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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착용

  본 연구는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착용 현황을 조사하고 착용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서울 소재 4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실, 응급실,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23 세로 25 세 이상 30 세 미만이 44.4%로 가장 많았

고, 여자가 92.5%로 대부분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9.0%로 기혼보다 많았

고,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58.3%로 동거인이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총 임상경

력은 평균 7.15 년이었고, 현 부서경력은 평균 4.59 년이었으며, 소속부서는 중환

자실 56.1%, 호흡기 내과병동 22.5%, 응급실 21.4%였다. 대상자의 80.2%가 전

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급성 호흡기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0.7%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에 대한 교육을 최소 3 시간 이상 

받은 대상자는 46.5%,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관련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92.0%였다. 

2.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20 점 만점에 

평균 18.8 점이었다. 연령이 35 세 이상인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

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25 세 미만, 25 세 이상 30 세 미만인 대상자의 지식

보다 높았고(F=3.210,p=0.024),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 있는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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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개인

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지식보다 높

았다(t=-2.825,p=0.015).

3.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는 5 점 만점에 평

균 3.76 점이었다. 연령이 35 세 이상인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30 세 이상 35 세 미만인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

다(F=3.174,p=0.025).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미치는 위험성을 이해하는 대상자

(t=2.174,p=0.031),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하는 방

법을 이해하는 대상자(t=2.271,p=0.024)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

구에 대한 태도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긍정적이었다. 근무지에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있는 경우(t=-2.920,p=0.004), 환자를 간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경우(t=-4.077,p=0.000),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

로부터 의료진 또는 환자로의 전파가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치료체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t=-3.500,p=0.001),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를 간호할 때 병원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t=-3.190,p=0.002)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못한 근무지에서 근무

하는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

4.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 착용은 ‘일상적인 간호,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시술을 할 때, 혈액이나 체액, 분비

물 등이 튀거나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할 때, 하부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를 시행할 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할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때, 급

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 미터 이내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상황 

모두에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개인보호

장구를 모두 착용한 대상자는 14.4%이었다. 개인보호장구 종류별로 7 가지 상황

에서 모두 착용한 경우는 마스크가 50.8%로 가장 높았고, 장갑 39.6%, 긴 소매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23.0%, 안면보호장구 15.5%의 순이었다. 7 가지 상황에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의 모든 개인보호장구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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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군에서 35 세 이상 (=8.163,p=0.037), 총 임상경력이 5 년 이상(

=9.650,p=0.016), 현 부서경력이 5 년 이상(=7.805,p=0.042), 소속부서가 중

환자실인(=6.866,p=0.034) 대상자가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

식은 상당히 높았고, 보통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일상적 간호, 감염 전파 위험

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시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이 튀거나 튈 가능

성이 있는 처치, 하부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 기관 내 삽관, 심폐 소생

술, 환자와 약 1미터 이내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7가지 간호 상황 모두에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갖추는 착용은 매우 낮았지만, 연령이 35세 이상, 총 임상 경력 및 현 부서 경

력이 5년 이상,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높았다. 

따라서 전염성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부서에 

배치되는 신규 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간호

사들이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습관화되어지도록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훈련

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간호사, 개인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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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인적, 공간적 자원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각종 감염환자들

이 면역력이 저하된 다른 환자나 병원 내 직원들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정선영, 2003). 의료진은 병원환경 내에서 스스로 병원균에 감염이 될 위험과 

함께 다른 환자 또는 동료 의료진에게 병원균을 전파시킬 위험도 높다(Robyn 

Mitchell et al., 2012; 이경아, 김화순, 이영휘, & 함옥경, 2012).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를 자주 접하는 고위험 부서인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다른 부서, 다른 직종의 의료진보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

하면서 감염된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

에 감염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Jo et al., 2008; 윤진하 et al., 2011), 의료

진 중 환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고 24시간 동안 상주하는 간호사는 급성 호흡기 감염

