어린시절의 습관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청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4.28, p=.00).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 태도에서는 간호사 3.51과 

보조 인력 3.61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손의 피부문제와 많은 업무량 등을 묻는 환경적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간호사 

2.48과 보조 인력 2.78로 보조 인력이 환경적 장애에 향을 덜 받는다고 대답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90, p=.07). 세면대의 위치나 숫자, 소독비

누와 종이타월 등의 손씻기 물품의 공급 등에 대한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 3.33, 보조 인력 3.64로 기구나 물품의 장애와 손씻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보조 인력이 간호사보다 기구나 물품의 장애를 덜 인지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2.37, p=.02). 동료, 환자, 수간호사가 보고 있다고 느낄 때, 교육을 

받았을 때 손씻는 횟수의 변화를 묻는 타인의 향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 2.01, 

보조 인력 1.79로 다른사람의 시선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답하 으며 

서로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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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간호 인력별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n=136

간호사(n=111) 보조인력(n=2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손씻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3.18 ± 0.36 3.86 ± 0.31 0.70 .49

손씻기에 대한 지식 3.58 ± 0.31 3.31 ± 0.55 3.37 .00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39 ± 0.74 2.96 ± 1.02 3.32 .00

손씻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 2.83 ± 0.52 3.35 ± 0.56 4.28 .00

일상적 행위에 대한 태도 3.51 ± 0.47 3.61 ± 0.47 1.04 .31

환경적 장애에 대한 인식 2.48 ± 0.62 2.73 ± 0.57 1.90 .07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인식 3.33 ± 0.58 3.64 ± 0.59 2.37 .02

타인의 향에 대한 인식 2.01 ± 0.66 1.79 ± 0.84 1.25 .22

 

  2) 중환자실별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중환자실별 간호사의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환경적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표 13).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3.72로 제일 높으며,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3.57,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3.53,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3.50순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3, p=.03). 손의 피부문제와 업무량

에 대한 생각을 묻는 환경적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이 

2.67,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이 2.57, 제 2 내외과 중환자실이 2.44, 제1 내외과 중

환자실이 2.22의 순으로 환경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다고 답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3.02, p=.03)

   손씻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환자실의 간호사들 모두 3.5이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중환자실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 0.09, p=.98). 환자와의 

관계, 손씻기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타인의 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 중환자실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손씻기 기구나 물품의 공급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간호사들은 장애와 상관없이 손을 씻는다고 대답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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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는 않았다(F=1.93, p=.13). 그러나 제 1 내외과 중환자실과 제1 외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평균차이가 0.33(p=.018)으로 손씻기 기구나 물품공급에 대한 인

식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표 13> 근무부서별 손씻기 인지도 조사                                n=136

1 MSICU 2 MSICU 1 SICU 2 SICU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손씻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3.82±0.34 3.79±0.39 3.79±0.39 3.83±0.36 0.09 .98

손씻기에 대한 지식 3.53±0.35 3.50±0.33 3.57±0.31 3.72±0.20 3.03 .03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43±0.69 2.46±0.51 2.21±0.77 2.47±0.90 0.79 .50

손씻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 2.66±0.54 2.80±0.57 2.87±0.47 2.96±0.49 1.76 .16

일상적 행위에 대한 태도 3.38±0.49 3.46±0.46 3.57±0.49 3.61±0.43 1.44 .24

환경적 장애에 대한 인식 2.22±0.60 2.44±0.54 2.67±0.60 2.57±0.64 3.02 .03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인식 3.48±0.46 3.38±0.45 3.13±0.73 3.36±0.57 1.93 .13

타인의 향에 대한 인식 2.00±0.59 2.11±0.66 1.88±0.64 2.08±0.75 0.6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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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1. 손씻기 수행정도 

   4개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의 손씻기는 행위 전 손씻기 수행률은 

11.0%, 행위 후 손씻기 수행률은 29.4%가 관찰되어 총 손씻기 수행률은 20.8% 

다. Pittet등(1999)의 연구에서 평균 손씻기 수행률은 48%이고, 중환자실에서의 손

씻기 수행률이 36% 으며, Gould등(1996)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의 손씻기 수행률

