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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

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감

염관리 실무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의 종합병원 이상 병원

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기법을 통해 이루어졌

다. 연구 도구는 2006년 미국 CDC의 Management of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In Healthcare Setting과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질병관리

본부, 2010)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alysis of

Variances(ANOVA),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총점 10점 중 평균 7.63점으로 측정

되었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의 정의와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된 집락, 전파, 검체채취에 대한 문항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2.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총점 14점 중 평균 11.15점으로 측정되었

다. 격리 표식 부착, 다제내성균주 분리환자의 이동시 의사소통 여부, 삽입기구, 관

리 항균제에 관련한 문항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 ⅳ -



3.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총점 85점 중 평균점수 66.78점이었

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 보호자 교육의 필요성, 손 씻기 수행에 따른 다

제내성균주 발생률 감소, 접촉주의 지침 수행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발생 감소, 삽

입기구 삽입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발생에 대한 문항은 점수가 높았다. 다제내성균

주와 관련된 느낌에서 다제내성균주의 해로움. 다제내성균주 관리의 필수성, 현실

성 측면으로 응답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해당 직위에 따라 인식 정도 차이를 보이며 교육간호사가 타 직종에 비

해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8.343, p=.023). 외과계 중환자실과 심장내, 외과계 중환자실이 다른 부서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457, p=.009). 현

부서 경력에 있어 5년 이상의 그룹이 타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F=7.126, p=.040),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현 부서에서의 근

무 경력에 따라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5년 이상의 그룹이 타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1.274, p=.020). 최근 1

년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

다(t=3.079, p=.002).

5.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r=.212, p<.05)

과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r=.252, p<.05)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r=.35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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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어 : 다제내성균주 관리, 인식, 중환자, 간호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와 관련된 전반적 인식을

높이고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해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

서 별 교육간호사 제도 강화 및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조직 차원의

정책 강화와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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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령 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면역 부전환자의 증가, 체내 삽입술 확대, 외과적 수

술 등은 의료관련감염 증가 및 항균제 사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감염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의료

관련감염 및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제내성균주는 메

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 resistant S.aureus, 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뿐만 아니라 광범위베타락타메제

(Extended spectrum ß-lactamases, ESBL)생성장내세균, 다제내성녹농균

(Multidrug 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MD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MDRAB)가 등장하며 다

제내성균주에 대한 감염관리가 강화되고 있다(유문숙, 등 2004; 대한병원감염관리

학회, 2011). 또한, 다제내성균의 증가는 면역이 저하된 환자 및 노인환자, 장기재

원 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게서 분리율이 높으며 주요 발생장소인 병원, 요양시

설과 같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는 다제내성균 관리와 함께 타 환자 및 의료

인 전파 방지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다(김미나, 2011; 정석

훈, 2012).

내성균주 별 발생하는 감염 종류 및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제내성균의 발생 위험요인으로 중환자실 재원 경험, 혈액 및 복막투석, 과거 다

제내성균 집락경험, 최근 항생제 사용, 이전 3개월 이상의 입원력, 수술 상처 및

창상, 침습적 삽입기구, 이전 폐렴 치료 및 만성 폐질환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위

험 요인을 바탕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다른 재원환자와 분리하여 관리한 결

과 원내 내성률이 감소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송재훈, 2010; Blok et al., 2003;

Drink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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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은 일반 병동보다 감염률이 높고 침습적 시술 및 치료, 수술 등으로

인한 중환자 치료 과정이 감염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동정되는

병원균에 MRSA가 93.6%를 차지하였고 VRE 집락율은 51.9%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중환자실는 다제내성균주 병원감염 및 균 집락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

극적 감염관리가 필요한 부서이다(편숙진, 2005; 정희진, 2002).

MRSA 의 경우, 전체 의료 기관 중환자실 분리율에서 2004년과 2010년 1위를

차지하는 균으로 보고되었으며 VRE 경우 국가 항균제 내성정보에 따르면 종합병

원에서 분리되는 VRE가 2007~2009년 사이에 0.8% 증가하였으나 VRE 감염에 따

른 사망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재훈, 2010; 김미나, 2011).

1996년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에서 격리지침에서 다제내성균주를 접촉주의가 필요한 하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

으며 이후, 2007년 미국 CDC 격리지침이 표준주의를 강화하면서 손위생, 환경관

리, 격리 종류와 방법 MRSA, VRE, 기타 다제내성미생물들에 대한 전파 예방법,

항균제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격리 지침 수행에 대한 효과를 보면

국내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모든 대상자를 기준으로 6개월간 접촉주의

강화로 환경소독, 코호트 격리, 일회용 비닐 앞치마 및 장갑착용, 손 위생 강화를

적용한 결과 MRSA 병원감염 발생률이 2.2%에서 0.5%로 감소하였고(최승매,

2006), 영국에서의 A.baumannii에 대한 유행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국 병원감

염지침을 박스 별로 재구성하여 적용함으로써 유행발생을 억제하고 오염률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Pitt et al., 2007). 일본 쿄토에 위치한 일 대학병원

에서 재원환자에 대한 적극적 배양감시를 통해 2006년 2,035명의 환자중 24명

(1.2%)에서 VRE가 분리된 것에 비해 2010년 2,408명중 4명(0.17%)이 VRE가 분리

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Matsushima et al., 2012).

환자와 의료적 환경에서 치료접근을 하는 직종 중에 간호사는 침습적 행위 이

외에 비침습적 행위에 따른 환자와의 접촉이 있으며 환자와의 접촉 빈도가 타 부

서에 비해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감염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보이며 다제내성

균주에 대한 감염 및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및 수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김자영, 2012; 박영미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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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

악하여 감염관리 실무에 기반이 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

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다제내성균주, 다제내성균주 격리,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다제내성균주, 다제내성균주 격리, 다

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다제내성균주, 다제내성균주 격리,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다제내성균주

다제내성균주는 병원균 중 치료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항생제에 대해 한 개 또

는 그 이상 내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 12월 고시된 반코마이신내성황색알균(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ys areus, 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 resistant

S.aureus, MRSA), 다제내성녹농균(Multidrug 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MD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ultidrug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 i , MDRAB) , 카바페넴내성장내균소균종(Carbapenem resistant

E n t e r o b a c t e r i c e a e , C R E )의 6 종을 다 제 내 성균주 로 정 의 한 다

(질병관리본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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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인식이란 대상자가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판단하여 아는 것으로 지식,

태도, 경험, 느낌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제내성균주에 대한 일반적 지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지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태도, 경험, 느낌에

대해 묻는 문항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점수화 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이정숙, 2003; 정은

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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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다제내성균주관리

1996년 HICPAC(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 Advisory Committee,

USA)에서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표준주의가 대두되면서 항균제 내성균에 대한 격

리에 대한 개념 및 접촉주의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 2003년

SHEA(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에서 MRSA와 VRE에

대한 감염관리지침을 제시하며 항균제 내성균의 전파차단에 있어 접촉주의가 주

된 방법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항균제 사용 증가 및 의료기관의 발전

에 따라 다제내성균주의 수가 증가 하였고 그람음성균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이슈화 되었다. 이에 HICPAC에서는 2006년 기존의 SHEA와 영국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지침을 바탕으로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

시하게 되었다. 2003년 제시된 표준주의 이외에 손위생, 격리, 교육과 정책, 환경관

리. 감염감시, 항균제까지 내외적 환경 관리에 따른 병원감염관리의 구체화와 세부

화를 언급하였으며 이전의 지침내용에 비해 강화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다제내

성균주 관리의 적극성을 강조하였으며 감염관리가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

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Muto et al., 2003; Siegal et al, 2007)

국내에서는 2007년 CDC의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바탕으로 중환자

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

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격리지침 및 정책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 시켰다(질병관리본부, 2010).