병의 감염 위험과 전파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병원 내에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

히 의료진을 통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병원 내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중요하며 가장 기본적이다(Robyn Mitchell et 

al., 2012). 그러나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당연한 조치임

에도 불구하고 국외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율은 16.8~62%로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다(Daugherty et al., 2009; Hu et al., 2012; Nichol et al., 2008; Nichol et 

al., 2013; Reid et al., 2011; R. Mitchell et al., 2013). 국내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

자 A(H1N1)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유

행을 겪었음에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과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현황 조사 또는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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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보고된 바 없다. 또한 결핵(김수정 & 강지연, 2010; 박미선, 2014; 양미정, 

2015)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박진희 & 송경애, 2010; 양남영 & 최정실, 

2009; 최정실, 최주순, & 박승미, 2009)의 감염관리 지침 이행을 조사한 결과, 의료

진의 개인보호장구 이행 정도가 낮은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의료진 개인보호장

구 착용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관련된 요인은 

직업, 결혼상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믿음(Daugherty et al., 2009), 인플루엔자 백

신접종, 개인보호장구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인보호장구의 상시 이용가능성, 

인플루엔자 환자임을 인지하는 것,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상사의 질책으로 확

인되었다(Hu et al., 2012). 또한 Nichol 등(2008)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5년 이상의 

경력, 평소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습관, 언론 보도의 중요성 인지, 조직의 지지를 관련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Nichol 등(2013)의 연구에서는 소속 부서, 평소 개인보호장구

의 착용 습관, 개인보호장구의 상시 이용가능성, 개인보호장구 착용 교육과 호흡기 보

호구 밀착 테스트, 조직의 지지, 의사소통을 관련 요인으로 보고하였고, Rozenbojm, 

Nichol, Spielmann, and Holness (2015)는 교육 정도, 연령, 경력, 부서 내 의사소통

을 관련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구

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의료진의 소속 부서나 근무경력,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습관 뿐만 아니라 근무지의 지침이나 보고 체계 여부, 병원의 정보제

공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심

으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착용을 파악하고 이들의 개인보호장구 착

용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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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급성 호

흡기 감염병에 의한 의료관련감염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현황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지식, 태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착용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급성 호흡기 감염병(Acute respiratory infections, ARIs)

(1) 이론적 정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ARIs)이란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호

흡기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며,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influenza virus, 

parainfluenza virus, rhino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SARS-CoV)등이 포함된다(WHO, 201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Avian influenza virus(조류 인

플루엔자 바이러스), SARS coronavirus(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MERS coronavirus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가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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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1) 이론적 정의: 병원 환경에서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대비하여 의료진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수한 옷 또는 장비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포함한다(Larson 

& Liverman, 201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비말(혹은 공기) 및 접촉 전파 주의에 준하여 안면보

호장구(고글 또는 안면 가리개), 마스크(일반 마스크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4가지를 말한다. 

①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 의

료 현장에서 전염성과 유행성이 발생하기 쉬운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감염 예방과 통

제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MERS(CDC, 2015b), SARS(CDC, 2004), 조류 인플루

엔자 A(CDC, 2015a)의 의료기관 관리 지침”과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MERS 대응지

침(질병관리본부, 2016)과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질

병관리본부, 201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경로, 손

위생,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에 대한 지식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②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는 인플루엔자 H1N1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u et al. (2012)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

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측정도구로 측정한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③ 개인보호장구 착용 

  본 연구에서 개인보호장구 착용은 Hu et al. (2012)의 도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

발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간호 시간 동안, 감염 전파

의 위험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시술을 할 때,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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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거나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할 때, 하부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를 

시행할 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할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때,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7가지 간호 상황에서 안면보

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정도

를 자가보고식으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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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서의 개인보호장구와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관

련 지식, 태도 및 착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서의 개인보호장구

  급성 호흡기 감염병(ARIs)은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호흡기관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감염성 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감염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기 쉽