이 29.54%인데 비해 낮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로 강은숙(1998)이 

중환자실에서 손씻기 교육이 간호사의 내과적 손씻기 수행과 방법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사전 조사시 손씻기 수행률이 실험군 16.6%, 대조군이 

18.56%인 것과 본 연구결과에서 손씻기 수행률이 20.77%인 것을 볼 때 일반적으

로 국내의 손씻기 수행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행위별 손씻기를 비교해 보면 수행 후 손씻기(29.4%)가 수행 전 손씻기(11.0%)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인력들이 환자와 접촉한 후 손씻기 수행률

이 증가한다고 하는 Thomson등(1997)과 Sproat등(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소독세트치우기를 수행 후 75.8%가 손을 씻은 것은 소독세트를 치우는 장소

가 세면대와 가깝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세면대의 접근 용이함이 손씻기 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Kesavan, Barodawala, Mulley(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소변백 조정후에 손씻기 정도를 보면 24.2%만이 손을 씻어 수행도가 낮게 관

찰되어 인력별로 구분하여 보았더니 간호사의 경우 30,9%가 손을 씻었으며, 보조 

인력의 경우 6.9%만이 손을 씻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조인력이 소변백 조정 후 

손을 씻지 않은 것이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도를 희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변치우기 후에 27.9%, 기저귀나 변기치우기후에 33.3%, 간호사의 행위 중 소

변 백 조정 후 30.9%,  보조 인력의 행위 중 소변백 조정 후 6.9%, 흡인 수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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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기 후에 5.4%의 손씻기 수행도가 관찰되었다. 이는 Graham(1990)의 연구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거나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접촉하는 경우에 49%가 손을 

씻은 것에 비해 낮은 수행도를 보인다. 이렇게 손씻기 수행률이 낮은 것은 중환자

실의 간호행위를 수행 할 때 한 환자의 대변치우기와 다른 환자의 체위 변경과 

같은 행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환자와 환자사이에, 행위와 행위 사이에 손을 

씻지 않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보조인력의 행위 중 소변백을 조정한 후

나 흡인 수집병을 비우는 행위는 한번에 연속적으로 중환자실의 환자들에게 같은 

행위가 반복 수행되면서 환자사이에 손을 씻기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손씻을 때 평균 마찰시간이 4.59초이고, 손씻는 부위점수는 2.26점으로 대부분 

두개의 부위만을 씻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손을 씻는 부위도 전반적으로 손바닥끼

리 마찰과 손등과 손바닥과의 마찰의 두개 부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가락 사

이의 마찰이 이 두부위의 절반 정도 씻으며, 엄지손가락과 손끝은 거의 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IC의 권고안이 제시하는 10초 이상의 마찰시간과 손의 

전 부분을 골고루 닦아야한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나 마찰시간이 없는 경우가 12.5%, 물만을 이용한 손씻기가 10.6%나 관찰되

었다. 이는 효과적인 손씻기를 위해서는 소독 비누를 사용하고 마찰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APIC의 권고안이나 CDC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씻은 손이 재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도꼭지를 잠가야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도 세면대의 구조가 손을 이용해 잠그지 않게 되어있는 제2 외과계 중환자실은 

관찰된 손씻기의 전 수가 손이 재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면대를 갖추지 못한 다른 중환자실의 경우 단 

2건만 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씻는 방법의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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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씻기의 관련요인 

   손씻기 수행을 높이기 위한 촉진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손씻기가 감염관리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들고 있다(Jeffe, 1997; Zimarkoff 등,1992; Gould ,1996.; Pittet

등,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손씻기가 감염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모든 중환자실 간호인력이 4점 중에 3.5점 이상으로 중환자실별, 간호인력 별 차

이가 없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손씻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간호인

력별, 중환자실별 손씻기 수행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손씻기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촉진요인은 손씻기에 대한 올바른 지

식이다(Gould, 1996). 본 연구에서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3.3점 이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각 간호인력별, 각 중환자실별로 손씻기 지식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간호인력 별에서는 간호사가 보조인력보다 손씻

