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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인간의 얼굴은 삶의 상징이며 그 얼굴 속에서 삶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
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논문을 계획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논문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얼굴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때문에 논문을
내어 놓는 일이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변화와 성장이
있어 기쁨이 앞섭니다.
원숙하지 못한 학생과 그 과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 김소선 교수님과 세
상을 보는 넓은 눈을 더불어 주시고자 하셨던 유지수 교수님,세심하게 마음까
지 살피고 지도해 주신 박은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하면서 논문을 함께 진행하는 길에 있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신 김준명 실장님과 감염관리를 전공하는 오래된 학생들의 따
뜻한 울타리로 자리해 주시던 오의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든든한 동기이자 감염관리실의 선배로 남모르는 배려와 감동을 주는 장선영
선생님,논문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고 고비마다 힘이 되어 준 감염관리실로
맺어진 자매들 송은주,이주현,이동숙,정선미 선생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안내자로 험난했던 지난 3년 반 동안 의지가 되어 준 박신영
선생님,변함없는 모습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감염관리 전공 동기인 연정화,
강연실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떠나왔지만 나의 이십대를 함께 했던 니큐의 작은 희망들과 그들을
지켜내는 식구들,멀리서도 항상 응원해 주는 이제는 가족 같은 멤버들에게,
또 논문을 핑계로 무심했던 나를 기다려준 나의 오래된 친구들과,함께 살아가
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지지,야미,영희,가연 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딸 걱정에 잠 못 드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누
나를 참아내는 동생들,그리고 August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08년 7월
권오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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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VVVRRREEE분분분리리리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격격격리리리 경경경험험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은 병원내

의 환자 간 혹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전파를 유발하는 주요 병원성 균으로 토착

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병원 내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격리 조치와 더불어 의료진의 격리 지침 이행의 강화와 격리실

에 입원한 VRE 분리 환자의 격리지침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격리 조치는 사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
게 되어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더욱 미
묘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나 격리 중인 VRE분리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VRE분리 환자가 격리 조치로
인해 겪게 되는 경험을 대상자가 표현하는 느낌과 생각으로 확인하고 격리중인
VRE분리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격리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감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다.
VRE 분리 환자의 격리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Y대 부속병원에 입원

중인 VRE가 처음 분리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14명을 대
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직접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
석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연령은 33세에서 83세였으며 남자가 5명,여자가 9명이었다.대상

자의 진료과로는 혈액내과 6명,소화기내과 4명,외과 2명,산부인과 1명,신장내과
1명이었고 입원기간은 6-91일(평균 36일),격리기간은 2-45일(평균 12일)이었다.
2.대상자들의 격리에 대한 경험은 부정적 표현으로는 불쾌감(타인과의 분리에

따른 불쾌감,차별에 따른 불쾌감,자아상 악화로 인한 불쾌감),사회적 편견 인식,
답답함,고립감/사회적 격리,이해부족,절망/슬픔,우울,당혹감,억울함/분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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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불안/걱정,부정,규정을 지키지 않음이 있었다.
3.격리 중인 대상자는 긍정적 표현으로 대상자의 평정,이해와 공감,의료진에

대한 배려,만족감,타인에 대한 걱정,안전한 느낌/안도감,의료진에 대한 신뢰,
지식추구가 포함되었다.
4.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우울‘,’불안감‘,’절망/슬픔‘등 다양한 정서를 표현

하였으며 학력이 높거나 지식정도가 높은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주
로 표현하며 ‘의료진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종교가 있는 대상자
의 경우 ‘고립감‘이나 ’절망/슬픔’,‘상황에 대한 부정‘등 부정적인 경험을 표현하
지 않았다.‘안전한 느낌/안도감’을 표현한 대상자 중 대부분이 혈액내과 환자로
혈액내과 대상자들은 격리로 인한 ‘사회적 편견 인식’이나 ‘고립감/사회적 격리’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격리기간별로는 격리 기간 5일 미만에는 ‘치료에
대한 불안/걱정’을 표현하고 5일 이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걱정’을,‘지식 추구‘는
격리 기간 5일에서 10일 사이에 표현하고 있었다.
5.VRE및 격리에 대한 VRE분리 환자의 지식정도 확인 시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진료과,격리기간)에 따른 지식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VRE분리 환자의 격리 조치 시 격리지침 이행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환자의 부정적인 경험을 중재하기 위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불안,불쾌감을 감소시켜 환자가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료진은 일관된 태도로 격리기간에 따라 강조
해야 할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반복교육을 고려하고 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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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ІІІ...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만성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항생제 남용 및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침습적인 처치의 증가
등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병원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에 없었던 혹은 잠복되어 있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 후
또는 퇴원 후 발생하는 병원과 연관된 감염(Cen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1992)을 말하며 병원균의 하나인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는 항생제 내성균 중 MRSA(MethicillinResistantStaphylococcus
Aureus)보다는 독성이 약하나 반코마이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균제에 자연내
성을 지니는 특성을 가져 감염 발생 시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항생제
내성 균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
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6)1986년 처음 유럽에서 첫 VRE감염환자가 보
고된 이래(Leclercq,Derlot,DuvalandCourvalin,1988)전 세계적으로 그 수
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VRE환자의 첫 증례가
보고(박지원 등,1992)된 이후 현재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Enterococcus faecium 이나 E. faecalis 중 VRE는 11-45%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신정원,박남재,이경원,정윤섭,조장환,1998;Kim 

KM, Yoo JH, Choi JH, Park ES, Kim KS, et al., 2006).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은 병원 의료인의 손과 환경에서 생존 가능하
며 환경을 쉽게 오염시키며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균자 역할을 하는 환자
와 의료인들의 위장관내에 집락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병원내의 환자
간 혹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전파를 유발하여 주요 병원성 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chaberg,Culver&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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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1991).무엇보다 VRE감염은 한번 병원에 상재하면 거의 토착화하는 특징
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병원균이 병원 내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발생 및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2006).VRE의 병원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격리 조치로 VRE분리 환자를 일 인실 또는 공동병실
에 코호팅하여야 하고 격리실 입실 시에는 장갑과 가운을 사용하여야 한다
(Center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1993).
국내 종합병원의 항균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VRE분리환자의
격리지침 적용은 조사병원 중 94%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격리병실을 사용하
는 병원은 92.1%로 그중 1인실 격리병실을 사용하는 병원은 80.9%였다.격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95.8%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연정,정재
심,박은숙,신은심,김성한,이영선,2007).
이러한 격리정책 및 규정에 따른 VRE감염관리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시
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격리정책과 더불어 격리 지침 이행의 강화가 보
다 강조되고 있다.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 대
한 교육 및 수행도 증진과 함께 격리실에 입원한 VRE분리 환자와 보호자의
올바른 지침 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염려와 치료와 간호에 대
한 걱정,환경과 병원생활의 적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입원 중 격리 조
치는 사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제한된 장소로의 격리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
한하게 되어 환자의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정영순,1983).때문에 환자는 격리조치로 인해 더욱 미묘한 감정의 변화
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진은 VRE분리환자에게 격리지침을 적용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환자들에게 격리지침을 수행을 강조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다.그러나 격리 중인 VRE분리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VRE분리 환자의 격리 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VRE분리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격리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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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VRE분리 환자의 격리 경험을 파악하여 VRE분리환자를 위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VRE의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VVVRRREEE(((VVVaaannncccooommmyyyccciiinnn---rrreeesssiiissstttaaannnttteeennnttteeerrrooocccooocccccciii)))
글리코펩타이드(Glycopeptide)계통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에 균이 억제되는

최소억제 농도(MIC:Minimum InhibitoryConcentrations)가 32g/ml으로 내
성을 보이는 그람 양성 장알균

222)))VVVRRREEE(((VVVaaannncccooommmyyyccciiinnn---rrreeesssiiissstttaaannnttteeennnttteeerrrooocccooocccccciii)))분분분리리리 환환환자자자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검체 및 대변 배양검사에서 VRE가 검출된 환자로

VRE감염 환자 뿐 아니라 미생물이 체내에 집락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신체적
인 감염증상은 없는 VRE보균 환자를 포함한다.

333)))격격격리리리(((IIIsssooolllaaatttiiiooonnn)))
사전적 정의로 이우주(1990)의 의학대사전에서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 놓음 또는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
으로 떼어 놓음”의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
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처치로 환자의 병실을 조
정하고 모든 물품을 다른 환자와 구별하여 사용하는 접촉 격리를 의미한다(대
한병원감염관리학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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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VVVRRREEE(((VVVaaannncccooommmyyyccciiinnn---rrreeesssiiissstttaaannnttteeennnttteeerrrooocccooocccccciii)))

1940년 페니실린의 개발은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그러나 과도한 페니실린의 사용은 포도알균의 항
생제 내성을 유도하여 1950년대부터 페니실린 내성 포도알균이 출현하게 되었
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0년 메티실린 등의 새로운 페니실린이 개발되었고
이 항생제들로 페니실린 내성 포도알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지
만 다시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지는 포도알균이 출현하였다.이후 메티실린 내
성 포도알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로 반코마이신이 1958년부터 사용되었다
(대한감염학회,2000).반코마이신의 개발은 내성균이 생기지 않는 강력한 항생
제의 등장으로 인식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반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내성균이 발견되기에 이르렀다.1986년 프랑스에서
VRE가 처음 발견된 이래(Leclercq,1988)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
하였고 미국의 대형병원에서도 VRE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주요 병
원 감염균으로 대두되었으며(Schaberg, 1991) 일본에서는 1997년 VRSA
(Vancomycin-resistantstaphylococcusaureus)가 발견되는 등(Hiramatsuetal.,
1997) 항생제 내성균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최근 VRE
분리율의 현저한 증가는 임상적으로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반코마이신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포도알균에 전달되어 강력한
항생제 내성 균주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병원감염의 중요한 원인
균으로 대두되었다(Noble,Virani and Cree, 1992).
장알균은 장내 상주균으로 비교적 독성이 약하여 보통 정상인에서는 쉽게 병
을 일으키지 않으나 만성질환자 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에서 기회
감염을 초래한다.장알균에 의한 감염은 비뇨기계 감염이 가장 흔하며 복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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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창상 감염은 두 번째로 흔한 감염으로 수술 창상부위와 욕창 부위에서
흔히 분리되고 장알균의 창상감염 증가로 항생제 사용의 증가와 이들 미생물
간에 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균혈증은 세 번째로 흔한 것으로 주로 노인
환자에서 발생하며 지속된 입원과 항균제 요법을 받는 면역요법 환자들에게
흔하며 치사율은 36-37%에 달한다(CDC,1993; Lautenbach, Bilker and  