다(WHO, 2014).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열과 

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 곤란, 천명음 등을 포함하며, 증상의 시작은 감염 후 수 시간 

에서 수일까지 일반적으로 급박하게 나타난다.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influenza virus, 

parainfluenza virus, rhino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SARS-CoV)등으로 다양하다(WHO, 2014). 특히 

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흔한 병원체이며, 병원 내 유입되었을 때 갑작

스러운 발생(outbreak)의 흔한 원인이 된다(Seto, Conly, Pessoa-Silva, Malik, & 

Eremin, 2013).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

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은 유행성 또는 전염성을 일으키기 쉬운 병원

체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유행성 및 전염성 질환 관리부서(The Department of 

Pandemic and Epidemic Diseases [PED])”에서 관리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인적, 공간적 자원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각종 감염환자들

이 면역력이 저하된 다른 환자나 병원 내 직원들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장소가 되기도 

하며(정선영, 2003), 의료진은 감염원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간접적 접촉이 

많아 스스로 병원균에 감염이 될 위험과 함께 다른 환자 또는 동료 의료진에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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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전파시킬 위험도 높다(Pearson, Bridges, & Harper, 2006; Robyn Mitchell et 

al., 2012; 이경아 et at., 2012). 

  특히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병원 내에서 전파될 경우 그 심각성과 중증도가 더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병원 내 전파 예방을 위해 2007년 세

계보건기구(WHO)는 “보건 의료 현장에서 전염성과 유행성이 발생하기 쉬운 급성 호

흡기 감염병의 감염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침”(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epidemic-and pandemic-prone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in health care 

guideline)을 제시하고 2014년 개정하였다.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급성 호흡기 감염

병 의심 환자가 내원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고 환자에게는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시키

고, 다른 환자 또는 의료진과 분리 후, 의학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적절

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표준주의을 기본으로 하고 위험 요인

에 따라 접촉, 비말, 공기 주의를 추가하여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데 감염 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더욱 강화된 전

파매개주의의 적용과 그에 맞는 개인보호장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WHO, 2014). 감

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과보호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큰 자원의 사용을 초래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의료관련감염의 적절한 봉쇄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

(Daugherty et al., 2009). 

  또한 해당 지침은 향후 예상되는 시술이나 의심되는 병원체에 따른 위험도를 사정

하여 추가적인 임상 증상이나 역학적 위험요인을 가졌을 경우, 의심되거나 확인된 병

원체의 종류에 따라 마스크, 장갑, 긴 소매 가운, 안면보호장구를 조합하여 적용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WHO, 2014). 병원체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데,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없는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접촉 및 비말 매

개 주의,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접촉 및 공

기 매개주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SARS coronavirus)는 접촉 및 비말 매개 주의, 

신종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 coronavirus)는 접촉 

및 공기 매개 주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WHO, 2014, 부록4 참조). 따라서 조

류 인플루엔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가 의심되거나 



- 8 -

확진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는 안면보호장구, 마스크(병원체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일반 또는 N95이상의 동급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4가지를 

일상적인 진료시에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에어

로졸이 발생 가능한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나 기관 내 삽관, 심폐 소생

술, 혈액이나 체액 등의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1미터 이내의 접촉이 예상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된 개인보호장구의 적용이 권고된다(CDC, 2004, 

2015a, 2015b; 질병관리본부, 2013, 2016),

  또한 미국 학술원 산하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의 2011년 “유

행성 독감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전파 예방”(Preventing transmission 

of pandemic influenza and other viral respiratory disease) 지침도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 및 간호할 때에는 감염원의 비말과 접촉의 노출로부터 의료진

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접촉 및 비말 주의에 준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Larson & Liverman, 2011).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시 보건 의