기 지식이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씻기 수행 빈도 역시 간호사가 보조인

력보다 많아 올바른 지식이 손씻기 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Gould(1996)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조인력이 간호사보다 손씻기 마찰시간이 더 길었

으며, 각 중환자실별 간호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제 1 외과

계 중환자실, 제2 외과계 중환자실,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의 순서로 나타나 실제 관찰된 손씻기 수행횟수의 차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지식의 차이가 손씻기 수행에 향을 끼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와 같이 손씻기의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알려진 손씻기가 감염관리에 중요

하다는 인식이나 손씻기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손씻기 수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손씻기의 장애요인이 손씻기 수행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손씻기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간호사의 

업무량 과다(Pittet 등, 1999), 세면대의 개수와 위치(Gould & Chamberlains, 1997) 

그리고 손의 피부 문제(Zimarkoff 등,1992)등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대 간호사의 비율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량을 파악하 는데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수행 전 손씻는 횟수가 많아지고, 수행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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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는 마찰시간이 길어지며, 수행 전 후의 손씻는 부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수행 전 손씻기에 더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

으며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의 손씻기 수행률이 수행전과 수행후의 결과에서 차이

가 보이는 것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Pitter 등(1999)이 손씻기의 지침서대

로 모두 지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의료진들은 자신의 업무 부하량과 환자 

간호의 원칙들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간호사가 관리해야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한 환자에게 행해지는 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

면서 수행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손씻기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라 생

각된다. 

   각 중환자실의 격리실을 제외하고 손씻기와 간호사의 행위를 모두 관찰 가능

한 위치에 있는 세면대의 개수와 손씻는 횟수, 손씻는 부위, 마찰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면대의 개수가 많을수록  수행 전 후에 손씻는 횟수는 많아지고, 수행 

전 후 손씻는 마찰 시간은 길어지고, 수행 전 후 손씻는 부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면대의 개수가 다른 중환자실보다 많은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이 

수행 전 후 손씻는 횟수가 많으며 손씻는 부위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손

씻기 수행이 일하는 환경 즉 세면대와 비누의 숫자와 위치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관찰 된  Gould 와 Chamberlains(1997)의 연구와 불충분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세면대가 손씻기 수행의 중요한 장애라고 한 Kesavan, Barodawala, 

Mulley(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손씻기 수행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 중환자실 간의 손씻기 수행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 1 내외과 중환자실이 손씻기 수행정도가 다른 병동보다 

높은 이유는 세면대 숫자가 가장 많고,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손씻기에 대한 지식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으며 환경적 향에 상관없이 손을 씻는 다고 답하 으나, 세면대의 숫자

가 가장 적고,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적 환경으로 인해 손

씻기 수행정도가 낮아 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 2 외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수행 

전 손씻기의 경우 두 번째의 수행률을 보이는 것은 환자 대 간호사비율이 다른 

중환자실보다 낮은 것이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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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별 손씻는 부위비교에서 손바닥끼리, 손등, 손가락사이의 관찰결과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중

환자실의 손씻기 빈도의 차이가 반 된 결과라 생각된다.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수행 전과 수행 후 손씻기 빈도가 모두 3번째 으나 수행 전 손씻는 부위에

서 손바닥 끼리, 손등, 손가락사이에서, 수행 후 손씻기에서는 손바닥 끼리, 손등, 

손가락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행정도를 보 다. 이는 제 1 외과계 중환자실의 환

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엄지손가락과 

손끝의 경우는 수행 전과 수행 후 모두에서 거의 대부분 씻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선방안 

   4개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의 손씻기는 행위 전 손씻기 수행률은 

11.0%, 행위 후 손씻기 수행률은 29.4%가 관찰되어 총 손씻기 수행률은 20.8% 

다. 이는 다른 외국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수행 전 손

씻기 수행도가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는 Vicca(1999)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대 간호