Brennan,1999).심내막염은 균혈증보다는 흔하지 않지만 장알균은 심내막염
원인의 5-20%를 차지하고 있다.장알균이 1990년대 초반에 병원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으로 전체 병원감염 원인균의 8-12%를 차지하면서(Schaberg etal.,
1991)병원 내에서 두 번째로 흔히 분리되는 중요한 원내 감염의 원인균으로 

부각되었으며(Moellering, 1992) 특히 E. faecium에 의한 병원내 균혈증의 발

생율은 미국 내 일개병원에서 1990년의 10.9%에서 1992년의 34.0%까지 증

가할 정도로 급증하였다(Boyle, Soumakis and Rendo, 1993).

병원 내에서 장알균 분리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VRE의 출현도 급속도 증가하

여 2003년 미국 CDC의 NNIS(NationalNosocomialInfectionsSurveillance)
System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9년에서 1993년까지 미국 내 중환자실에
서의 VRE분리 빈도는 0.4%에서 13.6%,1989년에서 1995년 까지 일반 병실
환자는 0.3%에서 10.4%로 증가했으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VRE 발현율이
20%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Martone,1998).또한 1997년에는 중환자실에서
23.2%,일반병실 15.4%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장알균의 28.5%가 VRE인
것으로 나타나 병원감염의 2번째 혹은 3번째 흔한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
(CDC,1997).
최근까지 VRE에 의한 집락화 또는 감염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대형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VRE환
자의 첫 증례가 보고(박지원 등,1992)되었고 현재 국내의 실정 역시 미국과 

유사한 양상으로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까지의 산발적인 보고들은 모두 병원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박승철, 우

흥정, 김우주, 박승철, 김민자, 1998). 신정원 등(1998)에 의해 국내 1개 병원
에서 1999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7년도에 연간 7례가 분리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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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에는 72례가 분리되어 1년 사이에 10배에 가까운 급격한 증가를 나타
냈다.2002년 전국조사 보고 시 국내 임상 분리되는 장알균 중 반코마이신 내
성의 유병율은 약 4.4%로 발표되었고 2006년 국내 원내감염으로 확인 된 경우
에서 장알균 중 VRE는 11-4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상오 등,
2006).또한 VRE는 병독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1994년에서 2001년의 8년간 감염환자의
사망률을 추정한 결과 32.8%-53.7% 인 것으로 보고하였고(이연주 등,2003)균
혈 등을 일으킬 경우 치사율도 36-37% 에 달한다(Stosor,1998)
VRE획득의 위험 인자로는 중환자실 재원기간,병원 내 공기오염,환자의 나
이,질병으로 인해 저해된 면역정도,면역억제제 사용(정옥희,1995),만성 신부
전 또는 악성 종양 환자,수술 환자,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VRE보균자
주변에 위치한 경우,3세대 Cephalosporin과 같은 광범위 항생제가 사용된 경
우,동맥 도관이나 중심 정맥 도관 등의 침습적 조작을 한 경우,인공호흡기를
장착한 경우,혈청 알부민 농도가 저하된 경우 등이 포함되나 무엇보다도 반코
마이신 사용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 VRE 집락화 내지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oyce,1997).반면 VRE감염환자의 사망에 기여한 요인
으로는 신기능 저하,중심정맥관 삽입,기관 절개 등이었다(이연주 등,2003).
VRE 감염경로는 VRE 감염이 있었던 환자들의 변 검체의 96%에서 VRE가
확인된 바와 같이 위장관에 군집되어 있던 균주의 내인성 감염 또는 다른 환
자나 병원직원 등 병원환경으로부터의 전파가 주요 전파경로로 이해되고 있다.
또 환경 오염율이 7-30% 정도 되고 VRE가 손이나 장갑에 60분 이상,물건에
는 5-7일까지도 생존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Noskin,Stosor,Cooper,1995).
미국의 경우 VRE 감염에 의한 추가비용은 VRE 감염이 VSE(Vancomycin
sensitiveenterococci)에 비해 평균 약 27000달러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Edmond,Ober, Dawson, Weinbaum and Wenzel,1996).또한
VRE감염 시 VSE감염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어 1992년 1월에서 94년 12월까
지 외과 중환자실에서 VRE에 의한 병원 균혈증과 관련된 사망률을 보는 전향
적 연구에서 VRE 감염환자의 재원일수는 28-34.8일로 VSE 환자의 재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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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일에 비해 훨씬 길었다(Stosor, Peterson, Postelnick and Noskin,
1998).뿐만 아니라 병원 내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실제 사례들이 보고(Nobel
등.1998;John, Steven, 1994)되고 있어 병원감염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222...VVVRRREEE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

미국에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1976-1986) 실시한 대형 조사연구 프로젝트인 SENIC(Surveillance of
EfficacyofNosocomialInfectionControlProject)연구를 시행했다.여기서 잘
훈련된 역학 담당의와 감염관리 담당자가 있는 병원에서는 병원감염의
30-35% 가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70%
이상의 병원감염이 철저한 감염관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
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감염임을 알 수 있다.SENICProject는 병원감염관리의
비용 효과적인 면을 입증하였는데 병원감염관리 업무는 효과적인 감염발생 감
시체계의 확립과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 및 규칙의 수립,지속적인 교육 사업의
유지의 세가지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ENICProject,1980).
VRE는 감염 시 적절한 치료약제의 부족 및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한번
병원에 상재하면 거의 토착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병원균이 병
원 내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박승철 등,1998).
1995년 미국 병원감염관리 수행 권고위원회에서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의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그 권고안 내용으로 신중한 항생
제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교육,VRE검출과 보고,조절을 위한 미생물검사실의
역할에 대한 안내,병원내 전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염관리 방법의 적용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병원감염관리를 위해서 임상의사,임상미생물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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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 등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이 참여가 필요하며 우선 임상에서의 부
적절하고 불필요한 경구 또는 주사용 반코마이신 사용 및 광범위 항생제의 남
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 가능한 VRE병원감염의 발생 시 병원감염인지 혹은 균의
장착인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기인된 감염인지를 확인하여 감시하고 감염률을
산출하며 지속적으로 병원 감염률의 변화를 주시하여 감염률의 변화 추이를
감시하여 갑작스러운 병원감염의 대폭적인 증가나 VRE의 병원내 토착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VRE환자 격리정책 및 규정 등을 세우고 의료인들이 이 정책이
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자문,연구를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정문희,
윤성원,2003).
환자 관리의 기본 원칙은 VRE 감염환자들을 격리 조치하거나 다른 VRE감
염환자들과 코호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KOSNIC,2004)격리 시작은 감염이
나 집락에 상관없이 VRE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분리되는 경우이며 격
리 해제는 원래 분리되던 부위와 직장 도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이다(CDC,1993).처음 VRE가 분리된 후 지
속적인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첫번째 검사의 64% 에서 VRE가 다시 분리되
었고 첫번째 검사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환자의 경우 두번째 검사에서도 VRE
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92%였으며 세 번 연속 나오지 않는 경우는 95%에
이르렀다고 최근 보고되어 VRE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1주 간격의 3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CDC의 VRE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지지
하고 있다(Byers, Anglim, Anneski & Farr, 2002).
WHO 에서는 병원감염 예방지침으로 교차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철저한 손
위생 수행,의료인의 옷을 통한 감염방지,기구에 의한 오염제거로 세척,소독,
멸균을 제시하고 병원내의 청결상태 유지 및 환자를 다루는 사람과 기구의 중
요성까지 환경관리에 포함시켰다.병원환경과 의료진의 오염도 VRE감염에 중
요한 역할을 하여 국내에서도 환경에 의한 VRE감염 예가 최근 2-3년간 다
수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병원내에서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
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은 병원내 유행이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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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정희진 등,2001).정문희 등(2003)의 연구에서 VRE가 분리된 환자의
퇴원 직후 환자가 사용한 물건과 환경,화장실 변기,세면대,수도꼭지,문손잡
이,침대 옆 탁자,침대레일,전화기,IV 폴대,청진기,체온계 등에서 세균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455건 중 38건(8.4%)에서 VRE가 분리되었다고 보고하였
고 청소나 소독 시 간과하기 쉬운 TV 리모콘,전화기 등 환자들이 자주 만지
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에서 균이 많이 분리되었음을 밝혔
다.이는 물품이나 병실 공유를 통해 다른 환자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또한 침대시트나 목욕 담요 등의 직물 소재에서도 VRE감염의 위험성
이 있음(Noskin,etal.,1995)을 밝힌 연구가 보고되었고 특히 설사하는 환자의
경우 환경 감염이 매우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하였다(Boyce,1997).Noskin등
(1995)의 연구에 의하면 VRE 는 카운터에서 5-7일간 살아있고 침대난간에서
는 24시간,전화기 손잡이에서는 60분,청진기의 표면에서는 30분,장갑이나 장
갑을 끼지 않은 손에서는 최소 60분 이상 생존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연구
에서는 VRE가 2달 이상도 생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Falk, Woodmansee, 