료인의 감염현황과 경로를 제시한 S. G. Kim (2015)의 연구에서도 최근의 급성 호흡

기 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볼 때 발열과 호흡곤란 및 기침을 하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

는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병원 현장에서 개인보호장구(PPE)는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대비

하여 의료진을 보호자고자 하는 특수한 옷 또는 장비로서(Larson & Liverman, 

2011),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정확한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은 병원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

로의 호흡기 감염원의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Hon et al., 2008; 

WHO, 2014). 따라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권고되는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보호장

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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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진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서의 개인보호장구 관련 지식, 

태도 및 착용

  국제 간 여행과 교역의 증대, 이민과 같은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지구

의 온난화 현상과 자연환경의 훼손, 병원체의 돌연변이나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등으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오대규, 2001), 급성 호흡

기 감염병 역시 향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호흡기 질환 환자를 자주 접하

는 고위험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다른 부서, 다른 직종의 의료진보다 급성 호

흡기 감염병 환자를 직접 간호하면서 감염된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Jo et al., 2008; 

윤진하 et al., 2011),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다른 환자, 의료진으로의 전파가 될 가

능성이 잠재되어 있다(Mitchell et al., 2012; 이경아 et al., 2012). 따라서 임상 실무 

현장에서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흡기 감염원의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현장에서 국외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율은 

16.8~62%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Daugherty et al., 2009; Hu et al., 2012; 

Nichol et al., 2008; Nichol et al., 2013; Reid et al., 2011; R. Mitchell et al., 

2013).

  캐나다는 200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험한 후, 열이 있는 호흡기 질환(FRI, 

febrile respiratory illness) 환자를 대면할 때 반드시 4가지 개인보호장구(안면보호

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장갑)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캐

나다의 11개 병원에서 열이 있는 호흡기 질환 환자를 치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관찰 연구를 시행한 결과, 총 442건의 관찰에서 개인보호

장구 착용률은 34%이었고, 개인보호장구 종류별 착용 정도는 장갑 88%, 가운 83%, 

마스크 88%(일반마스크 71%, N95 18%), 안면보호장구 37%이었다(Mitchell et al., 

2013). 2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기 및 전파 매개주의 상황에서 개인보호장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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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고 가상의 환자를 진료한 후 탈의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임상 시뮬레

이션 연구를 시행하여, 개인보호장구 종류별 착용 정도를 관찰한 결과, 마스크는 대상

자의 100%가 착용한 반면 가운과 장갑은 대상자의 58%, 안면 보호장구는 대상자의 

12.5%만 착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E. L. Beam et al., 2014).

  또한 중환자실 의료진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과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착용에 관한 Daugherty 등(2009)의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H1N1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평균 정답률 45.5%, 대상자의 72.2%가 개인보호장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개인보호장구 착용률은 62%이었다. 또한 ‘직업이 간호사일 경우, 결

혼 상태가 기혼일 때, 개인보호장구 사용과 효능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때’ 개인

보호장구의 착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연령, 인종은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중환자

실 의료진의 인플루엔자 H1N1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을 조사한 

Hu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평균 정답률 74%이었고, 대

상자의 73.5%가 개인보호장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에 대한 지식 문항은 대상자의 18%만이 정답을 맞혔으나, 개인보호장구 착용률

은 55%로 자가보고 하였고,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여부,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인보

호장구의 상시 이용 가능성,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낮은 착

용 정도에 대한 상사의 질책’을 보고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염성 호흡기 질환 환자를 간호할 때 착용하는 안면보호장

구(눈 보호장구, 호흡보호구,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Nichol 등(2008)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0%가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개인보호장구

는 감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대상자의 36%가 보여주었

으며, 개인보호장구의 착용률은 42%이었다. 또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정규직, 간호사 경력이 5년 이상, 평소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빈도, 언

론 보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조직의 지지로 확인되었다.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 병동

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Nichol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보호장구 착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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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이었고,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 부서, 평소 개인보호장