사의 비율과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의 발생을 비교한 

연구에서 환자대 간호사 비율이 증가 할수록 중환자실의 MRSA 발생건수가 증가

한다는 연구와 Pronvost등(2001)이 중환자실의 환자대 간호사의 비율이 늘어날수

록 수술 후 심폐합병증, 신부전, 패혈증 등의 내과적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Vicca(1999)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중환자실의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은 간호사 1명당 1.46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Pronvost 등(2001)은 환자 3∼4명당 1명의 간호사가 보는 기관의 수

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간호사1명당 환자 1∼2명을 보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환자실의 환자 대 간호사비율은 1명의 간

호사가 평균 3.25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의 제외하고는 모두 한 간호사가 관리하는 환자의 수가 3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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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는 손씻기 수행률이 외국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원인 중 하나

라 생각되며 특히 수행 전 손씻기의 수행도가 낮은 원인이라 생각된다.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간호 행위 중 많은 경우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행위가 침상가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우 Felkerson(1987)의 오염정도에 따르는 간호활동 순위에 따라

서 수행한다면 손씻기의 횟수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손씻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또한 손소독제를 침상가에 비치하여 이용을 증진시킨다면 손씻기 수행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Pittet등(1999)의 연구에서는 손씻기 수행의 29%, 

Gould(1996)의 연구에서는 45.08%가 손소독제의 사용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총 손씻기 870건 중 45건(5.2%)만이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Earl등(2001)은 중환자실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씻기 수행

률의 변화를 관찰하 는데 손소독제를 사용하기 전 기본조사에서 39.6%인 수행률

이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2주후 52.6%, 10주후 57%로 증가된 것을 볼 때 손 소독

제를 간호행위시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비치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Ferdinande(1997)는 중환자실에서 적절하게 손씻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

도 두개의 침상마다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며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팔꿈치나 무릎

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세면대의 깊이가 깊어 물이 튀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이러한 설치기준과 비교해 볼때 관찰한 중환자실들의 경

우에는 이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세면대 개수와 수도꼭지의 형태를 가졌다. 따라

서 손씻기의 수행도를 높이고 효과적이 손씻기 방법의 시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치가능하다면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의 숫자를 늘리는데 주력해야한다. 또한 중

환자실의 설계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면대의 숫자와 접근성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인력들이 손씻기가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중요

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손씻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는 간호행위를 조직하여 손씻기를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효과적인 손씻기 방법, 손소독제의 사용권장 등의 내

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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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행연구들이 손씻기의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을 밝혀 왔다(Lason, Kretzer, 1995; Dorsey, Cydulka, Emerman,  

1996; Zimakoff, Kjelsberg, Larsen, 1992). 손씻기 수행정도와 관련있는 것으로는 

손씻기에 대한 인식과 지식들, 업무량과의 관계, 행정적 지원, 환경적 향, 손씻

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등 다양한 측면의 향 요인들이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만 실시하고 다른 향요인들, 

즉 세면대의 숫자와 환자 대 간호사비율 같은 전반적인 외적환경이나 업무량을 

조절해 주지 않는다면 손씻기의 수행정도를 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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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인력들의 손씻기 수행도를 관찰하고 손씻기 수행에 

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밝혀내 효과적인 손씻기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중환자실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도를 관

찰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Y 대학 부속병원의 4개의 중환자실에서 2002년 2002

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3일간 1회 4시간씩 하루 2회 관찰을 실시하여 

각 중환자실마다 총 32시간의 직접 관찰을 실시하여 손씻기가 필요한 2,362건의 

간호행위를 관찰하 다. 손씻기에 관련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손씻기에 대

한 인지도를 간호사 111명과 보조인력 2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찰된 행위 중 총 손씻기 수행률은 20.8% 으며, 수행 전에 손을 씻어야하는 

상황은 총 1,964건으로 이중 216건(11.0%), 수행 후 손씻기 상황은 총 2,224건이며 

이중 654건(29.4%)의 손씻기가 관찰되었다. 총 손씻기 관찰횟수 870건 중 비누 사

용 후 마찰시간이 있는 경우(71.7%), 비누를 사용하지만 마찰시간이 없는 경우

(12.5%), 물만 이용한 손씻기(10.6%), 손소독제의 사용(5.2%)이 관찰 되었다.  