Desai & Mayhall,2000).VRE는 주위 환경에서도 약 7일 정도 살아있고 보
균자가 VRE를 2년까지 보균하면서 대변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로
쉽게 전파되어진다(정희진,2002).정문희 등(2003)연구에서는 의료진의 2.3%
에서 VRE를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같은 유전형을 가진 의료
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진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박승철 등(1998)은 국내병원에서 VRE에 감염된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하였거나 중증의 기저질환으로 각종의 항생제 사용 후 발병하였으며 동시
기에 인접 침상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로서 VRE 가 한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로 의료진이나 기타 처치 등을 매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
다.멜버른의 한 병원에서 VRE 위험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VRE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다(Maclntyre, Empson, 

Boardman, Sindhusake, Lokan & Brown, 2001).
Armstrong-Evans등(1999)은 코호트 관리,VRE환자와 아닌 환자 간의 엄격
한 접촉제한을 시행한 결과 2개월 후 VRE 환자가 51%로 감소하였고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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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더 이상의 새로운 VRE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Srinvasan등
(2002)은 CDC 의 VRE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3개월
간 실험한 결과 장갑과 일회용 가운을 모두 착용한 경우 장갑만 착용한 경우
보다 VRE 감염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내놓았다.정문희 등(2003)
의 연구에서는 접촉 격리를 위주로 한 경우 VRE발생빈도가 1.49건으로 전년
도에 비해 15% 가량 감소되었으며 이후 환자가 입원했던 병실을 소독하고 바
로 독실을 사용하게 하는 완전격리를 포함한 감염관리를 실시한 경우 0.75건으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VRE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감염관리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감염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손영희,1995)감염예방 및 관리방법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병원감염에 대한 인지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김
순옥,조수현,1997).김남수(2000)의 임상간호사의 지식 및 수행 연구에서도 지
식과 수행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문숙(2003)의 간호사의 일반병원감염
및 MRSA 및 VRE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정도 비교연구결과에서는
일반병원감염,MRSA 및 VRE감염관리에 대해 각각의 간호사의 인지도는 세
영역 모두 수행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
연구결과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수행 정도가 낮은 것이 병원감
염관리에 대한 인식은 있으되 행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간호사 업무량 과다 및 감염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타성적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Elliot(1996)견해에서도 병원감염 관리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예방법이 감염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편숙진(2004)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병원감염관리 인지도 및 실천 정도
연구에서는 인지도보다 자가 평가 및 관찰평가 실천 정도가 모두 낮고 교육
참석 여부에 따라 관찰평가 실천 정도가 차이가 있어 많은 기회의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또한 이정숙(2003)의 VRE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VRE 환자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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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높아 간호사들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VRE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효과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간호실무 현
장에서 VRE환자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교육 요구도 파악을 통해 VRE지식 습
득을 돕기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333...VVVRRREEE분분분리리리환환환자자자 격격격리리리

2005년 시행된 국내 종합병원의 항균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조사에서 항균
제 내성균 감염관리지침은 조사대상 병원의 96%에서 보유하고 있었다.VRE
분리환자의 격리지침 적용은 조사병원 중 94%였으며 격리병실을 사용하는 병
원은 92.1%로 그중 1인실 격리병실을 사용하는 병원은 80.9%였다.격리 필요
성에 대한 설명은 95.8%에서 격리표식을 사용하는 병원은 96.9%였으며 환자
출입의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85.3%,보호자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68.6%,방문객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79.4%로 나타났다(박연정 등,
2007).
국내 한 병원의 VRE 감염관리지침에 따르면 VRE 분리환자는 가능한 빨리
화장실이 있는 1,2인실 또는 VRE격리병실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격리 시
접촉주의 표식을 격리실에 부착하고 환자에게 VRE 에 대한 감염관리 안내지
를 이용하여 격리지침을 설명하고 격리병실 생활안내를 하며 물품은 격리실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출입 시 폴리 또는 라텍스 장갑과 일회용 비닐가운
이나 청결한 면가운을 반드시 착용하고 병실에서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어서 분리수거한 후 손위생을 하도록 한다.환자의 이동은 가능한 제한하며
면회객은 제한하며 보호자는 1인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소독제를 이
용하여 환자의 주변 환경과 화장실을 최소 1일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린
넨류는 감염성 직물로 별도 분리하며 쓰레기는 환자 방에서 비닐봉지에 밀봉
하여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자의 격리해제를 위해 임상검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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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말 검사를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하여 검사가 3회간 계속 음성으로 나오
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2006).
반면 환자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원으로 인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염려
와 치료 및 간호에 대한 걱정,환경과 병원생활의 적응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태이므로 입원 중 격리 조치는 사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제한된 장소
로의 격리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어 환자의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제한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정영순,1983).때문에 환자는 격리조치
로 인해 더욱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진은 VRE
분리환자에게 격리지침을 적용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환자들
에게 격리지침 수행을 강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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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VRE분리 환자의 격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통한 내
용분석법을 사용한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111)))면면면담담담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Y대 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VRE가 분리된 환
자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대상자 수는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4명이었다.

(1)만 19세 이상의 성인
(2)이번 입원 시 VRE가 분리되어 격리를 시작한 환자
(3)일반병동 1인실에서 격리 진행 중인 자
(4)신경계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로 의식이 명료한 자
(5)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는 자
(6)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22)))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추가 분석을 위한 설문 대상은 서울 Y대 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면담
대상자의 기준과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1
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대상자 수는 총 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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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11)))VVVRRREEE분분분리리리환환환자자자의의의 격격격리리리 경경경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염관리실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4인
과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를 사용한다.연
구자는 대상자 면담에 앞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면담 방법에 대해 전
문간호사 2인과 상의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면담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일반
적 사항과 대상자의 격리 경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22)))VVVRRREEE분분분리리리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지지지식식식정정정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VRE 분리환자의 VRE 및 격리에 대한 지식정도는 면담 결과에서 나타난
지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측정하였다.지식
정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는 VRE 분리 환자에게 의료진이 제공하는 감염관리
안내지(리플렛)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4인에게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성별,연령
등의 일반적 사항 외에 VRE의 특성과 격리의 필요성,격리지침에 관한 항목으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가 환자임을 고려하여 ‘맞다’와 ‘틀리다’
로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식정도 측정은 정답률을 확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총 10점)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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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서울 일개 대학병원의 감염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VRE분리 환자 중 선
정 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면담하였다.
VRE분리 환자는 VRE분리가 보고된 날에 진료과로부터 VRE분리 사실과
VRE 특성 및 격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며 격리실 이동 후 의사
및 간호사로부터 감염관리 안내지(리플렛)를 통해 격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
게 된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격리 중인 VRE분리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면담은 격리실에서 이루어졌으
며 방문객이 없고 처치가 적은 저녁시간에 진행되었다.면담 내용은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면담시간은 20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되었다.지식측정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격리 중인 VRE분
리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가.일반적인 사항은 실수로 서술하였다.

나.VRE분리환자의 격리 경험에 대해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법(조명옥,최
영희,20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녹음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담이 끝난 즉시 대상자가 말한 내용만 그대
로 옮겨 적었다.

2)면담 중 관찰된 대상자의 반응과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문장을 완성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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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였다.

4)확인된 의미있는 요소의 범주화 및 패턴을 규명하였다.
5)자료분석 결과의 타당화를 위해 감염관리 전문간호사와 간호학과 교수에
의뢰하여 확인하였다.

다.VRE분리환자의 지식정도를 측정한 자료는 SPSS15.0WIN Program을
이용하였다.
1)일반적인 사항과 문항별 정답률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으로 확인
하였다.



- 17 -

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대상자의 격리 경험 내용 순으로
기술하였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 면담과 전자 의무기록을 통해 마련된 감염관리실 VRE감염 조사 기
록지를 분석하여 살펴 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가 5명,여자가 9명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연령 33

세,최고 연령 83세로 연령별 분포로는 30-49세가 4명,50-69세가 7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70세 이상이 3명이었다.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모두 중졸 이상으
로 중졸 2명,고졸 9명,대졸 이상이 3명이었다.대상자 중 9명이 종교를 가지
고 있었으며 불교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명,천주교 2명 순이었다.대
상자 중 2명은 미혼이었으며 면담시 보호자가 있던 경우는 9명으로 8명의 보
호자가 가족이었다.

<표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4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성성성별별별 연연연령령령 최최최종종종학학학력력력 종종종교교교 결결결혼혼혼유유유무무무 면면면담담담시시시 보보보호호호자자자
1 F 55 고졸 없음 유 가족(딸)
2 M 76 중졸 불교 유 가족(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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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료과 분포는 혈액내과 6명,소화기내과 4명,외과 2명,

산부인과 1명,신장내과 1명이었다.입원기간은 6-91일(평균 36일)로 입원기간
30일 이내가 8명,30일 이상이 6명이었으며 격리기간은 2-45일(평균 12일)로
격리기간 7일 미만이 7명,격리기간 7일 이상이 7명이었다.VRE가 분리된 검
체는 대변이 8건,소변 2건,복강액 3건이며 객담 1건,상처배농이 1건이었다.
대상자 중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11건,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1건,침상
이동이 2건이었다.대상자 중 11명은 이전 입원력이 있는 상태였다.