구 착용 습관, 개인보호장구의 상시 이용가능성, 교육과 호흡기 보호구 밀착 테스트, 

조직의 지지, 의사소통을 영향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부서 차원의 

안전 환경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Rozenbojm et al. (2015)의 연

구 결과, 개인보호장구 착용률은 44%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육 정도, 연령, 경력, 부서 내 의사소통으로 보고하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이외의 감염성 질환에 있어 병원 의료종사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Reid et al. (2011)는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

으로 감염성 질환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자가보고식 착용정도, 감염 관리 이행

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에서 자주 접하는 질환들의 전파매개주

의에 대한 지식은 11점 만점에 4.9점이었고,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하

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을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한 개인

보호장구 착용은 16.8%로 확인되었다. 특히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측정한 6개의 시나

리오 중에서 ‘열이 있는 호흡기 질환 소아환자’ 상황에서 개인보호장구 종류별 착용률

은 장갑 9.8%, 마스크 11.4%, 가운 3.3%, 안면보호장구 3.3%로 나타났다. ‘개인보호

장구가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구비되어 있고, 착용이 편안할 경우, 자신과 가족 및 환

자를 보호자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폴란드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혈액매개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해 조사한 Ganczak & Szych (2007)의 연구에서 장갑은 대

상자의 83.4%, 가운은 대상자의 40.3%, 안면보호장구는 대상자의 8.8%, 마스크는 대

상자의 33.6%가 항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갑, 가운,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의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대상자는 4.8%였다. 또한 대상자의 개인보호

장구 착용은 병원이 지방자치 공공의료기관일 경우, HIV 감염 획득에 대한 두려움이 

중간 이상일 경우, 이전에 HIV 환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개인보호장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감염원이 없

을 것이라고 확신할 경우(33%), 환자 돌봄에 방해가 되어서(32%), 시간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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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개인보호장구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장구 종류별 착용 실태를 조사한 우승희 & 주온주 

(2010)의 연구에서 마스크는 대상자의 75.6%, 진료용 장갑은 대상자의 60.6%가, 보

안경은 대상자의 23.3%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이유는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 종합해보면 주로 인플루엔자 H1N1 또는 HIV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그 관련 요인을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국외 연구

에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 경력이나 경험 및 교육, 평

소 착용 습관, 개인보호장구의 상시이용가능성, 조직의 지지 또는 부서 내 의사소통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감염관리 지침의 이행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고 반

드시 준수률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 준수에 대한 동기화를 이루는데 지식의 증

가가 필요하고(Askarian, Memrish, & Khan, 2007), 감염관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

른 지식과 태도는 감염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기반이 되므로 중요하다(송주연 & 정인

숙,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부서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착용 현황을 파악하고 착용 관련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감염관리에 기본이 되는 개인보호장구 착용 지침 준수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의료관련감염을 통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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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고위험 노출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

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 현황 및 착용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

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집한 4개 상급종합병원(700병상이상 1500병상 미만 2

개, 1500병상 이상 2개)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응급실, 중환자실 

및 호흡기 내과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입 프리셉터 교육기간이 아닌 독자적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2) 행정 업무가 아닌 직접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자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hen(1988)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라 검정에 필요하고, 유의수준 0.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3, 검

정력 0.8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60명이었다.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목

표 대상자 수를 192명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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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개인보호장구 지식 

20문항, 개인보호장구 태도 5문항, 개인보호장구 착용 28문항, 일반적 특성(인구사회

학적 특성,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특성, 근무지 특성) 21문항의 총 7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전문가 그룹(감염 관리 전문 간호학 교수 1

명, 감염내과 전문의 2명,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2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모든 문항은 CVI(Content validity index) 0.8-1.0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어휘를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된 도구를 가지고 대상자 선정기

준에 부합하는 간호사 1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4문항을 제외하고 의미

가 명확하지 않은 문항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최종 74문항을 설문지 문항으로 확정

하였다. 