MRSA와 관련하여 우선 외국의 경우, 10년간 내원시 배양검사에서 MRSA가

동정된 환자에서 MRSA에 대한 감염관리로 격리적용, 손 씻기, 위험요인 확인, 탈

집락을 위한 항생제 치료, 지속적 배양검사, Chlorhexidine을 이용한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의료 종사자에게 입사할 때 적극적 감시 배양을 시행하여 MRSA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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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확인되는 경우, 항생제 투여 및 지속적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MRSA 유행 발생이 47%에서 15%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Blok et

al., 2003). 국내에서는 외과계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MRSA 적극적 감시배양, 접촉

격리, 손 씻기, 환경 청소 및 소독 활동을 4개월간 시행한 결과 MRSA 병원감염

발생률이 8.4/1000pt -days에서 3.6/1000pt-days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

을 확인하였고(김은진, 2008), 또 다른 MRSA에 대한 적극적 감염관리를 통한 연

구 결과를 보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모든 대상자를 기준으로 6개월간 접촉주의

강화로 환경소독, 코호트 격리, 일회용 비닐 앞치마 및 장갑 착용, 손 위생 강화를

적용한 결과 MRSA 병원감염 발생률이 2.2%에서 0.5%로 감소하였고(p<.02) 발생

밀도로 계산하였을 경우 연환자일 1000일당 3.6건에서 1.0건으로 감소하였다

(p=.0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최승매, 2008). 이와 같이 MRSA에

대한 적극적 접촉주의 강화 및 격리 적용은 MRSA의 병원감염 발생률을 감소시

키며 이를 국내의 병원 현실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

용하여 MRSA 병원감염발생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7년 국내 7개 병원의 감염관리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VRE와 같은 다제

내성균주의 격리를 위해 사용한 격리실 사용일수는 병원당 평균 1,430일로 법정전

염병을 위한 격리실 사용 562일보다 많았으며 격리병실료 사용으로 인한 상급 병

실료 손실은 병원당 359,865,236원으로 비용손실이 발생됨이 보고되었다(박은숙

등, 2007).

Carbapenem내성 A.baumannii(CRAB) 유행 발생 및 감염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환자실 총 재원기간, 중심정맥관여부, CRAB 분리 전 Carbapenem

항균제 사용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CRAB 유행 확인 후 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진 손씻기 강조, 인공호흡기, 호흡 보조기구 소독 관리 및 중환자실 환경소독

을 강화하였으며 발생 6개월 동안 지속된 후 추가발생 없이 종결되었다(문송미

등, 2009). 영국에서의 A.baumannii에 대한 유행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국 병

원감염지침을 박스 별로 재구성하여 적용함으로써 유행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음

을 보고하였다(Pitt et al., 2007). 의료인의 격리 지침 수행이 MRAB의 발생 빈도

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중환자실 환경 배양과 (Josep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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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중환자실 의료인이 사용한 의료 기구, 손 씻기전 배양 검사를 통하여 상당

수 많은 MRAB가 동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다제내성균주 격리 지침 수행이 의료

환경의 내성균 오염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번 출현한 내성균은 병원 내에서 환자와 의료인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며

이는 병원, 지역, 크게는 국가 간에 전파로 확산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성균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MRSA, VRE

같은 다제내성균이 분리된 환자들은 접촉격리를 하는 것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

는 것이 필요적이며 이에 대한 관리,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송재훈, 2010).



- 8 -

2.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제내성균주 관리 및 고위험 대상자 간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제내성균주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연구를 보면, MRSA에

대해 수련된 의료 종사자들의 인식정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의사가

9%, 간호사가 38%의 정답률을 보여 주었으며 수행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외

근무가 주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손 씻기를 통하여 피부손상이 발생함으로 라는 의견이 높아 잘못된 지식에 의한

손 위생을 시행하지 않음을 재확인 하였고,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MRSA에 대한 지식 및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MRSA의 균

종에 대한 질문에서 의사가 95%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간호사는 70%의 정답률을

보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MRSA 감염이 MSSA 감염보다 사망률이 높은

가에 대항 응답에서도 56% 대 32% 정답률을 보였고 MRSA의 치료 항생제,

MRSA 감염 시 감염관리, 항생제 치료기간에 있어 의사의 정답률이 간호사의 정

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Easton et al. 2007; Burkitt et al. 2010). 의료기사의 감염

관리지침 수행에 대한 인식도에서 의료기사는 간호사에 비해 표준주의 인식도의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간호조무사, 청소 관리원 간의 감염관리지침에 대한 인

식 및 수행 연구 에서 간호조무사, 청소 관리원의 감염관리지침수행과 관련되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였다(김자영, 2012; 정재욱, 2004).

VRE 관리와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VRE 정의에 대한 문항에

99.2%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VRE 발생 원인에 대한 문항에서 68.9%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95%의 정답률을 보였다. VRE에 대

해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손 씻기 지식이 높고 최근 6개월 이내 간호한 VRE 환자

수가 많을수록 격리지식이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행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손 씻기 수행률이 높고 최근 6개월 이내 간호한 VRE 환자수가 많을

수록 높은 코호트관리 수행을 보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식과 수행의

전반적인 관계는 전반적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은 순 상관관계(p=.00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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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이정숙, 2003).

VRE와 MRSA에 대한 인지도와 자가 평가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에서 인

지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자가평가 및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과계

중환자실은 지식과 자가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외과계 중환자실은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회 증가,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지도를 높게하여 다제

내성균주 관리에 있어 실천 및 자가 인식 수준을 높이며 각 부서에 특성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편숙진, 2005)

다제내성균에 대한 수행정도에 대한 조사결과(5점 만점) 손씻기가 4.48점, 환경

관리가 4.40점으로 높았고 교육이 3.29점, 의사소통이 4.05로 낮게 채점되었다. 지

식의 하부 내용 중 전파경로(94.29%)와 손씻기 및 보호 장비(92.90%)항목에 대한

정답률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비교적 높았으나 다제내성균에 대한 기초지식

(74.27%)과 환경관리(75.54%)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다제내성균주 감염관리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

으며 관리지침을 수행하는 정도도 높았다(r=.299, p<.001)(강지연 등, 2009;

Lindberg et al., 2011). 다제내성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다제내성균주 감

염관리에 대한 수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침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지침 수행에 있어 손씻기 영역에만 치중되어 진행되

는 경향이 있어 손씻기 이외의 항균제 관리, 격리지침, 환경관리에 대한 세부항목

에 대한 지식 정도 및 수행 여부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료관련감염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중환자실에

서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간호사

의 지식 및 수행도를 증가 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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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에 대해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3개의 상급종합병

원과 1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

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계산 프로그램인

G-powe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하였으며 상

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 검정력 0.8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수는 150명이며 탈락률 20%를 감안하여 총 180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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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개발

내용 타당도 검정

문항 완성

예비 조사

최종 설문 완성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문지

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Figure.1).

Figure.1 설문지 개발 진행 과정

1) 문항 개발

문항 개발은 2006년 미국 CDC의 Management of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In Healthcare Setting과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질병관리

본부, 2010)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고 간호학 교수 2인과 감염관리 전문가 1

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였다.

(1)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및 참고 문헌을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다제내성균주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에 대한 총 18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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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손씻기,

항생제 관리, 삽입기구, 격리지침, 환경관리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총 17문항을 개

발하였다.