3 F 40 고졸 없음 유 없음
4 F 33 고졸 기독교 무 가족(모)
5 M 47 대졸 천주교 유 없음
6 M 58 대학원졸 없음 유 가족(부인)
7 F 68 고졸 없음 유 가족(아들)
8 M 67 고졸 불교 유 가족(부인)
9 F 39 고졸 불교 유 없음
10 F 83 대졸 기독교 무 없음
11 F 58 중졸 불교 유 가족(딸)
12 F 64 고졸 천주교 유 없음
13 M 65 고졸 없음 유 가족(부인)
14 F 70 고졸 기독교 유 간병인



- 19 -

<표 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14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진진진료료료과과과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 격격격리리리기기기간간간 VVVRRREEE
분분분리리리 검검검체체체

이이이동동동
방방방법법법

이이이전전전
입입입원원원력력력

1 산부인과 17 3 대변 보행 유
2 신장내과 26 2 대변 휠체어 유
3 혈액내과 20 5 대변 보행 무
4 혈액내과 37 4 소변 보행 유(타병원)
5 외과 91 45 복강액 보행 유
6 소화기내과 58 10 복강액 보행 유
7 외과 36 10 대변 보행 무
8 소화기내과 72 8 대변 침상에 앉을 정도 무
9 혈액내과 85 38 대변 보행 유
10 혈액내과 24 12 객담 보행 유
11 소화기내과 6 6 소변 보행 유
12 혈액내과 6 6 대변 보행 유
13 소화기내과 6 6 대변 보행 유
14 소화기내과 27 15 상처배농 침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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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격격격리리리 경경경험험험

VRE가 분리된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격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대상자들은 모두 격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들
었다고 하였으며 설명을 듣고 격리하게 된 경험을 대상자 #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처음에 격리실로 옮기기 전에 의사가 조용히 와서 균에 감염이 되었다고 했
고 장에 있는 균이라면서 다른 환자한테 옮길 수 있어서 격리해야 한다고 했
어요.”

대상자들의 격리에 대한 경험은 격리와 관련된 부정적 표현과 긍정적 표현으
로 구분되었다.부정적 표현으로는 불쾌감(타인과의 분리에 따른 불쾌감,차별
에 따른 불쾌감,자아상 악화로 인한 불쾌감),사회적 편견 인식,답답함,고립
감/사회적 격리,이해부족,절망/슬픔,우울,당혹감,억울함/분함,불만,불안/걱
정,부정,규정을 지키지 않음이 있었다.긍정적 표현으로는 대상자의 평정,이
해와 공감,의료진에 대한 배려,만족감,타인에 대한 걱정,안전한 느낌/안도
감,의료진에 대한 신뢰,지식추구가 포함되었다.

111)))부부부정정정적적적 경경경험험험

① 불쾌감(n=7)
격리 조치 중인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과
관련하여 못마땅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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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 분리됨에 따른 불쾌감(n=4)
격리실에 들어오는 직원 및 방문객,상주하는 보호자는 가운을 입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나를 경계하는 기분
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9)
“격리실 이용 중 가운을 입는 직원을 보면 사람사이의 간격,거리감을
느끼게 해요.그래서 간병인이 가운을 입는 것은 내가 더 기분이 좋지 않
을 거 같아서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10)

㉡ 차별에 따른 불쾌감(n=4)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모두 격리실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1)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처음에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다른 사람과 다
른 뭔가를 한다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6)

㉢ 자아상 악화로 인한 불쾌감(n=4)
격리실 입실 시 격리지침 준수를 위해 가운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계로 인식하고 자신이 부정적인 개
체로 인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을 처음 이용할 때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걸 보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주치의한테 내가 무슨 벌레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입냐면서 화
를 냈어요."(#10)
"격리실 이용 시 가운을 철저하게 입는 것을 보면 내가 큰 전염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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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갑갑한 느낌이 들어요.“(#13)

② 답답함(n=4)
격리조치로 인한 공간적인 이동 제한을 경험하면서 대상자들은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을 이용하면서는 병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해서 못 나가는
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6,9)
“격리실 이용으로 병실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해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검사 갈 때 바람 쐰다고 생각해요.”(#10)

③ 사회적 편견 인식(n=3)
격리실 밖에는 격리실 이용을 위한 준비물품(가운,장갑,소독제 등)이 비
치되며 격리실 입실 시 주의사항이 적힌 표식이 병실 문의 안과 밖에 부
착된다.이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다른 환자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 거 같고 사람들 눈이 의식되는데,격리
병동으로 옮길 수는 없나?”(#6)
“격리실에 있으니까 병실 표식이 부담되고 병원에 있는 게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우리는 저런 거(표식)붙이지 않아도 조심할 수 있어요.“(#1)

④ 고립감/사회적 격리(n=3)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낯선 환경에서 홀로 된 듯한 경험을 겪

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 병동에서 나 혼자 격리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
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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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실을 이용하는 것은 고급 감옥의 독방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13)

     

⑤ 이해부족(n=5)
대상자들은 격리조치를 통해 제공되는 VRE및 격리와 대한 정보와 관련하

여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이해부족에 따른 의구심(n=4)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상자는 다양한 의문을 품게 되고 그  

   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유발되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VRE에 대해 들었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별로 독한 균이 아니라고 했
지만 가운을 입는 걸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나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거 같아요.”(#9)
“격리실을 이용 시 VRE가 건강한 사람에겐 괜찮다면서 왜 보호자에게는
가운을 입으라고 하는 거지요?”(#8)

㉡ 눈높이가 맞지 않는 정보 제공(n=2)
대상자는 정보를 접한 후에 자신의 방식으로 습득하고자 했으나 충분한

이해가 어려웠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VRE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줬는데 내 영역이 아니니까 들어도 잘 모르
겠네."(#6)

⑥ 우울(n=2)
대상자는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활기가 감소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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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이라 그런지 청소아줌마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게 다 보여요.어
찌나 서럽고 우울하던지.”(#1)

      “ 격리실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데 격리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짜피 기운이 없고 움직이기 싫어져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12)

⑦ 절망/슬픔(n=1)
대상자는 격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치료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격리실로 이동한 후 VRE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이 절망이었어요.
다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정이 난데다가 격리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막 나더라구요.”(#1)

⑧ 당혹감(n=3)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어찌할 바
를 몰랐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를 시작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갑자기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
에게 균을 옮기기라도 한 것처럼 요란스럽게 대해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
었어요.”(#8)
“격리실 이용 시 직원이 우리 식구(보호자)앞에서 감염환자니까 조심하라
고 해서 정말 민망하고 황당했대요.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13)

⑨ 피해자로서의 억울함/분함(n=3)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부당함을 느끼고 피해자로서 경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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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고 VRE가 나왔다고 뭘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데 내가 병원에서 옮은
거 아닌가요?억울해요.정말..”(#8)
“격리실 처음 이용할 때 화가 나고 인권침해라는 생각도 들어서 신문에 내
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10)

⑩ 관리에 대한 불만(n=2)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청소와 같은 격리실 관리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을 이용하니까 청소를 이전보다 잘 안 해주는 거 같아 불편해
요.”(#9)

⑪ 불안/걱정(n=2)
대상자들은 격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일에 확신이 없어 마음이

편치 않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처음 격리실로 이동했을 때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없던 균이 생겼다
고 하니까 치료하는데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됐어요.”(#4)

⑫ 상황에 대한 부정(n=1)
대상자는 VRE가 분리되고 격리실을 이용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

지 못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VRE와 격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균에 대해 잘은 모르겠어요.어쨌
든 나한테서 균이 나왔다는 게 도대체 믿기지 않아요.내가 그런 균이 나올
것 같이 보여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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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규정을 지키지 않음(n=2)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경험을 다음과 같

이 표현하였다.

“어디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정 답답할 때는 나가더라고 눈치 보느라고
몰래 나갔다가 몰래 들어와요.”(#1)
“격리실 이용 시 병실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어
렵지만 벽 같은 데 잡지 않고 조심해서 나가긴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
죠?”(#7)

222)))긍긍긍정정정적적적 경경경험험험

① 대상자의 평정(n=7)
대상자들은 격리를 통해 환경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지만 자신의 신체에 크
게 변화가 없는 사실과 의료진의 변함없는 태도를 통해 격리 이전과 다른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에 있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5)
“VRE에 대해 들었지만 큰 염려는 안돼요.의료진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 무의식적으로 심각한 균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3)
“균이 나왔다고 했지만 아픈 데는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아.”(#2)
“VRE 에 대해 들었지만 별로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균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니까요.”(#4)

② 이해와 공감(n=3)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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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재차 설명을 듣고는 이해가 되더라구.공감이 가고..
병원은 여러 사람이 지내는 곳이니까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6)
“격리실 이용 시 병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불편은 나한테서 균이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12)
“격리실 이용 시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거는 나 땜에 그러는 거
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해.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해야지..“(#14)

③ 의료진에 대한 배려(n=4)
격리실 이용 중에 대상자들은 자신 외에 타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격
리지침을 준수하며 가운을 입고 격리실에 들어오는 의료진에 관심을 가
지고 마음을 쓰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표현하였다.