1)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2014년 세계보건

기구(WHO)의 “보건 의료 현장에서 전염성과 유행성이 발생하기 쉬운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감염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MERS(CDC, 2015b), 

SARS(CDC, 2004), 조류 인플루엔자 A(CDC, 2015a)의 의료기관 관리 지침”과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MERS 대응지침(질병관리본부, 2016)과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 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01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

다.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전

파경로(2문항), 손위생(3문항),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15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에 대해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과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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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지식측정 도구의 내용타당도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문항별로 

0.8~1.0이었다. 

2)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개인보호장구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Hu et al. (201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

다. 도구 사용을 위해 원 개발자(Bin Du)에게 이메일로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

다. 총 5문항으로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부과하며, 부정문 형태의 문항은 역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

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보호장구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태도측정 도구의 내용타당도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모든 문항에서 1.0이었

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621이었다. 

3)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 착용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 착용 측정도구는 Hu et al. (2012)의 도구

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도구는 ‘일상적인 간호 시간 동안,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시술을 할 때,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이 튀

거나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할 때, 하부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를 시

행할 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할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때,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7가지 간호 상황에서 ‘안면보

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장갑’ 각각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측

정하여, 각 응답은 ‘항상 착용하지 않는다'부터 ‘항상 착용한다’까지 4구간으로 측정하

였다. ‘항상 착용한다’에 응답한 경우에만 개인보호장구 ’착용군’, ‘때때로 착용한다, 

때때로 착용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는 ‘불성실 착용군’, ‘항상 착용하지 않는다’에 



- 16 -

응답한 경우에는 ‘미착용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착용측정 도구의 내용타

당도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문항별로 0.8~1.0이었다. 

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특성, 근무지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및 거주

상태’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근무지 특성은 Hu et al. (2012)의 도구 및 문헌고찰

을 바탕으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및 현 부서 경력, 소속부서, 개인보호장구의 상

시 구비 정도, 지침 마련 여부, 보고 및 치료체계 수립여부, 관리자의 감시 및 감독,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특성은 

Hu et al. (2012)의 도구 및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전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여부, 

급성 호흡기 환자 간호 경험,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지식획득의 경로, 급성 호흡

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여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교

육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환자 및 의료진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본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지의 여부, 급

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의향’의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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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주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S병원의 기관윤리 심의위원회(IRB)에서 승인(IRB 승인 번호 

2016-03-129-001)을 받은 후, 서울소재 4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본부에 IRB 승인

서와 함께 소정의 양식을 갖춘 연구 계획서, 자료수집 요청서를 제출하여 연구 자료 

수집을 허가받았다. 연구 자료 수집 허가 후, 본 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본부 연구담

당자 또는 각 부서의 파트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

어 부서 당 10-15부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부서별로 설문지를 배포할 때 본인의 

자발의지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기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능하며, 설문은 익명으로 수집, 통계 처리되며,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기술한 설명문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할 경우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자가보고식 설문지와 함께 답례품을 봉투에 넣어 함께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

지는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각 부서에 비치된 수거함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간호

본부의 연구담당자 또는 본 연구자가 수거함을 직접 회수하였다. 배부된 192부 중 

189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4%), 그 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부를 제외한 총 18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분이

었고, 대상자에게 답례품으로 약 3,000원 상당의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지 특성,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특성은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은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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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지식, 태도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의 차이를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One-way ANOVA으로 분석하

고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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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지 특성,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Table 1>과 같았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및 거주상태를 포함하였다. 대

상자 연령은 평균 30.23세로 연령의 범위는 23~53세이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4.4%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자가 92.5%로 대부분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69.0%로 기혼보다 많았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58.3%로 동거인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대상자의 근무지 특성은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및 현 부서경력, 소속부서, 개인보

호장구의 상시 구비 정도, 지침 마련 여부, 보고 및 치료체계 수립여부, 관리자의 감

시 및 감독,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였다. 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은 평균 