(3)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손씻기,

항생제 관리, 삽입기구, 격리지침, 환경관리에 대한 태도와 경험, 다제내성균주와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느낌에 대한 총 30문항을 개발하였다.

2)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 및 문항 완성

다제내성균주과 관련된 인식도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타당 하지 않음’ 2점, ‘타당하나 수정이 필요함’ 3점, ‘매우 타

당함’ 4점 기준으로 하여 내용 타당도 척도(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구성

하였다. 이 척도를 이용하여 평점 하도록 감염관리 전문가 4인과 간호학 교수 2인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간은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

까지 진행하였다. 내용타당도 결정을 위한 전문가 수가 6명이므로 내용타당도가

평균 0.8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였다(Lynn, 1989). 내용 태당도 검정에서 나온 의견

은 ‘이행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문항은 인식과 관련된 의미에 부합한 문항으로 변

경할 것’, ‘ 문항이 일반화 된 것인지 고려할 것’이었다.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으로

‘다제내성균 마다 위험요인은 다르므로 연구 대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적된 문항은 제거하거나 수정이 가능한 문항은 수정하였

다.

(1)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다제내성균주 감염 위험 요인을 묻

는 문항인‘환자의 기저질환’, ‘침습적 카테터 사용’, ‘의료인의 손‘, ‘기도 삽관 및 기

계 환기 적용’, ‘중환자실 입실 환자’, ‘수술 환자’는 CVI 0.8 미만으로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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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재사용 의료 기구는 기구 소

독제에 10분간 침적시킨 후 중앙소독실로 멸균을 의뢰한다.’ 와 ‘격리 병실 환경

청소하는 경우 환경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손걸레로 닦는다.’는 문항을 수정하여

‘환경소독은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는다.’로 변경하였다.

(3)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의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

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간호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기

능원은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방사선사는 다제내성균주 격

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물리치료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

한다.’, ‘환경관리인은 격리 지침을 잘 지켜서 청소를 한다.’의 총 6개 항목은 CVI

0.8 미만으로 제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격리 병실 내 환경소독이 수행되는지 매

번 확인한다.'와 ‘타 직종의 격리지침 수행에 관심이 있다.'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부록 1).

3) 예비조사와 최종 설문 완성

전문가 타당도에서 결정된 문항에 대하여 간호관리자 및 전문간호사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각 기관별 정책 및 감염관리지침의 차이에 의해 설문 응

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2문항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s (ESBL)는 3세대 세파로스포린에 대해 가수분

해 하는 효소를 의미한다, Klebsiella pneumoniae는 ESBL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균이다),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2문항(본원의 PDRAB 격리 해제 기준은

1주 간격으로 시행한 임상검체 배양검사 결과가 연속 3회 음전으로 보고되는 경

우이다, 관리 항균제의 사용 기한은 최대 1주일 이다),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2문항(근무부서의 항균제 내성률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 타 직종의

격리지침 수행에 관심이 있다)을 제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다음

과 같이 완성하였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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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총 10문항으로 다제내성균주의 발생기전, 정의, 검체 채취 등으로 구성 하였다.

척도는 이분척도로 ‘아님’과 ‘모름’은 ‘0’점으로 하고 ‘맞음’은 1점으로 하여 최소 0

점에서 최대 10점이 되도록 하였다.

(2)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총 14문항으로 격리지침(7문항), 항균제 관리(1문항), 의사소통시스템(3문항),

환경관리(3문항)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이분척도로 ‘아님’과 ‘모름’은 ‘0’점으로 하고

‘맞음’은 1점으로 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14점이 되도록 하였다.

(3)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중 16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

다’를 5점으로 하여 최소 16점에서 최대 85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문항 중 ‘삽입기

구 관리는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이 없다.’의 문항은 역변산하였다. 나머지 8문

항은 이미지에 대한 문항으로 다제내성균주와 다제내성균주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의 어휘 구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왼쪽어휘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점에서 5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문항

중 ‘삽입기구 관리는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이 없다.’의 문항은 역변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76이었다.

4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01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의 기관에서 자료수집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총 200개의 설문지를 편의 추출하여 배부하였고 연구 대상자

들에게 연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개인적 불이익

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 첫

페이지에 첨부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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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경우, 소정의 감사 표시를 제공하였다. 190명이 응답한 자료를 회수하였으

며 무응답이나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185명의 자료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SPSS/WIN 18.0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과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항목별 정답률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과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test, Analysis of

Variances(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과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Y대학교 간호대학 내 윤리

심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승인 번호: 2012-1024)을 받

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인 간호사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

명성 및 비밀 보장, 자발적 동의 및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등에 대해 구두 또는 서

면으로 설명하며 참여여부는 연구대상자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르는 것임을 알리

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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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수는 185명이었다. 평균 연력은 만 30.29세이며 만

22세에서 52세까지 응답하였다. 30세 미만은 103명(55.7%)이었으며 30세 이상은

82명(44.3%)이었다. 성별은 전체 185명 중 여자가 181명(97.8%)이었다. 병원 근무

경력은 평균 7.17년으로 5년 이상이 97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에서 5

년미만이 78명(42.2%), 1년 미만이 10명(5.4%)이었다. 현 부서 근무 경력은 평균

5.62년으로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90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이

83명(44.9%), 1년 미만이 12명(6.5%)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128명(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석,박사포함)이상이 17명(9.2%)이었다. 근무 부서는 내과

계 중환자실이 95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계 중환자실이 38명(20.5%),

신경계 중환자실이 17명(9.2%), 심장내,외과계 중환자실이 32명(17.3%), 내, 외과계

통합 중환자실이 3명(1.6%) 이었다. 직위로는 일반간호사가 137명(74.1%)으로 가

장 많았으며 책임간호사 및 과장급 이상이 42명(23.8%), 교육간호사가 4명(2.2%)

이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168명

(90.8%)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7명(9.2%)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다

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106명(57.3%)가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79명(42.7%)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올해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경험에 있어 174명(94.1%)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11명(5.9%)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간호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10회

이상 간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9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1~3회가 34명

(18.4%), 4~10회가 41명(22.2%)이 차지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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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실수(%) Mean±SD

연령
30세 미만 103(55.7) 30.29±6.41

30세 이상 82(44.3)

근무경력

1년 미만 10(5.4%) 7.17±5.83

1년 이상 5년 미만 78(42.2%)

5년 이상 97(52.4%)

현 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 12(6.5%) 5.62±4.15

1년 이상 5년 미만 90(48.6%)

5년 이상 83(44.9%)

학력

전문대졸 40(21.6)

대졸 128(69.2)

대학원졸(석,박사포함) 17(9.2)

부서

내과계 중환자실 95(51.4%)

외과계 중환자실 38(20.5%)

신경계 중환자실 17(9.2%)

심장내,외과계 중환자실 32(17.3%)

내,외과계 통합 중환자실 3(1.6%)

직위

일반간호사 137(74.1)

책임간호사/과장급이상 42(23.8)

교육간호사 4(2.2)

최근 1년 감염관리 교육경험
예 168(90.8)

아니오 17(9.2)

최근 1년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경험 여부

예 106(57.3)

아니오 79(42.7)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경험(최근 1년)

예 174(94.1)

아니오 11(5.9)

다제내성균주 환자 간호 횟수

(최근 1년)

없음 11(5.9)

1~3회 34(18.4)

4~10회 41(22.2)

10회 이상 99(53.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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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총점 10점 중 평균 7.63점으로 측정되었다.