   구체적인 간호행위별로 분류해보면 수행 전 손씻기에서는 무균술 적용(18.2%), 

침습적 접촉(16.8%), 삽입 기구 관리(14.8%),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있는 부

위와 접촉(8.8%), 일상적인 접촉(4.9%)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수행 후 손씻기에

서는 침습적 접촉(52.1%), 오염원과 접촉(43.2%), 혈액, 체액이나 점막과의 접촉

(37.9%), 일상적인 접촉(27.5%), 상처나 침습적인 기구와 관련 있는 부위와 접촉

(26.5%), 오염된 기구와 접촉(18.3%), 삽입기구 관리(12.8%)등의 순으로 관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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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인력 별 손씻기를 비교해 보면 수행 전 손씻기는 간호사 12.5%, 보조인력 

1.4% 으며, 수행 후 손씻기도 간호사 32.5%, 보조인력 12.4%로 수행 전과 후 모

두 간호사가 보조 인력보다 손을 더 잘 씻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손씻기 마찰시간

은 간호사 4.5초, 보조 인력 6.51초로 보조 인력이 간호사보다 평균 마찰시간은 더 

길었으나 손씻기 부위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3) 중환자실별 손씻기를 비교해 보면 수행 전 손씻기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13.1%,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11.9%,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7.0%, 제 2 내외과 중

환자실 5.3%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수행 후에서는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35.2%, 제 2 내외과 중환자실 34.3%,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26.3%,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21.7%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손씻기 부위 점수는 총 5점중 제 1 내외과 

중환자실 2.39점, 제2 내외과 중환자실 2.28점, 제 1 외과계 중환자실 2.16점, 제 2 

외과계 중환자실 2.09점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마찰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4) 환자 대 간호사비율이 증가 할수록 행위 전 손씻는 횟수가 감소하고, 행위 전 

마찰 시간은 짧아지며, 행위 전 손씻는 부위 점수와 행위 후 손씻는 부위 점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면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행 전 마찰 시간과 수행 후 마찰시간은 길어지

고, 수행 전 손씻는 부위와 수행 후 손씻는 부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손씻기가 병원감염에 중요하다는 인식의 차이

는 간호인력별, 중환자실별 나지 않았다. 손씻기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간호인력

별, 중환자실별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환자실 간호인력의 손씻기 수행정도와 손씻기 수행

에 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통해 효과적인 손씻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교육과 업무환경의 개선 등의 손씻기 증진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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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외부적 환경이 동일한 경우 손씻기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2) 손씻기 수행률을 증진시키기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3) 손씻기 수행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4) 중환자실의 손씻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갖추어야할 손씻기 도구들의 설치기준

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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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손씻기에 대한 인지도 조사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에 재

학하는 학생 입니다. 손씻기는 병원 감염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손씻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순수한 연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5월 

  연구자 안 미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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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항들은 손씻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손씻기는 환자사이에 감염의 전파를 막

을 수 있다.                     

2. 손씻기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 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3. 손씻기와 환자의 요구가 맞지 않을 경

우 환자의 요구를 우선 해결한다.   

4. 손씻기보다는 항생제 사용이 감염관리

에 유용하다.                       

5.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손을 씻지 않아

도 된다.   

6.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는 모든 경

우에 손씻기를 대체할 수 있다. 

7. 손으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은 심각하지 

않다.                    

8. 나는 스스로 청결하다고 생각한다.

9. 손씻기는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10.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손으로 전파되는 

질병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11. 손을 씻는 것이 귀찮다.          

12. 환자의 상처를 치료한 후에 손을 씻으

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13. 음식을 준비할 때 손을 씻는 것은 음

식물로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항상 그렇게    자주 그렇게    가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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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

15. 소변을 본 후에 손을 씻는 것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16. 대변을 본 후에 손을 씻는 것은 질병

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17. 손을 많이 씻으면 손의 피부가 건조하

고 주름져 보인다.

18. 손을 씻은 후 피부의 거친 느낌이 싫다.  

19. 손씻기는 피부를 건조하고 갈라지게 

만든다.

20. 손씻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21. 규정대로 손을 씻기에 나의 업무량은 

너무 많다.