“격리실에서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건 귀찮고 불편한 걸 해 주
는 거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요.”(#12)
“격리실을 이용하다 보니 지금은 선생님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게 덥
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10)

④ 타인에 대한 걱정(n=3)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 중 자신을 위해 방문하는 지인이나 보호자를

대하면서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근심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에서 방문객이 저를 보러왔는데 감염이 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방문객이 오면 얼른 가라고 말해줘요.더 자세한 말은 못해주겠어
요.“(#10)
"격리실에서 보호자는 가운을 입어야 할텐데,우리 남편은 너무 유난스럽
게 보일까봐 그러는지 안 입더라구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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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적 공간 확보로 인한 만족감(n=4)
대상자들은 격리조치를 위해 1인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마음이 흡족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격리실 이용으로 불편한 건 없고 혼자 쓰니까 좋아.”(#2)
“격리실 이용이 별로 크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아요.워낙 사람들 많은 곳
에 있기 싫었는데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11)

⑥ 안전한 느낌/안도감(n=4)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병실을 사용할

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해소되고 격리를 위해 행해지는 지침을 자신을 위
해 특별히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인식함으로서 마음이 놓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VRE균이 나왔다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병실,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찝찝
했어요.오히려 격리실을 사용하게 되니까 마음이 좋아요.”(#3)
“격리실에서 직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느낌이 들어
요.”(#3)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의료진이 가운을 입고 오는 건 좋은 느낌이 들어요.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느낌이 들어요.”(#4)

⑦ 의료진에 대한 신뢰(n=3)
대상자들은 VRE가 분리되어 격리실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막연하지

만 의료진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VRE 에 대해 들었지만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치료해주겠지 생각하고 있
어서 크게 무슨 느낌은 없어요.지금 치료 받고 있으니까 균도 치료되겠지
하는 생각이지요.”(#7,#5)



- 29 -

“무슨 균이 나와서 격리실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격리실을 쓰라면 필요하
니까 쓰라는 거겠지...”(#2)

⑧ 지식추구(n=5)
대상자들은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 자신의 상황과 관련

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하였다.

“ VRE 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구
요.”(#3)
“VRE에 대해 들은 후 이 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내가 열이 나는 것
과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요.”(#11)
“VRE가 나와서 격리실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7)

333)))격격격리리리 중중중인인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개개개인인인별별별 경경경험험험

대상자들의 성별,학력,종교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진료과,격리기간과
같은 질병관련 특성은 대상자가 격리를 겪게 되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
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각 요인에 따른 경험을 확인하였다.

(1)성별에 따른 개인별 경험

대상자들은 격리를 경험하면서 ‘불쾌감‘을 성별에 관계없이 표현하였으며
VRE 분리환자 중 여성인 경우에 남성에 비해 보다 다양한 감정 표현을 보
여주고 있었다.‘치료에 대한 불안감’,‘절망/슬픔’,‘우울’,‘안도감’등의 표현
은 여성의 경우에 표현되었으며 ‘타인에 대해 걱정’하는 표현도 여성에서 뚜
렷했다.반면 남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걱정



- 30 -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표현을 하였다.

“격리실 이용 시 일반인에게는 내 균이 별 영향이 없다고 해서 방문객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혹시 방문객에 의해 내가 다른 감염이
될까봐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5)

(2)학력에 따른 개인별 경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1인실에 격리되고 있었는데 격리를 경험하면서
최종 학력이 중졸인 대상자에서는 ‘사적 공간이 확보됨에 따른 만족감’이 표
현 되었으며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대상자들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대
한 경험을 표현하였다.격리를 통해 타인이 대상자를 경계하거나 자아상이
악화됨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사회적 편견 인식’등의 경험을 표현하였으며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배려’,또는 격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 있었다.

(3)종교에 따른 개인별 경험

격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표현한 대상자들 중 많은 경우가 종교가 없
는 경우였는데 사회적 편견을 인식하거나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여 ‘고립감’에
대한 표현을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음‘,’상황에 대한 부정‘,’절망/슬픔‘에
대한 경험은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에게서는 표현되지 않았다.

(4)면담시 보호자 유무에 따른 개인별 경험

격리 중인 대상자들과 면담 시 보호자의 유무에 따른 경험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면담 시 보호자가 함께 있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
지 않았다.’의료진에 대한 배려’에 대한 표현도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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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여졌다.

(5)진료과에 따른 개인별 경험

격리 중인 대상자들의 진료과 중 혈액내과가 가장 많았는데 혈액내과 대
상자들은 다른 진료과 대상자들은 표현하지 않은 ‘안전한 느낌/안도감‘을 경
험하였으나 반면 ‘사회적 편견 인식‘이나 ’고립감/사회적 격리‘등의 경험은
표현하지 않았다.

(6)격리기간에 따른 개인별 경험

대상자들이 격리를 경험하면서 격리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해 표현한 반면 격리 기간 5일 이상인 대상자들은 ‘타
인에 대한 걱정‘이나 ’의료진에 대한 배려‘에 대한 표현을 보이고 있다.또한
’지식 추구‘의 경험을 표현 경우는 격리기간 5일에서 10일 사이의 대상자였
으며 격리 기간이 5일미만이거나 15일 이상인 대상자에서는 표현되지 않았
다.‘의료진에 대한 신뢰’나 ‘이해와 공감’과 같은 경험은 격리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표현되었으며 부정적인 경험 중 ‘이동제한으로 인한 답답함’을
표현한 경우도 격리 기간 10일 이상인 대상자였다.

(7)VRE및 격리관련 지식정도에 따른 개인별 경험

대상자들이 겪은 격리 경험 중 ‘지식 추구’와 ‘불쾌감’은 지식정도와 관계
없이 표현되고 있었으나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의료진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경험은 지식점수가 8점 이상으로 지식정도가 높은 경우에서 표현되었다.반
면 ’치료에 대한 불안/걱정‘에 대한 경험은 지식점수가 7점인 경우에서만 보
였으며 ’상황에 대한 부정’은 지식점수가 4점으로 지식 정도가 가장 낮은 대
상자에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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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추추추가가가 분분분석석석

111)))VVVRRREEE분분분리리리 환환환자자자의의의 VVVRRREEE및및및 격격격리리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정정정도도도

본 연구에서 VRE 분리 환자의 격리 경험에서 나타난 공통의 문제이며 간
호중재의 최상위 우선순위로 고려된 것은 지식에 관한 경험으로 제공된 정보
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부족’과 ‘지식추구’경험이었다.이에 대상자의 지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을 위하여 지식정도에 대한 설
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한 VRE분리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설문 조사한 VRE 분리 환자 30명 중 의료진이 리플렛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VRE의 특성 및 격리의 필요성,격리지침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10문항을
모두 알고 있는 최대 점수 10점인 경우는 6명(20%)이였으며 최소 점수인 4점
은 1명(3.3%),평균 점수는 7.9점이었다<표 4>.



- 33 -

<표 3>VRE및 격리관련 지식정도 측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

일반적 특성 N(%)

성별 남
여

18(60.0%)
12(40.0%)

연령

�30
30-50
51-69
�70

2(6.7%)
8(26.6%)
18(60.0%)
2(6.7%)

진료과

혈액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기타

9(30.0%)
4(13.3%)
4(13.3%)
3(10.0%)
3(10.0%)
7(23.4%)

격리기간

5일 미만
5일 이상-10일 미만
10일 이상-30일 미만
30일 이상

8(26.7%)
9(30.0%)
10(33.3%)
3(10.0%)

<표 4>VRE및 격리관련 지식측정 점수분포
N=30

지식측정 점수 N(%)
4점 1명(3.3%)
6점 3명(10.0%)
7점 7명(23.4%)
8점 12명(40.0%)
9점 1명(3.3%)
10점 6명(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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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및 격리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항 중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반코
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환경을 오염 시킨다’였으며 그 밖에 정답률이 낮
은 항목으로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전파된다.’
와 ‘항생제 사용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병
실 환경을 매일 소독제로 청소하는 것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로 주로 VRE의 발생과 전파경로에 대한 내용이었다<표 5>.

<표 5>VRE및 격리관련 지식측정 문항별 정답률
N=30

항항항 목목목 정정정답답답률률률

1.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14(46.7%)

2.항생제 사용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8(60.0%)

3.다른 문제가 없으면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이 있어도 퇴원이
가능하다.

26(86.7%)

4.나와 접촉하는 병원 직원은 가운과 장갑 사용이 필요하다. 29(97.7%)

5.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전파된다. 16(53.3%)

6.보호자는 병실 내에서 전용 가운을 입고 있어야 한다. 27(90.0%)

7.병실환경을 매일 소독제로 청소하는 것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
구균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된다.

21(70.0%)

8.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소독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25(85.3%)

9.보호자나 방문객은 병실에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한다. 30(100.0%)

10.보호자나 방문객은 병실을 나갈 때 손을 씻어야 한다. 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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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 분석 시 성별,연령,진료과,격리기간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 6>일반적 특성에 따른 VRE및 격리 지식정도
N=30

일반적 특성 점수 torF pvalue
성별
남
여

7.94
7.77

0.359 .722

연령
�30
30-50
51-69
�70

8.00
8.25
7.78
7.00

0.437 .728

진료과
혈액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기타

8.44
6.50
7.50
7.33
8.67
8.00

1.466 .238

격리기간
5일 미만
5일 이상-10일 미만
10일 이상-30일 미만
30일 이상

7.63
7.56
8.30
8.00

0.504 .68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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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VRE가 분리된 환자가 격리 조치로 인해 겪게 되는 경험을 면담
을 통해 대상자가 표현하는 느낌과 생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또한 격리 경험
과 관련 있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VRE및 격리에 대한 VRE분리 환자의 지
식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고 관련 요인에 따른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11...격격격리리리 중중중인인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공공공통통통 경경경험험험