총 10문항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은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Enterococci를 말한다.’는 96.2%(178명)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다제내성균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뿐만 아니라 집락

도 관리해야한다.’는 94.1%(174명)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다제내성균이 집락된 환

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로 전파가 가능하다.’와 ‘VRE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대변

또는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한다.’는 93.5%(173명)의 정답률을 보였다. ‘ 다제내성균

주는 항균제 사용에 따른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다.’는 57.3%(106명)의 정답률을 보

였으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aureus,MRSA)은

Methicillin에만 내성을 보인다. ’에 대한 문항에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48 .1%(89명)이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ult idrug-resistant

A.baumannii, MDRAB)는 aminoglycoside, fluoroquinolone, carbapenem 등 3가지

계열의 약제 중 한 가지에 내성을 갖는 균주를 의미한다.’ 에 대한 문항에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43.8%(81명)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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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답

(Yes or No)
정답률(실수) 오답률(실수)

다제내성균주는 한 가지 계열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획득한 균주를 말한다.
Yes 85.9%(159) 14.1%(26)

다제내성균주는 항균제 사용에 따른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다.
Yes 57.3%(106) 42.7%(79)

다제내성균이 집락된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로 전파가

가능하다.
Yes 93.5%(173) 6.5%(12)

다제내성균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뿐만 아니라

집락도 관리해야한다.
Yes 94.1%(174) 5.9%(11)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aureus,MRSA)은 Methicillin에만 내성을 보인다.
No 48.1%(89) 51.9%(96)

지역사회에서 MRSA획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No 76.2%(141) 23.8%(4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Enterococci,

VRE)은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Enterococci를

말한다.

Yes 96.2%(178) 3.8%(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ultidrug-resistant

A.baumannii,MDRAB)는 aminoglycoside, fluoroquinolone,

carbapenem 등 3가지 계열의 약제 중 한가지에 내성을 갖

는 균주를 의미한다.

No 43.8%(81) 56.2%(104)

MRSA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Yes 74.6%(138) 25.4%(47)

VRE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대변 또는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Yes 93.5%(173) 6.5%(12)

평균 점수 7.63점/10점

표 2.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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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에서 총점 14점 중 평균 11.19점으로 측정되었

다. 14문항 중 ‘격리 병실 앞에 접촉주의 표식을 부착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정답

률은 100%로 가장 높았으며 ‘가급적 이동을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직원 및 이송반에게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임을 알리도록 한다.’

는 99.5%(184명), ‘불필요한 삽입기구의 제거는 다제내성균주 감염예방 활동 중 하

나이다.’와 ‘본원의 관리 항균제는 감염내과와의 협의하에 투여된다.’는 98.9%(183

명)의 정답률을 보였다. ‘다제내성균주가 객담에서 동정된 환자의 기도흡은 간호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와 ‘본원의 VRE 격리 해제 기준은 1주~2주 간격으

로 시행한 stool VRE와 임상검체 배양검사 결과가 연속 2회 음전될 때까지 이다.’

는 67.0%(124명)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Pan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PDRAB)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성

균주이다.’는 65.9%(122명)의 정답률을 보였다. '환경소독은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는다.'는 5.9%(11)의 정답률을 보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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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답

(Yes or No)
정답률(실수) 오답률(실수)

대상자가 다제내성균주가 분리되는 경우 감염증상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보류한다.
N 74.6%(138) 25.4%(4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Pandrug-res 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PDRAB)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

성균주이다.

Yes 65.9%(122) 34.1%(63)

다제내성균주가 분리된 환자와 단순 접촉 하는 경우 필수적

으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Yes 78.9%(146) 21.1%(39)

다제내성균주가 객담에서 동정된 환자의 기도흡인 간호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Yes 67.0%(124) 33.0%(61)

본원의 VRE 격리 해제 기준은 1주~2주 간격으로 시행한

stool VRE와 임상검체 배양검사 결과가 연속 2회 음전될

때까지 이다.

No 67.0%(124) 33.0%(61)

중환자실 입실환자에 대한 적극적 감시배양은 다제내성균주

전파를 예방한다.
Yes 87.0%(161) 13.0%(24)

불필요한 삽입기구의 제거는 다제내성균주 감염 예방 활동

중 하나이다.
Yes 98.9%(183) 1.1%(2)

본원의 관리 항균제는 감염내과와의 협의하에 투여된다. Yes 98.9%(183) 1.1%(2)

다제내성균 격리 환자의 임상검체는 비닐 봉투에 넣어

biohazard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검사실로 보낸다.
Yes 86.5%(160) 13.5%(25)

격리 병실 앞에 접촉주의 표식을 부착한다. Yes 100%(185) 0%(0)

가급적 이동을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직원 및 이송반에게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임

을 알리도록 한다.

Yes 99.5%(184) 0.5%(1)

격리환자에 대한 별도의 청소 지침 또는 체크리스트를 구비

한다.
Yes 98.4%(182) 1.6%(3)

격리 병실 표면 소독은 매일 1회 이상 시행한다. Yes 90.8%(168) 9.2%(17)

환경소독은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는다. No 5.9%(11) 94.1%(174)

평균 점수 11.19점/14점

표 3.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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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총점 85점 중 평균점수 66.78점이었다.

‘다제내성균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면회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는 평균점수 4.52로 ‘매우 그렇다’가 101명(54.6%)로 응답하였으며, ‘손씻기 수

행률이 증가하면 다제내성균주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는 평균점수 4.48로 ‘매우

그렇다’가 94명(50.8%)로 응답하였다. ‘접촉주의 지침 수행이 다제내성균주의 감소

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균점수 4.38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78명(42.2%)과

99명(53.5%)로 응답하였다. ‘삽입기구 관리는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이 없다’라

는 문항은 역변산한 결과 평균점수 4.37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85명(45.9%), ‘그

렇지 않다’에 87명(47.0%)이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관련해

의사와 논의 한 적이 있다.‘는 평균점수 3.38로 ’매우 그렇다‘에 18명(9.7%)가 응답

하였으며 ’격리 병실 내 환경 소독이 수행되는지 매번 확인한다.‘의 평균 점수는

3.71로 ’매우 그렇다.‘에 30명(16.2%)이 응답하였고, ’나는 근무 시작 전,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표면을 소독제 wipe로 닦고 시작 한다.‘는 평균 점수 3.54로 ’매우 그

렇다.‘에 30명(16.2%)이 응답하였다.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한 경험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EMR 상 관리 약

품 리스트에서 대상자의 관리 항균제 사용일을 조회 한 적이 있다.’는 평균 3.88로

‘매우 그렇다.'에 45명(24.3%)가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삽입기구 사용 기간에 대해

의사와 논의 한 적 있다.‘는 평균 3.80으로 ’매우 그렇다.‘에 28명(15.1%)이 ’대상자

의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관련해 의사와 논의 한 적 있다.‘는 평균 3.38로 ’매우 그

렇다.‘에 18명(9.7%)가 응답하였다(표 4).

다제내성균주 및 관리와 관련된 간호사들의 주관적 느낌을 묻는 문항에서 다

제내성균주 관리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묻는 문항에서 선택적이기 보다는 필수적

이며(평균 4.61점), 비현실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이다(평균 3.82점)쪽으로 응답하는

양상이었으며,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항에 환자에게 해롭다(평균

1.82점), 의료인에게 해롭다(평균 2.12점)쪽으로 응답하는 양상이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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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수(%)

평균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접촉주의 지침 수행이 다제내성균주

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0(0%) 0(0%) 8(4.3%) 99(53.5%) 78(42.2%) 4.38

손씻기 수행률이 증가하면 다제내성

균주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0(0%) 0(0%) 6(3.2%) 85(45.9%) 94(50.8%) 4.48

다제내성균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

여 보호자(면회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0(0%) 0(0%) 5(2.7%) 79(42.7%) 101(54.6%) 4.52

본원의 다제내성균주 감염관리 시스

템은 적절하다.
0(0%) 4(2.2%) 49(26.5%) 96(51.9%) 36(19.5%) 3.89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중 의

문사항이 발생하면 감염관리실에 문

의한다.