22. 세면대가 더러워 손을 씻고 싶지 않다.

23. 세면대가 가까이에 없는 것이 손을 씻

지 않는 원인이다.

24. 손을 자주 씻기에는 세면대의 숫자가  

부족하다.

25. 소독비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이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원인이다.

26. 종이타월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이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원인이다.

27. 손씻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면 손을  

더 많이 씻는다.

28. 환자가 나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 손

을 더 자주 씻는다.

29. 동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 손을  

    더 자주 씻는다.             

항상 그렇게    자주 그렇게    가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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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 간호사가 손씻기에 관심이 많은 경우   

   손을 자주 씻는다.              

31. 지금 나는 중환자실에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보다 손을 더 많이 씻는다.  

      예 ______    아니오 ______

   31-1 더 많이 씻는 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요. 

         ① 환자들 사이에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②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③ 동료들이 손을 자주 씻으니까

         ④ 감염의 위험성이 많은 환자들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⑤ 지속적인 교육 때문에

         ⑥ 자녀 양육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1-2 더 적게 씻는 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요.

         ① 너무 바빠서

         ② 손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③ 세면대의 위치가 불편해서

         ④ 손으로 전파되는 질병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서

         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므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상 그렇게    자주 그렇게    가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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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항

1. 연령 : 만 _______세

2. 근무부서 : _____________________

3. 병원 근무경력 : ________________________년

4. 교육 정도 : 대졸 _____  전문대 졸 _____ 대학원 재 ______ 대학원 졸 _____ 

5. 결혼 여부 : 기혼 _____  미혼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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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dwashing related factors of Handwashing practice 

by nursing personal in Crictical Care Unit

                                                       Ahn, mej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Nosocomial infection means that infection which is not exist or incubated on 

admission occurs. Handwashing is the appropriate method to cut off the 

contact which is the common passway of nosocomial infection. Handwashing 

should be done strictly, but most medical personal is not doing so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andwashing related factors and 

to observe the handwashing practice by nursing personal in critical care unit. 

This would be the basic database to develop effective handwashing 

improvement programe.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direct observation technique at 4 critical care 

unit, during 32 hours. To examine the perception about handwashing, 111 

nurses and 25 nurse's aids were question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Hanndwashing compliance rate was 20.8%. Before activities, handwashing 

compliance rate was 11.0%. After activities, the rate was 29.4%. The total 

number of handwashing was 870 cases. among these cases, having 

handwashing time with soap was 72.1%. 12.2% was using soap, but they didn't 

have handwashing time. 10.6% of handwashing was done only using water, 

5.2% was using hand antiseptics.

  The activities observed handwashing before were consists of using aseptic 

technique(18.2%), invasive contact(16.8%), management of invasive 

devices(14.8%), contact with wound and associated area with an invasive 

devices(8.8%), and routine contact(4.9%). The activities observed handwashing 

after were consists of invasive contact(52.1%), contact with contaminated 



- 55 -

sources(43.2%), contact with blood, body fluids and mucous membranes(37.9%), 

contact with wound and associated area with an invasive devices(26.5%), 

contact with devices which wre weak to contamination(18.3%), and 

management of invasive devices(12.8%).

2. The handwashing compliance rate of nurses was higher than nurse's aids in 

before and after, respectively. The mean handwashing time of nurse's aids was 

6.51 sec and higher than nurese 

3. The handwashing compliance rate before activities was ranked 1st 

medical-surgical ICU(13.1%), 2nd surgical ICU(11.9%), 1st surgical ICU(7.0%), 

and 2nd medical-surgical ICU(5.3%). The handwashing compliance rate after 

activities was ranked 1st medical-surgical ICU(35.2%), 2nd medical-surgical 

ICU(34.3%), 1st surgical ICU(26.3%), and 2nd surgical ICU(21.7%).

4. The more increased nurse to patient ratios, the more decreased the 

handwashing compliance and shortened handwashing time.

5. The more increased number of basins, the longer handwashing time 

observed before and after activities and the more handwashing area observed.

6. There was no an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handwashing. But there was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between critical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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