대상자들의 격리에 대한 경험은 격리와 관련된 부정적 표현과 긍정적 표현으
로 구분되었다.부정적 표현으로는 불쾌감을 7명의 대상자가 표현하여 우세하였
다.인간의 감정 중 특히 불쾌감에 관해 논의한 연구(김영아 등,1998;Larsen&
Dienr,1992)를 보면 인간의 감성을 쾌-불쾌와 각성-이완의 3차원화 하여 정의하
고 있으며 각성상태의 불쾌 요소인 불안,분노,짜증과 이완상태의 불쾌 요소인
권태,우울,피로 등이 나타난다고 논의하고 있다.대상자들은 불쾌감을 일으키는
이유를 타인과 분리됨에 따른 요인,격리로 인해 느끼게 되는 차별감으로 인한
요인,자신이 부정적인 개체로 인식되어 자아상이 악화됨으로 인한 것으로 나누
어질 수 있었다.이러한 요인들은 또한 우울과 같은 정서와 연관이 되어 표현되
기도 하였다.대상자 중 6명(43%)이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장기재원 환자로 절망
감,권태로 표현되는 우울한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격리와 관련된 경
험일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가 겪게 되는 감정과도 일치하고 있다(이순희,
1991).
절망감은 Schneider(1980)에 의해 무능감,무력감,실망,포기가 순환적으로 작용
하는 연속적인 상태로 정의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일상생활
에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라기보다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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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개인적 상태와 환경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상태라
고 하였다(김현실 등,1992).또한 우울은 AmericanPsychiatryAssociation(1994)에
서 무희망감,불안정감,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김준영(2005)의 당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나 이순희(1991)의 복막투석환자의 가정간호에 관한 연구에서의 절망감,무력감
과 같은 우울한 정서에 대한 반응과 같이 만성질환자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표현
과 일치하고 있어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영순(1983)의 격리병동 환자의 불안요인 및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격리로 인
한 상태 불안의 내용 중 ‘병원에 오래있게 될까봐’,‘나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사람
이 감염될까봐’등의 표현 등은 대상자들의 ‘타인에 대한 걱정’,‘치료에 대한 불
안/걱정’의 표현과 의미가 상통하고 있다.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 방법으
로는 교육이나 정보제공,지지적 접촉이나 정서적지지,이완요법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은 환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질병과정 상의 경험들을 이
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 환자의 지식이나 정서적 장애,지시의 이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김금순,유경희,1991)격리 중인 대상자들의 불
안을 감소시키고 격리지침에 대한 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강화를
제시할 수 있겠다.그러나 격리 시 모든 대상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대상자들 중 4명은 ‘이해 부족’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면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VRE 및 격리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의
강화와 함께 대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 논의가 필요하겠다.
격리 경험 중인 대상자들은 공간적인 차단과 더불어 ‘고립감’을 표현하였는데
Prinz(1985)에 의하면 고립감이란 사회관계의 중단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에서 실패하는 것이며 이도건(1957)에 의하면 사회 환경을 인간관계라는 관점
에서 보아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다.또한 대상자들은 ‘사회적 편견 인식’을 경험하고 있어 격리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사회관계가 중단되고 직원이나 방문객 등 제한된 타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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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격리
를 경험하는 대상자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그로 인해 절망이나 우울,억울하고
분한 감정들과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격리 경험 중 긍정적 표현으로는 대상자의 7명이 ‘대상자의 평정’을
표현하고 있어 우세하였다.평정이란 마음의 동요가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이 없는 상태이다.불안이나 두려움 등은 자율
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변화시키고 심리적인 변화로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환자로서의 대상자에게 격리조치와 관계없이 평정을 유지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대상자들이 ‘평정‘을 경험한 경우
자신의 신체 변화가 없고 의료진의 태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
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 의료진의 일관된 태도가 환자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중 3명은 격리조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였는데 대상자들의 표
현 중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재차 설명을 듣고나서 이해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어 반복 교육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상자는 격리조치에 대해 이해한
후 병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육을
통한 이해와 공감이 지시이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한 대상자들은 모두 ’평정‘을 경험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어 격리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서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격리 중인 대상자들이 경험한 ‘의료진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걱정’은 환
자인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에 고정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차단된 격리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대상자의
강점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대상자 중 5명이 표현한 ‘지식추구‘는 수동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
는 상태로 재원기간이 30일 이상인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성질환자들이 경험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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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지식추구’를 표현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
다면 격리지침 이행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222...격격격리리리 중중중인인인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개개개별별별 경경경험험험

대상자들 중 여성의 경우 ‘우울‘,’불안감‘,’절망/슬픔‘등 다양한 정서를 표현
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역할,신체적 질환의 경험,결혼문제와
관련된 불만족의 느낌,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우울과 연관이 있다(류성훈,이귀
행,오상우,1990)는 연구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신체기능 관련 우울이
높다는 박인옥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최종 학력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주로

표현하며 ‘의료진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VRE 및 격리지침
지식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의료진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고 있어 학력과 지식정
도의 연관성이 격리 경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고립감‘이나 ’절망/슬픔’,‘상황에 대한 부정‘등 부

정적인 경험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Westberg(1955)에 따르면 방문객이 적거나 없
어서 외로운 사람,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서 영적 요구가 나타난다고 하
였고 Pumprey(1979)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치료과정의 진행이 영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기 중에 하나라고 하여 격리 중
인 대상자에서 영적 요구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영적 요구를 종교
가 있는 대상자는 충족될 수 있으나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영적 요구가 충족되
지 못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긍정적인 표현 중 ‘안전한 느낌/안도감’을 표현한 대상자 중 대부분이 혈액내

과가 진료과였는데 혈액내과 대상자가 면역력 저하 환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진
료과의 질환 특성 상 역격리의 개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때문에 격리로
인한 ‘사회적 편견 인식’이나 ‘고립감/사회적 격리’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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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경험 중인 대상자들 중 격리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
한 답답함을 표현하였는데 1인실을 격리실로 사용하는 본 연구 대상자들은 사적
공간 확보로 만족함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는 윤성원
(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독실을 사용하게 하는 완전격리를 포함한 감염관리를
실시한 경우 0.75건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VRE발생빈도가 감소한 결과와
같이 1인실 격리의 유용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박연정 등(2007)의 국내 종합병
원 항균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를 본 연구결과 아직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격리
병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환자의 만족도를
고려하더라도 1인실 격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격리기간에 따라 경험에 차이가 있어서 격리 기간 5일 미만에는 ‘치료에 대한

불안/걱정’을 표현하고 5일 이상 에서는 ‘타인에 대한 걱정’,‘지식 추구‘는 격리
기간 5일에서 10일 사이에 표현하고 있어 격리기간별로 겪는 경험에 준하여 교
육의 내용을 강조하고 시기별로 교육을 시행하면 격리 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
하고 격리지침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격리가 길어질
수록 직원은 격리 환자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격리 중인 환자들이 경험
하는 표현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교육내용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격리를 경험하는 대상자들의 표현은 격리와 관련된 부정적 표
현과 긍정적 표현으로 구분되었다.부정적 표현으로는 불쾌감,사회적 편견 인식,
답답함,고립감/사회적 격리,이해부족,절망/슬픔,우울,당혹감,억울함/분함,불
만,불안/걱정,부정,규정을 지키지 않음이 있었고 긍정적 표현으로는 대상자의
평정,이해와 공감,의료진에 대한 배려,만족감,타인에 대한 걱정,안전한 느낌/
안도감,의료진에 대한 신뢰,지식추구가 포함되었다.
환자로서 대상자가 격리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능한 겪지 않으면서
격리지침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되 대
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야 하고 만성질환자가 겪는 우
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을 중재하기 위해 정서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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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진은 일관된 태도로 환자를 대하며 이해
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반복교육을 고려하고 격리기간에 따라 시기별로 강조
해야 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격격격리리리 경경경험험험과과과 지지지식식식정정정도도도

대상자들의 격리 경험 중 부정적 경험인 ‘이해부족‘과 긍정적 경험에서의 ’지식추
구‘는 대상자의 지식과 관련된 경험이며 대상자의 지식정도와 이해정도는 대상자들
의 다른 경험 즉 ’절망/슬픔‘,’억울함/분함‘,’불안/걱정‘등의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인 ’이해와 공감‘,’대상자의 평정‘,’만족감‘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격리 경험에
서 중요한 요소이다.지식정도 측정 결과 대상자들은 ’보호자나 방문객은 병실에 들
어오거나 나갈 때 손을 씻어야 한다’,‘나와 접촉하는 병원 직원은 가운과 장갑 사
용이 필요하다.’,‘보호자는 병실 내에서 전용 가운을 입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격리지침 항목에 대해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
균은 환경을 오염 시킨다’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전파된다.’,‘항생제 사용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
다.’,‘병실 환경을 매일 소독제로 청소하는 것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 줄어
드는 데 도움이 된다.’등 VRE의 발생 및 전파경로에 대한 항목에서의 정답률은
낮아 VRE분리 환자 교육 시 VRE발생 및 전파경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김옥수(1985)에 의하면 질환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환자 역할행위를 더 잘 이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VRE분리 환자들
이 격리지침에 대한 정답률이 높은 것에 비해 격리지침 이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행위의 변화는 개인의 태도와 신념,교육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고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므로
(박영임,1994)VRE발생과 전파경로에 대한 교육 강화를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VRE분리 환자의 격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라서 격리지침
의 이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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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VRE 분리 환자가 격리 조치로 인해 겪게 되는 경험을 대상자가
표현하는 느낌과 생각으로 확인하고 관련 요인에 따른 경험의 내용을 파악함으
로서 격리중인 VRE분리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격리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감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면담을 통해 실시된 서술
적 탐색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24일까지로 연구대상자는 서울
Y대 부속병원에 입원 중 VRE가 처음 분리된 성인 환자로 1인실에 격리를 시
작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고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대
상자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직접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
분석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격리 중인 VRE분리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33세에서 83세였으며 남자가 5명,여자가 9명이었다.대상

자의 진료과로는 혈액내과 6명,소화기내과 4명,외과 2명,산부인과 1명,신장내
과 1명이었고 입원기간은 6-91일(평균 36일),격리기간은 2-45일(평균 12일)이었
다.