2(1.1%) 9(4.9%) 29(15.7%) 91(49.2%) 54(29.2%) 4.01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중 의

문사항이 발생하면 감염관리지침서

를 확인한다.

0(0%) 6(3.2%) 22(11.9%) 103(55.7%) 54(29.2%) 4.11

삽입기구 관리는 다제내성균주 발생

과 관련이 없다.
85(45.9%) 87(47.0%) 10(5.4%) 2(1.1%) 1(.5%) 4.37

a

적극적 감시배양은 다제내성균주 전

파 방지에 필요하다.
0(0%) 2(1.1%) 25(13.5%) 104(56.2%) 54(29.2%) 4.14

다제내성균주의 발생 및 증가 방지

를 위하여 항균제 관리가 필요하다.
0(0%) 1(0.5%) 13(7.0%) 114(61.6%) 57(30.8%) 4.23

표 4.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N=185)

a: 역변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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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수(%)

평균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본원의 항균제 관리 시스템은 중환

자실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0(0%) 5(2.7%) 47(25.4%) 108(58.4%) 25(13.5%) 3.83

담당 환자의 내성균 발생 상태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1(0.5%) 7(3.8%) 41(22.2%) 97(52.4%) 39(21.1%) 3.90

격리 병실 내 환경 소독이 수행되는

지 매번 확인한다.
1(0.5%) 18(9.7%) 44(23.8%) 92(49.7%) 30(16.2%) 3.71

나는 근무 시작 전,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표면을 소독제 wipe로 닦고

시작 한다.

3(1.6%) 22(11.9%) 62(33.5%) 68(36.8%) 30(16.2%) 3.54

EMR 상 관리 약품 리스트에서 대

상자의 관리 항균제 사용일을 조회

한 적이 있다.

2(1.1%) 17(9.2%) 27(14.6%) 94(50.8%) 45(24.3%) 3.88

대상자의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관

련해 의사와 논의 한 적 있다.
2(1.1%) 33(17.8%) 60(32.4%) 72(38.9%) 18(9.7%) 3.38

대상자의 삽입기구 사용 기간에 대

해 의사와 논의 한 적이 있다.
5(2.7%) 9(4.9%) 32(17.3%) 111(60.0%) 28(15.1%) 3.80

표 4.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계속)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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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정도에서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해당 직위에

따라 인식 정도 차이를 보이며 교육간호사가 타 직종에 비해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343, p=.023). 현재 근무

부서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외과계 중환자실과 심장내, 외과계 중환자실

이 다른 부서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7.457, p=.009). 현 부서 경력에 있어 그룹 간 차이를 보였으며 5년 이상의 그

룹이 타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F=7.126, p=.040). 최근 1년간 다제내성균주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

룹보다 점수가 높았고 올해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

는 그룹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제내성균주 간호 경

험과 관련하여 경험 유무에 따라 점수에 차이를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직위에서 교

육간호사가 타 직종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F=5.313, p=.057) 최근 1년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

이 없는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1.894, p=.060).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그룹이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인식 정도는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451, p=.66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현재 근무부

서에 따라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5년 이상의 그룹이 타 그룹보다 인식 정도

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61.274, p=.020). 최근 1년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

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79, p=.002). 교육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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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F=57.774, p=.250).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인식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62, p=.644).

직위, 근무 부서, 근무경력, 현 부서 경력에 대한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제

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에서 직위에 따른 분류에서 교육간호사가 일반간호사

(p=.032)와 책임간호사 및 과장급이상(p=.007)보다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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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연령 30세 미만 7.49±1.55 -1.50

(.134)

11.15±1.29 -.54

(.586)

63.57±6.18 -1.36

(.176)

30세 이상 7.82±1.41 11.26±1.46 64.87±6.73

학력 전문대졸 7.35±1.58 3.21

(.239)

11.23±1.40 .846

(.431)

63.78±7.10 43.813

(.598)

대졸 7.66±1.51 11.13±1.36 63.98±6.37

대학원졸이상 8.06±1.03 11.59±1.28 66.29±5.19

직위 일반간호사a 7.53±1.55 8.343

(.023)
*

11.12±1.35 5.313

(.057)

63.85±6.76 57.774

(.250)

책임간호사/과장

급이상b

7.80±1.25 c>a,

c>b

11.27±1.40 64.61±5.49

교육간호사c 9.50±0.58 12.75±0.50 69.00±2.16

현재

근무

부서

내과계 중환자실 7.59±1.39 7.457

(.009)*
11.25±1.38 3.634

(.098)

63.89±6.25 93.006

(.060)

외과계 중환자실 8.11±1.57 11.08±1.15 64.42±5.83

신경계 중환자실 6.94±1.75 10.65±1.50 61.94±5.37

심장내,외과계

중환자실

8.13±1.43 11.56±1.48 66.34±7.75

내,외과계 통합

중환자실

7.69±1.50 10.00±2.00 57.67±2.52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정도

(N=185)

a, b, c: : Post-Hoc Scheffe test; *p<.05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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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근무 경력 1년 미만 7.30±1.42 6.086

(.065)

1.000±1.89 .389

(.813)

61.00±5.54 111.279

(.068)

1년 이상

5년 미만

7.37±1.62 11.15±1.22 63.41±6.04

5년 이상 7.88±1.36 11.25±1.43 65.06±6.72

현부서

경력

1년 미만 7.33±1.30 7.126

(.040)*
10.83±1.80 4.917

(.071)

61.33±5.88 161.274

(.020)*

1년 미만

5년 이상

7.39±1.64 11.01±1.27 63.26±5.98

5년 이상 7.94±1.30 11.45±1.37 65.52±6.77

최근 1년

감염 관리

교육 경험

예 7.62±1.51 -.382

(.703)

11.15±1.38 -1.424

(.169)

64.17±6.35 .176

(.860)

아니오 7.76±1.35 11.59±1.18 63.88±7.53

최근 1년

다제 내성

균주 관리

교육 경험

여부

예 7.74±1.48 1.091

(.277)

11.36±1.33 1.894

(.060)

65.38±6.17 3.079

(.002)*

아니오 7.49±1.51 10.97±1.39 62.49±6.48

다제 내성

균주 분리

환자 간호

경험

(최근1년)

예 7.65±1.47 .614

(.540)

11.21±1.36 .451

(..661)

64.20±6.45 .462

(.644)

아니오 7.36±1.91 11.00±1.48 63.27±6.68

다제 내성

균주 환자

간호 횟수

(최근1년)

경험 없음 7.36±1.91 3.343

(.214)

11.00±1.48 1.094

(.627)

63.27±6.68 4.471

(.956)

1~3회 7.42±1.28 10.97±1.48 64.03±6.13

4~10회 7.36±1.99 11.17±1.36 64.48±8.27

10회이상 7.85±1.24 11.30±1.34 64.14±5.70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계속)

(N=18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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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1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198
*

(.007)
1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252
*

(.001)

.353
**

(.000)
1

6. 인식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과 다

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r=.353, p<.001)로 나타났다.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

식은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r=.198, p<.05)과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r=.252, p<.05)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제내성균주 격

리에 대한 인식은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r=.35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6).