2)대상자들의 격리에 대한 경험은 부정적 표현으로는 불쾌감(타인과의 분리
에 따른 불쾌감,차별에 따른 불쾌감,자아상 악화로 인한 불쾌감),사회적 편견
인식,답답함,고립감/사회적 격리,이해부족,절망/슬픔,우울,당혹감,억울함/분
함,불만,불안/걱정,부정,규정을 지키지 않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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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격리 중인 대상자는 긍정적 표현으로 대상자의 평정,이해와 공감,의료진
에 대한 배려,만족감,타인에 대한 걱정,안전한 느낌/안도감,의료진에 대한 신
뢰,지식추구가 포함되었다.

4)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우울‘,’불안감‘,’절망/슬픔‘등 다양한 정서를 표
현하였으며 학력이 높거나 지식정도가 높은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주로 표현하며 ‘의료진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종교가 있는 대
상자의 경우 ‘고립감‘이나 ’절망/슬픔’,‘상황에 대한 부정‘등 부정적인 경험을 표
현하지 않았다.‘안전한 느낌/안도감’을 표현한 대상자 중 대부분이 혈액내과 환
자로 혈액내과 대상자들은 격리로 인한 ‘사회적 편견 인식’이나 ‘고립감/사회적
격리’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격리기간별로는 격리 기간 5일 미만에는
‘치료에 대한 불안/걱정’을 표현하고 5일 이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걱정’을,‘지
식 추구‘는 격리 기간 5일에서 10일 사이에 표현하고 있었다.

5)VRE및 격리에 대한 VRE분리 환자의 지식정도 확인 시 일반적 특성(성
별,연령,진료과,격리기간)에 따른 지식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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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VRE분리환자의 격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하고 감염관리실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4인
과 간호학과 교수 3인에게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그 신
뢰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격리기간이 긴 경우 격리 초기 경험을 표현할 때 기억
이 오래되어 경험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료과나 중등도,격리 병실 종류와 격리기간,입원기간에 따른 경험이 다

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14명에 불과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
나 환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333...제제제언언언

VRE 분리환자의 격리경험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위해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환자 특
성별로 격리 경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1인실 격리 중인 환자뿐만 아니라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와 그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3)격리 기간 별로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4)격리에 대한 지식정도에 따른 격리지침 이행정도를 파악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5)격리중인 VRE분리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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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설명문설명문설명문설명문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설명문설명문설명문설명문

본 연구는 격리실을 이용 중인 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목적

으로 환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참여는 연구자와 1회

의 면접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얻어진 내용은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되며 피험자에게는 다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면접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무기명 처리되므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

되며 연구결과가 출판된 경우에도 피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 상태로 유지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자는 세브란스 병원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에서 감염관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입장을 

보다 이해하고 그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를 파악하여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자
성명         (서명)

연락처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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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피피피험험험자자자 동동동의의의서서서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본인은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

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험자 설명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

다.

          년     월     일 

피험자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TEL :

H.P :

연구자
성명          (서명)

연락처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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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면면면담담담용용용 질질질문문문지지지

< < < < VRE VRE VRE VRE 분리 분리 분리 분리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격리 격리 격리 격리 경험 경험 경험 경험 >>>>

조사일: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1. 1. 1. 1.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 사항 사항 사항                                 

2. 2. 2. 2. 격리 격리 격리 격리 중인 중인 중인 중인 VRE VRE VRE VRE 환자에게 환자에게 환자에게 환자에게 질문질문질문질문

2,1 격리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가) 격리실 이용에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나) 격리실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나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생각들

을 말씀해 주십시오.(표현 그대로 기록)

다) 격리실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환자가 말하는 용어 기록 ) 

이름: 성별/나이:

진료과/주치의: 병동/병실:

진단명/수술명:

입원일: VRE 분리보고일/ 격리 시작일: 

이전 입원경험: 면담시 동반자:

최종학력: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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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의 질문에서 환자가 말한 용어 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

오.

  마) 위의 질문에서 환자가 말한 용어 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경로: 의료진(의사/간호사), 방송매체, 인터넷, 기타

 ∙    시기: 입원전, 입원후, 격리되면서

바)  위의 질문에서 환자가 말한 용어 에 대해 알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환자가 표현한 그대로 기록)

  사) 위의 질문에서 환자가 말한 용어 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 격리실 이용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호자나 방문객의 제한/ 병실 출입시 손위생/ 상주 보호자는 가운 사용/ 화장실 소독비누 사용

  자) 격리실 이용이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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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지지지식식식정정정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성명성명성명성명                                                                                                                                연령 연령 연령 연령                                                         성별 성별 성별 성별                                                 

**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이 항목이 항목이 항목이 맞으면 맞으면 맞으면 맞으면 O, O, O, O, 틀리면 틀리면 틀리면 틀리면 X X X X 표시를 표시를 표시를 표시를 해주세요해주세요해주세요해주세요....

1.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2. 항생제 사용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다른 문제가 없으면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이 있어도 퇴원이 가능하다. 

                                                                          

4. 나와 접촉하는 병원 직원은 가운과 장갑 사용이 필요하다. 

                                                                          

5.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전파된다.  

                                                                           

6. 보호자는 병실 내에서 전용 가운을 입고 있어야 한다.   

                                                                          

7. 병실환경을 매일 소독제로 청소하는 것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된다.                                                         

8.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소독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9. 보호자나 방문객은 병실에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한다.  

                                                                            

10. 보호자나 방문객은 병실을 나갈 때 손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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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VVVRRREEE분분분리리리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격격격리리리 경경경험험험

111...부부부정정정적적적 경경경험험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개념개념개념개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표현표현표현표현

불쾌감

타인과 분리

됨에 따른

불쾌감(n=4)

격리실 이용 시 보호자가 가운을 입어야 하는 건 사실 기
분이 나빠요.딸도 그래서 안 입고 있구요.#1
격리실 이용하면서 가운을 입는 것은 사람사이에 간격,거
리감을 느끼게 해요.#10
격리실 이용 시 간병인이 가운을 입는 거는 내가 더 기분이
좋지 않을 거 같아서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10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나를 경
계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9
격리실 이용 시 직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이 이해는 되지
만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아#6

차별에 따른

불쾌감(n=4)

모두 격리실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1
격리실을 사용하면서 청소를 이전보다 안해주는 게 내가
균이 나와서 그러는 건가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3
격리실 이용 시 청소를 제일 나중에 하는 거 같고 우리가 격
리실을 써서 그런가 차별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 나빠요.#11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처음에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
아.#6
참 서러운 게 감염 어쩌고 하니까 청소아줌마가 청소도
잘 안해주는 거에요.#1
다른 환자들이랑 얘기를 피하게 되니까 나를 이상하게 생
각할 거 같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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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상 악화

로 인한 

불쾌감(n=4)

격리실에 오는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오는 게 내가 좀 나쁜
어떤 것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약간 나빴어요.#9
격리실을 처음 이용할 때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걸 보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주치의한테 내가 무슨 벌레도 아
니고 왜 그런 걸 입냐면서 화를 냈어요.#10
격리실 이용 시 가운을 철저하게 입는 것을 보면 내가 큰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갑갑한 느낌이 들어
요.#13

이동제한으로 인한

답답함(n=4)

격리실 이용 시 병실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어렵지만 벽 같은 데 잡지 않고 조심해서 나
가는 거는 괜찮죠?#7
격리실 이용으로 병실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해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검사 갈 때 바람 쐰다고 생각해요.#10
격리실 이용 시 병실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답답한데
참고 있는 게 어려워.#6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병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나가
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9

사회적 편견 인식

(n=3)

다른 환자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 거 같고 사람들 눈이 의
식되는데,격리병동으로 옮길 수는 없나?#6
격리실에 있으면서 병실 표식이 부담되고 병원에 있는 게
눈치보이고 힘들어요.우리는 저런 거(표식)붙이지 않아
도 조심할 수 있어요.#1
이 병동에서 나혼자 격리실에 있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14
일반 병동에서 혼자 격리실을 쓴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이 좋지가 않아#6
격리실이라 그런지 청소아줌마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게 다 보여요.어찌나 서럽고 우울하던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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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감/ 사회적 격리

(n=3)

이 병동에서 나 혼자 격리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이 좀 이상해.#14
격리실은 그냥 감옥같아요.#1
격리실을 이용하는 것은 고급 감옥의 독방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13
다인실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마음이 좋아지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와도 뭐라 말도 못하겠고 내가 얼른 돌
려보내요.나 때문에 혹시 안좋은 영향을 받을까봐..#1

이해 부족

(n=5)

눈높이가

맞지 않는

정 보 제 공

(n=2)

VRE 에 대해 간호사가 설명해 줬지만 우리가 자세한 건
알 턱이 없죠.#8
VRE 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줬는데 내 영역이 아니니까
들어도 잘 모르겠네.#6

정보부족

에 따른

의구심

(n=4)

VRE에 대해 들었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별로 독한 균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운을 입는 걸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
아요.아무래도 나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거 같아요.#9
격리실을 이용 시 VRE가 건강한 사람에겐 괜찮다면서 왜
보호자에게는 가운을 입으라고 하는 거지요?#8
VRE로 격리실 이용 중 병실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13
격리실 비용에 대해 의료진은 아무도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1

절망/슬픔(n=1)

격리실로 이동한 후 VRE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이
절망이었어요.#1
VRE가 안 없어진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우울하고 희
망도 없고...#1
다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정이 난 데다가 격리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막 나더라구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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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n=2)

격리실이라 그런지 청소아줌마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게 다 보여요.어찌나 서럽고 우울하던지.#1
격리실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데 격리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짜피 기운이 없고 움직이기 싫어져서 밖으