표 6. 인식 간의 상관관계

(N=185)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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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있어 의료진의 인식을 확인하여 감

염관리지침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인하고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다제

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총점 10점 중 평균 7.63점, 다제내성

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총점 14점 중 평균 11.19점,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은 총점 85점 중 평균점수 66.68점 이었다.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VRE

의 정의와 감염 및 집락관리에서,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접촉주의 표

식 부착과 이송 제한 및 이송 시 의사소통에서,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은

보호자 및 면회객 교육과 손 위생에 따른 발생률 감소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MDRAB 정의와 MRSA 정의에서, 다제내

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MDRAB의 격리 여부와 환경소독에 쓰이는 소독제 종

류에서,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은 항균제 관리 시스템와 항균제 사용에

대한 타 의료진과의 논의부분에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30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제내성균주 관리 지침에 대한 지식 및 수행정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강지연 등, 2009),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기초지식과 환경관리에

서는 낮은 정답률을, 의사소통, 접촉주의, 전파, 손 위생, 적극적 감시배양에 대해

높은 정답률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전파 및 접촉주의, 손 위생

과 감염 및 집락관리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속적 교육과 감염관리

초기부터 강조되어온 손 위생과 전파방지, 접촉주의에 대한 인식이 의료진에게 깊

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다제내성균주 정

의에 대한 정답률이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를 진행한 기관

마다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다제내성균주의 종류와 격리를 진행할 때 그를 결정

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와 해당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차이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MDRAB의 경우 정답률이 낮은 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제내성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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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적고 격리 간호 경험이 적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앞으

로의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교육에서 기존에 지속된 교육은 유지하되, 새롭

게 대두되는 다제내성균주와 관련하여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주제를 선정하

여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 부서 경력이 높을수록, 최근 1년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

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다제내성균주, 다제내성균주 격리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식간의 상관관계에서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과 다제

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 391명

의 감염내과병동, 혈액내과병동,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Lindberg et al., 2011)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지식이 높은 그룹일수록 다제내성균

주와 관련한 태도 표현에서 전문가적, 능력/자신감의 단어에 응답하였다. 이에 다

제내성균주에 대한 지식과 경력이 높을수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태도와 다

제내성균주와 관련된 느낌이 강화됨을 알 수 있으며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경험 및 간호 경험

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해당 부서가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전달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제내성균주, 다제내성균주 격리 및 관리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간호사가 타

직종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여한 교육간호사의 대상자수가 적

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간호사가

있는 부서(평균 7.89점)가 없는 부서(평균 7.4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p<.05), 다제

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서 교육간호사가 있는 부서(평균 64.64점)가 없는 부

서(평균 63.7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p=.324). 반면,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

식에서 교육간호사가 있는 부서(평균 11.10점)보다 없는 부서(평균 11.19점)가 높

게 나타났다(p=.659). 또한 항균제 관리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에서 9.7%(대상

자의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관련해 의사와 논의 한 적이 있다)와 24.3%(EMR 상

관리약품 리스트에서 대상자의 관리 항균제 사용일을 조회한 적이 있다)의 응답률

을 보였으며 항균제 내성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결정과 관련된 문항에서 MRS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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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AB는 48.1%와 43.8%의 정답률을 보였다. 최근 보고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

면, 항균제 처방과 관련하여 135명의 임상 전문 간호사에게 웹 기반 설문을 시행

하였는데(Abbo et al., 2012), 항균제 사용과 내성균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무분별한 항균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93%), 잘못된 항

균제 사용은 대상자에게 해롭다.(96%), 부적절한 항균제 사용은 내성균을 유발한

다(98%), 의료인은 항균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97%)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항균제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응답률은 84%로 임상 전문 간호

사가 타 전문직(6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임상 전문 간호사가 항균제와

관련된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강좌(75%), 의학저널(71%), 지속적 교육

(60%)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다제내성균주 관리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각 부서별

교육간호사를 배치하고 전문간호사의 교육자 역할을 확대하여 일반간호사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타 보건의료인력에게 적합한 항균제 관리 및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최신의 의료 및 간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간호사의 자문 및 협동가 역할을 통해 일반간호사 및 타

보건의료인력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항균제 관리 및 감염

관리 활동을 진행하여 대상자와 의료기관, 더불어 지역사회에 다제내성균주 발생

을 감소시키고 대상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느낌에서 다제내성균주가 의료인과 환자에게 해

로운지에 대해 대부분 해롭다는 입장을 보이며 다제내성균주 관리는 필수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나 그에 반해 귀찮고 불편하다의 입장을 보여 주

었다. 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30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제내성균주 관리 지

침에 대한 지식 및 수행정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강지연 등 2009), 관리 지침의

불이행 원인으로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부족을 제시하였고,

간호실무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유재용, 2009)에서 조직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행정부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제반시설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

다. 2006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균주 관리지침에서도 다제내성

균주 전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인력자원, 전산시스템, 물적 자원 제공,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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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다제내성균주 관리를 위해 인력 자원의 확대 및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

며 각 부서별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편의 추출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직종

내의 동질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서울 및 경기 지역 4개 기관에서 진행되어 각

기관의 특성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

해야 한다. 또한 연구를 위해 개발된 다제내성균주 및 격리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

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대상자 수를 증가시켜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단순한 손 위생과 격리 지침 숙지 여부에 대

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환경관리나 시스템,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관련한 느낌을

확인하고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파악한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갖는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1) 간호실무 측면

간호실무 측면에서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다제내성균

주 관리에 대한 관련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조직 내 정

책 및 감염관리 기반 요소를 수정 및 보완하여 감염관리 실무의 활성화를 이루어

다제내성균주 발생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재원기간 단축, 사망률 감소를 이

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간호연구 측면

간호연구 측면에서 국내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연구는 VRE와 MRSA에

국한되는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임상실무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

제내성 그람 음성균에 대해 다루어지는 계기를 되었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제

내성균주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타 직종과 타 부서 간호사에

대한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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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교육 측면

간호교육 측면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더불어 병동 및 접적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지식 및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이

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 적합한 다제내성균주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지속

적인 재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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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 다제

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감

염관리 실무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의 기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기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도구는

2006년 미국 CDC의 Management of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In

Healthcare Setting과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질병관리본부, 2010)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alysis of Variances(ANOVA),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총점 10점 중 평균 7.63점으로 측정

되었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의 정의와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된 집락, 전파, 검체채취에 대한 문항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2.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총점 14점 중 평균 11.15점으로 측정되었

다. 격리 표식 부착, 다제내성균주 분리환자의 이동시 의사소통 여부, 삽입기구, 관

리 항균제에 관련한 문항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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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총점 85점 중 평균점수 66.78점이었

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 보호자 교육의 필요성, 손 씻기 수행에 따른 다

제내성균주 발생률 감소, 접촉주의 지침 수행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발생 감소, 삽

입기구 삽입에 따른 다제내성균주 발생에 대한 문항은 점수가 높았다. 다제내성균

주와 관련된 느낌에서 다제내성균주의 해로움. 다제내성균주 관리의 필수성, 현실

성 측면으로 응답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해당 직위에 따라 인식 정도 차이를 보이며 교육간호사가 타 직종에 비

해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8.343, p=.023). 외과계 중환자실과 심장내, 외과계 중환자실이 다른 부서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457, p=.009). 현

부서 경력에 있어 5년 이상의 그룹이 타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F=7.126, p=.040),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현부서 에서의 근

무 경력에 따라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5년 이상의 그룹이 타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1.274, p=.020). 최근 1

년 다제내성균주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

다(t=3.079, p=.002).