로 나가지 않아요.#12

당혹감(n=3)

격리실 이용 시 직원이 우리식구(보호자)앞에서 감염환자
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정말 민망하고 황당했대요.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13
VRE에 대해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균이 나왔다고 얘기하
니까 놀라고 기분도 좋지 않더라구요.#10
격리를 시작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갑자기 우리가 마
치 다른 사람들에게 균을 옮기기라도 한 것처럼 요란스럽
게 대해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8

피해자로서의 억울함

/분함(n=3)

나보고 VRE가 나왔다고 뭘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데 내가
병원에서 옮은 거 아닌가요?억울해요.정말..#8
VRE에 대해 들었을 때 VRE로 격리하는 거는 환자한테
모든 걸 책임지게 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10
격리실 처음 이용할 때 화가 나고 인권침해라는 생각도
들어서 신문에 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10
집에 안 보내줄려고 격리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화가 나#2

관리에 대한 불만

(n=2)

격리실 이용 시 청소를 잘 안해 주는 거 같아 불편해
요.#13
격리실을 이용하니까 청소를 이전보다 잘 안해주는 거 같
아 불편해요.#9

치료에 대한 

불안/걱정(n=2)

처음 격리실로 이동했을 때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없
던 균이 생겼다고 하니까 치료하는데 영향을 줄까봐 걱정
이 됐어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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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긍긍긍정정정적적적 경경경험험험

격리실로 옮기고 나서 격리를 위해 방안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격리표식을 붙이고 하니까 겁도 나고 마음이 절망이
었어요.#1

상황에 대한 부정

(n=1)

VRE와 격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균에 대해 잘은 모
르겠어요.어쨌든 나한테서 균이 나왔다는 게 도대체 믿기
지 않아요.내가 그런 균이 나올 것 같이 보여요?#13

규정을 지키지 않음

(n=2)

어디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정 답답할 깨는 나가더라고
눈치 보느라고 몰래 나갔다가 몰래 들어와요.#1
격리실 이용 시 병실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어렵지만 벽 같은 데 잡지 않고 조심해서 나
가긴 하는데 그정도는 괜찮죠?#7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개념개념개념개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표현표현표현표현

대상자의 평정(n=7)

VRE에 대해 들었지만 별로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
어요.균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니까요.#4
균이 나왔다고 했지만 아픈 데는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아#2
격리실에 있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5
VRE에 대해 들었지만 큰 염려는 안돼요.의료진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 무의식적으로 심각한 균이 아니
라는 느낌이 들어요.#3
VRE에 대해 들었지만 우리 담당의가 치료할 필요가 없다
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돼.#6
VRE에 대해 들었지만 별 느낌이 없어요.원래 아픈 상태
라 워낙 있는 내 병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 같아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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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에 대해 들은 후 의사선생님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하는 거 같지 않아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14

이해와 공감(n=3)

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재차 설명을 듣고는 이해가 되더라
구.공감이 가고..병원은 여러사람이 지내는 곳이니까 관
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6
격리실 이용 시 병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불편은 나한테서
균이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12
격리실 이용 시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거는 나 

땜에 그러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서 해주

는 대로 해야지.. #14

의료진에 대한 배려

(n=4)

격리실을 이용하다 보니 지금은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게
덥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10
격리실 이용 시 직원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건 귀찮고
불편한 걸 해 주는 거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요.#12
격리실에 직원이 비닐옷을 입고 들어오는 건 불편하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5
격리실 이용 시 의료진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거는 선
생님들이 귀찮겠다는 생각은 들어요.#7

타인에 대한 걱정

(n=3)

격리실 이용 시 방문객이 오면 나 때문에 감염될까봐 얼
른 가라고 말해줘요.더 자세한 말은 못해주겠어요.#10
격리실에서 방문객이 저를 보러왔는데 감염이 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방문객에게 비닐옷이나 장갑을 사용하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3
격리실에서 보호자는 가운을 입어야 할텐데,우리 남편은
너무 유난스럽게 보일까봐 그러는지 안 입더라구요.#3

안전한 느낌/ 

안도감(n=4)

VRE 균이 나왔다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병실,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찝찝했어요.오히려 격리실을 사용하게 되니까
마음이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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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을 이용하면서 의료진이 가운을 입고 오는 건 좋은
느낌이 들어요.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느낌이 들어요.#4
격리실에서 직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느낌이 들어요.#3
격리실 이용 시 가운을 입는 것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
었지만 지금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것라는 생
각이 들어요.#11

사적 공간 확보로 

인한 만족감(n=4)

격리실 이용으로 불편한 건 없고 혼자 쓰니까 좋아.#2
격리실 이용이 별로 크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아요.워낙
사람들 많은 곳에 있기 싫었는데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어
요.#11
격리실 이용으로 좋은 1인실을 쓰게 해주니까 고맙고 미
안한 마음이 들어요.#12
격리실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쓰면서
돈은 얼마 안드니까 고맙지요.#7

의료진에 대한 신뢰

(n=3)

VRE에 대해 들은 후 선생님들이 알아서 치료해 줄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다른 느낌이나 생각이 들지는 않았
어요.#5
VRE 에 대해 들었지만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치료해주겠
지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무슨 느낌은 없어요.지금 치료
받고 있으니까 균도 치료되겠지 하는 생각이지요.#7
무슨 균이 나와서 격리실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격리실을
쓰라면 필요하니까 쓰라는 거겠지...#2
VRE 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들한테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가보다 했어요.#7

지식추구(n=5)
VRE가 나와서 격리실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
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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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가 어떻게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10
VRE에 대해 들은 후 이 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내
가 열이 나는 것과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요.#11
VRE 가 도대체 몸에 무슨 작용을 하길래 격리까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3
격리실 이용 시 소독비누는 언제 써야 하는 건지 잘 몰랐
는데.난 못들은 거 같은데 알려줘요.#6

VRE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
아보려구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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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hhheeeIIIsssooolllaaatttiiiooonnn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ooofff
VVVRRREEE(((VVVaaannncccooommmyyyccciiinnn---RRReeesssiiissstttaaannntttEEEnnnttteeerrrooocccooocccccciii)))pppaaatttiiieeennnttt

Kweon,OhMee
DepartmentofInfectionControl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VRE) is the nosocomial pathogen 

which is transmitted across patients or between patients and clinicians.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VRE in a hospital because the 

VRE settle in a hospital characteristically, so it is emphasized that the 

appropriate isolation of VRE patients, clinicians' compliance with isolation 

precaution and following the isolation regulation by VRE patients. 

For the patient, isolation restricts a patient not to have a social 

relationship and could reduce the quality of life because it's not only the 

social isolation but also the limitation of patient activity. But there is no 

research for isolated VRE patients even though those patients could have 

experience of delicate emotional change.

Therefore,thepurposeofthisstudy istoletthem developtheeducation
program forcompliance ofisolation precaution and the effective infection
controlby confirming theisolation experienceofVRE patients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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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ndthoughtexpressedbythemselvesandbyunderstandingtheVRE
patientinisolation.

ToresearchtheisolationexperienceofVRE patients,thedataiscollected
using the semi-structured survey by interviewing the 14 adults who is
corresponding to the criteria among the isolated VRE patients firstly in
admittedtotheY-universityhospitalinSeoul.

Theresultofthisstudyareasfollows.

1.Thescopeofthisstudy was5malesand 9femaleswhoseagewere
33years to 83years,6 among them admitted to the Hematology,4 to the
Gastroenterology,2toGeneralsurgery and 1totheobstetrical-gynecology.
Theadmission dayswere6to91days(theaveragewas36days)andthe
isolateddayswere2to45days(theaveragewas12days).

2.Theexperienceofisolationwasthedispleasure(causedbyseparationfrom
others,differentiation orthechangeofworseself-image),a recognition of
socialprejudice,stuffiness,a sense ofisolation,a lack ofunderstanding,
dispair/sadness, depression, embarrassment, unfairness, dissatisfaction,
anxiety/concern,denialand non-compliance with regulation as a negative
expression.

3.The isolated patients expressed calmness,understanding and sympathy,
considerationforclinicians,satisfaction,concernforothers,safety/asenseof
security,trust for clinicians and an inquiry into knowledge as positiv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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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omenexpressed'depression','anxiety'and'despair/sadness'andsoon
comparing to men. The high-educated or high-knowledgeable patients
expressed their experience aboutth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had a
experienceof'considerationforclinicians'.Thereligiouspatientsdidn'thave
the negative experience likes 'a sense ofisolation','despair/sadness','the
denialofsituation'.Mostofthem whoexpressed'safety/asenseofsecurity'
werethepatientswhoadmittedtothehematology,andtheydidn'texpressthe
experienceof'therecognitionofsocialprejudice'or'asenseofisolation/the
socialisolation'.Based on the isolation period,patients less than 5 days
expressed'concern aboutthetreatment',patientsmorethan 5days'concern
aboutothers'and5to10daysexpressed'aninquiryintoknowledge'

5.There is no significantdifference ofknowledge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thegender,theage,themedicaldepartmentandtheisolation
period)instudyoftheVRE patients' knowledgelevelaboutVRE itselfand
isolation.

Thesuggestiontoincreasethecompliancetheisolationinstructionbasedonthe
resultofthisstudyisthatthecliniciansshouldprovidetheemotionalsupportto
intervenepatients'negativeexperience.Cliniciansshouldconsidertherepeated
educationselecting theeducationcontentsbasedontheisolationperiodand
keep theconsistentattitudeforthepatientstomakepatientscalm reducing
anxietyanddispleasure.Anditisnecessarytodeveloptheeducationmethod
andtheeducationprogram toincreaseunderstanding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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