5.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인식은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r=.212, p<.05)

과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r=.252, p<.05)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제내성균주 격리에 대한 인식은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

(r=.35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38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실무 측면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간호사 제도 확대 및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제언한다. 대상자의 특성에 맞은 다제내성균주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

육하고 그에 따른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 부서별

교육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속적 중환자실내 교육 개발 및 계속 교육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항균제 모니터링에 따른 대상자별 적절한 약물

투여 방안을 계획, 진행하여 적합한 치료 및 대상자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및 추가감염예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중환자실 이외의 병동, 외래, 진료 지원부서에서

간호사 및 타 직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다제내성균주 관

리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수행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연구,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교육 후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교육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 그룹에 대

한 역할 관련 연구 활동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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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용 타당도 검정

Ⅰ.아래의 문항은 다제내성균주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묻는 것입니다.

항목 CVI 산정

1
다제내성균주는 한 가지 계열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인 미생물

를 말한다.
1.00

2 다제내성균주는 항균제 사용에 따른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다. 1.00

3 다제내성균주 유입은 집락화된 환자로부터 전파된다. 1.00

4
다제내성균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뿐만 아니라 집락도

관리해야한다.
1.00

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aureus,

MRSA)은 Methicillin에만 내성을 보인다.
1.00

6 지역사회에서 MRSA획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1.00

7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Enterococci,VRE)

은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Enterococci를 말한다.
1.00

8

다 제 내 성아시네토박 터 바 우 마 니균(Mu l t i d r ug- r es i s t a n t

A.baumannii,MDRAB)는 aminoglycoside, fluoroquinolone,

carbapenem 등 3가지 계열의 약제 중 한가지에 내성을 갖는

균주를 의미한다.

0.83

9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s (ESBL)는 3세대 세파로스포

린에 대해 가수분해 하는 효소를 의미한다.
1.00

10 Klebsiella pneumoniae는 ESBL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균이다. 1.00

11 MRSA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0.83

12
VRE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대변 또는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

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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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I

산정

1 환자의 기저질환 0.67

2 침습적 카테터 사용 0.67

3 의료인의 손 0.67

4 기도 삽관 및 기계 환기 적용 0.67

5 중환자실 입실 환자 0.67

6 수술 환자 0.67

Ⅰ- 13. 다제내성균주 감염 위험 요인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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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I 산정

1
대상자가 다제내성균주가 분리되는 경우 감염증상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보류한다.
1.00

2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Pandrug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PDRAB)는 격리가 진행되는 다제내

성균주이다.

1.00

3
다제내성균주가 분리된 환자와 단순 접촉 하는 경우 필수적으

로 장갑착용을 해야 한다.
1.00

4
다제내성균주가 객담에서 동정된 환자의 기도흡인 간호를 하

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1.00

5

본원의 VRE 격리 해제 기준은 1주~2주 간격으로 시행한

stool VRE와 임상검체 배양검사 결과가 연속 2회 음전될 때

까지 이다.

0.83

6
본원의 PDRAB 격리 해제 기준은 1주 간격으로 시행한 임상

검체 배양검사 결과가 연속 3회 음전으로 보고되는 경우이다.
0.83

7
중환자실 입실환자에 대한 적극적 감시배양은 다제내성균주

전파를 예방한다.
1.00

8
불필요한 삽입기구의 제거는 다제내성균주 감염 예방 활동 중

하나이다.
1.00

9 본원의 관리 항균제는 감염내과와의 협의하에 투여된다. 0.83

10관리 항균제의 사용 기한은 최대 1주일 이다. 0.83

11
다제내성균 격리 환자의 임상검체는 비닐 봉투에 넣어

biohazard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검사실로 보낸다.
0.83

12 격리 병실 앞에 접촉주의 표식을 부착한다. 0.83

13

가급적 이동을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직원 및 이송반에게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임을 알리도

록 한다.

0.83

14
격리환자에 대한 별도의 청소 지침 또는 체크리스트를 구비한

다.
1.00

15 격리 병실 청소는 매일 1회 이상 시행한다. 1.00

16
재 사용 의료기구는 기구소독제에 10분간 침적시킨 후 중앙소

독실로 멸균을 의뢰한다.
0.83

17
격리 병실 환경 청소하는 경우 환경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손

걸레로 닦는다.
0.83

Ⅱ. 아래의 문항은 본원의 다제내성균주 격리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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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래의 문항은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태도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항목 CVI 산정

1 접촉주의지침 수행이 다제내성균주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1.00

2
손씻기 수행률이 증가하면 다제내성균주 발생률이 감소할 것

이다.
1.00

3 보호자(면회객) 교육은 다제내성균주 전파예방에 필요하다. 1.00

4 본원의 다제내성균주 감염관리 시스템은 적절하다. 0.83

5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면 감염

관리실에 문의한다.
1.00

6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면 감염

관리지침서를 확인한다.
1.00

7 삽입기구 관리는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이 없다. 0.83

8 대상자의 삽입기구 사용 기간에 대해 의사와 논의 한적 있다. 0.83

9 적극적 감시배양은 다제내성균주 전파 방지에 필요하다. 1.00

10
다제내성균주의 발생 및 증가 방지를 위하여 항균제 관리가

필요하다
1.00

11 본원의 항균제 관리 시스템은 중환자실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0.83

12
EMR 상 관리 약품 리스트에서 대상자의 관리 항균제 사용일

을 조회 한 적이 있다.
0.83

13
대상자의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관련해 의사와 논의 한 적

있다.
1.00

14 근무부서의 항균제 내성률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 0.83

15 담당 환자의 내성균 발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0.83

16 환경관리인은 격리지침을 잘 지켜서 청소를 한다. 0.67

17
나는 근무 시작 전,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표면을 소독제 wipe

로 닦고 시작 한다.
0.83

18 의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0.67

19 간호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0.67

20 기능원은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0.67

21 방사선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0.67

22 물리치료사는 다제내성균주 격리지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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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I 산정

1

다제내성균주는

의료인에게 해

롭다.

1 2 3 4 5

다제내성균주는

의료인에게 이

롭다.

0.83

2

다제내성균주는

환자들에게 해

롭다.

1 2 3 4 5

다제내성균주는

환자들에게 이

롭다.

0.83

3

다제내성균 분

리 대상자를 간

호하는 것이

꺼려진다.

1 2 3 4 5

다제내성균 분

리 대상자를 간

호하는 것이

괜찮다.

1.00

항목 CVI 산정

4 선택적이다. 1 2 3 4 5 필수적이다. 0.83

5 비현실적이다. 1 2 3 4 5 현실적이다. 0.83

6 불편하다. 1 2 3 4 5 편리하다. 0.83

7
나를 해롭게 한

다.
1 2 3 4 5

나를 이롭게 한

다.
0.83

8 귀찮다. 1 2 3 4 5 귀찮지 않다. 0.83

Ⅲ-23. 다제내성균주와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며, 양극의 표현에

더 부합되는 것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Ⅲ-24.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며, 양극의

표현에 더 부합되는 것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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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아래의 문항은 다제내성균주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십시오.

항목
맞

음

아

님

모

름

1
다제내성균주는 한 가지 계열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획득한 균

주를 말한다.

2 다제내성균주는 항균제 사용에 따른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다.

3
다제내성균이 집락된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로 전파가 가능하

다.

4
다제내성균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뿐만 아니라 집락도 관

리해야한다.

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aureus,MRSA)은 Methicillin에만 내성을 보인다.

6 지역사회에서 MRSA획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7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Enterococci,VRE)은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Enterococci를 말한다.

8

다 제 내 성아시네토박 터 바 우 마 니균(Mu l t i d r u g - r e s i s t a n t

A.baumanni i , MRAB)는 aminoglycoside , fluoroquinolone ,

carbapenem 등 3가지 계열의 약제 중 한가지에 내성을 갖는 균주

를 의미한다.

9 MRSA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10
VRE 집락화(보균자) 검사시 대변 또는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한

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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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맞

음

아

님

모

름

1
대상자가 다제내성균주가 분리되는 경우 감염증상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보류한다.

2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Pandrug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PDRAB)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균주이다.

3
다제내성균주가 분리된 환자와 단순 접촉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장

갑을 착용해야 한다.

4
다제내성균주가 객담에서 동정된 환자의 기도흡인 간호를 하는 경

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5
본원의 VRE 격리 해제 기준은 1주~2주 간격으로 시행한 stool

VRE와 임상검체 배양검사 결과가 연속 2회 음전될 때까지 이다.

6
중환자실 입실환자에 대한 적극적 감시배양은 다제내성균주 전파를

예방한다.

7
불필요한 삽입기구의 제거는 다제내성균주 감염 예방 활동 중 하나

이다.

8 본원의 관리 항균제는 감염내과와의 협의하에 투여된다.

9
다제내성균 격리 환자의 임상검체는 비닐 봉투에 넣어 biohazard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검사실로 보낸다.

10 격리 병실 앞에 접촉주의 표식을 부착한다.

11

가급적 이동을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

서 직원 및 이송반에게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임을 알리도록 한

다.

12 격리환자에 대한 별도의 청소 지침 또는 체크리스트를 구비한다.

13 격리 병실 표면 소독은 매일 1회 이상 시행한다.

14 환경소독은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는다.

Ⅱ. 아래의 문항은 본원의 다제내성균주 격리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십시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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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접촉주의 지침 수행이 다제내성균주의 감소에 영향

을 미친다.

2
손씻기 수행률이 증가하면 다제내성균주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3
다제내성균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면회

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본원의 다제내성균주 감염관리 시스템은 적절하다.

5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중 의문사항이 발생

하면 감염관리실에 문의한다.

6
다제내성균주 분리 환자 간호 중 의문사항이 발생

하면 감염관리지침서를 확인한다.

7
삽입기구 관리는 다제내성균주 발생과 관련이 없

다.

8
적극적 감시배양은 다제내성균주 전파 방지에 필요

하다.

9
다제내성균주의 발생 및 증가 방지를 위하여 항균

제 관리가 필요하다.

10
본원의 항균제 관리 시스템은 중환자실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11
담당 환자의 내성균 발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2
격리 병실 내 환경 소독이 수행되는지 매번 확인한

다.

13
나는 근무 시작 전,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표면을

소독제 wipe로 닦고 시작 한다.

14
EMR 상 관리 약품 리스트에서 대상자의 관리 항

균제 사용일을 조회 한 적이 있다.

15
대상자의 적절한 항균제 사용과 관련해 의사와 논

의 한 적 있다.

16
대상자의 삽입기구 사용 기간에 대해 의사와 논의

한 적이 있다.

Ⅲ. 아래의 문항은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해

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십시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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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제 내 성균주는

의료인에게 해롭

다.

1 2 3 4 5

다 제 내 성균주 는

의료인에게 이롭

다.

2

다 제 내 성균주는

환자들에게 해롭

다.

1 2 3 4 5

다 제 내 성균주 는

환자들에게 이롭

다.

3

다제내성균주 분

리 대상자를 간

호하는 것이 꺼

려 진다.

1 2 3 4 5

다제내성균주 분

리 대상자를 간

호하는 것이

꺼려 지지 않는

다.

4 선택적이다. 1 2 3 4 5 필수적이다.

5 비현실적이다. 1 2 3 4 5 현실적이다.

6 불편하다. 1 2 3 4 5 편리하다.

7
나를 해롭게 한

다.
1 2 3 4 5

나를 이롭게 한

다.

8 귀찮다. 1 2 3 4 5 귀찮지 않다.

Ⅲ-17. 다제내성균주와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문항마다

양극에 표현을 잘 읽고 더 부합되는 것에 V표를 하세요.

표시의 예) 다제내성균주는 의료인에게 해롭다. 1 2 3 4 5 이롭다.

Ⅲ-18. 다제내성균주 관리와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문

항마다 양극에 표현을 잘 읽고 더 부합되는 것에 V표를 하세요.

표시의 예) 다제내성균주 관리는 선택적이다. 1 2 3 4 5 필수적이다.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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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일반적 특성

아래 질문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석, 박사)

4. 귀하의 본원 총 근무 경력은? 만 년 개월

5. 귀하의 현재 근무부서와 부서 경력은?

□ 내과계 중환자실(만 년 개월) □ 외과계 중환자실 (만 년 개월)

□ 신경계 중환자실(만 년 개월) □ 심장내,외과계 중환자실 (만 년 개월)

□ 내,외과계 통합 중환자실(만 년 개월)

6. 현재 귀하의 직위는?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교육간호사 □ 과장급 이상

7. 최근 1년간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최근 1년간 다제내성균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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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년 올해 다제내성균 격리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 예 (10번에 응답) □ 아니오

10. 경험이 있다면 다음 중 몇 회 입니까?

□1~3회 □ 4~10회 □ 10회 이상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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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윤리 위원회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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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f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control

in ICU nurses.

Song, Jin Ok

Department of Clin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hat examined ICU nurses' perceptions about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MDROs), MDROs isolation and control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hospital infection control.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via questionnaire to 185 nurses working in ICUs in four

organizations from Oct. 13 through Nov. 27 in 2012. The research tool was

developed from Management of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In Healthcare

Setting(CDC, 2006) and the Infection Control Standard Guidelines for IC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sest, Analysis of

Variances(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18.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 perception for MDROs measured 7.63 out of 10 in total;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high in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and cluster, dissemination, and

sample collection regarding MD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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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rses' perception for MDROs isolation measured 11.15 out of 14; 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high in respect to attachment of isolation

identification display, communications when moving MDROs separation

patients, invasive treatment, and antibiotics management.

3. A perception for control of MDROs measured 66.78 out of 85. The high

score items about MDROs infection are following: importance of caregiver

education in the hospital, reducing the incidence of MDROs from hands

washing, improving contact precaution, and incidence of MDROs infection from

invasive treatment. Most study participants reported MDROs and its control as

harmful, which is realistic and essential in ICU nursing care.

4. As for the degree of perception of general traits of MDROs,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depending on their positions; educator nurses showed

higher degree of perception compared to other fields, which translates in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8.343, p=.023); those in the surgical ICU

and cardiac ICU nurses reported higher degree of perception compared to other

ICU, which translates in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7.457, p=.009).

Those who have worked in their departments for more than five years showed

higher degree of awareness than others (F=161.274, p=.020). Those who have

ever been taught on MDROs control within one year showed higher degree of

awareness than those who haven't, which translates in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3.079, p=.002).

5. In this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ption for

MDROs isolation(r=.212, p<.05); perception for control of MDROs control(r=.252,

p<.05). As well, nurses' perception for MDROs isolation indicat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ption for control of MDROs(r=.3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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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 that ICU nurses` perception for MDROs

control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perception for MDROs and its isolation.

Moreover, this study also revealed ICU nurses` attitude towords MDROs and

its control. Reinforcement of MDROs infection control policy and specialization

of MDROs control education program are needed to decrease in incidence of

MDROs infection. For changing nurses` MDROs attitude, proactive MDROs

contro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