7.15년으로, 5년 이상인 대상자가 55.1%로 가장 많았다. 현 부서경력은 평균 4.59년

으로, 5년 이상인 대상자가 39.0%로 가장 많았다. 소속부서는 중환자실이 55.1%, 호

흡기 내과병동이 22.5%, 응급실이 21.4% 순이었다. 근무지에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 있다는 대상자가 70.6%였고, 환자를 간호하는데 참고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대상자가 78.1%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로부터 의료진 또는 다른 환자

로의 전파가 되었을 때 보고 및 치료체계가 수립되어 있다는 대상자는 78.6%였고,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때 관리자의 

감시 및 감독을 받는다는 대상자는 79.7%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간

호할 때 병원이 환자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대상자는 64.7%였다.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특성은 전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여부, 급성 

호흡기 환자 간호 경험,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지식획득의 경로, 급성 호흡기 감

염병 환자에 대한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여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교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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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환자 및 의료진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본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지의 여부, 급성 호

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의향을 포함하였다. 전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대상

자의 80.2%가 시행하여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 전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대상자의 미접종 이유는 ‘바빠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백신 금기 대상자’인 경우가 26.8%, ‘귀찮아서’가 14.6%의 순으로 나

타났다. 급성 호흡기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대상자의 80.7%로 대부분이었다. 급성 호

흡기 감염병 환자에 대한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은 대상자가 46.5%이었지만, 급

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관련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2.0%로 높게 나타났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환자와 의료진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본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대상자가 각각 88.8%, 77.0%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

자를 기꺼이 간호하겠다는 대상자가 73.3%로 나타났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지식의 출처는 병원교육 프로그램이 37.9%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텔레비전이 각각 

26.4%, 14.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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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7)

Characteristics Items Categories N    (%)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years) 〈25 20 (10.7)

25≤ ~ 〈30 83 (44.4)

30≤ ~ 〈35 52 (27.8)

35≤ 32 (17.1)

Gender Male
Female

14
173

(7.5)
(92.5)

Marital Status Yes
No

58
129

(31.0)
(69.0)

Living status With someone
Alone

109
78

(58.3)
(41.7)

Workplace 
characteristics

Length of employment
in nursing(years)

＜ 1 5 (2.7)

1≤ ~ ＜ 3 40 (21.4)

3≤ ~ ＜ 5 39 (20.9)

≥ 5 103 (55.1)

Length of employment
in current department
(years)

＜ 1 14 (7.5)

1≤ ~ ＜ 3 57 (30.5)

3≤ ~ ＜ 5 43 (23.0)

≥ 5 73 (39.0)

Work place Intensive care unit 105 (56.1)

pumonary medicine wards 42 (22.5)

Emergency rooms 40 (21.4)

All recommended PPE 
is readily available

Yes 103 (70.6)

No 55 (29.4)

Establish reference 
guidelines caring for 
patients with ARIs

Yes 146 (78.1)

No 41 (21.9)

Reporting and treatment 
system when exposed to 
ARIs

Yes 147 (78.6)

No 40 (21.4)

Monitor or supervise of the 
head nurse or manager

Yes 149 (79.7)

No 36 (20.3)

Received providing all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Yes 121 (64.7)

No 66 (35.3)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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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Continued)

(N=187)

Characteristics Items Categories N (%)

Characteristics 
related to ARIs

Vaccination for seasonal 
influenza in last year

Yes 150 (80.2)

No 37 (19.8)

Experience caring for 
patients with ARIs

Yes 151 (80.7)

No 36 (19.3)

Experience training 
program for patients 
with ARIs
(At least 3 hours)

Yes 87 (46.5)

No 100 (53.5)

Experience training 
program for wearing 
PPE with ARIs

Yes 172 (92.0)

No 15 (8.0)

Understanding the risks 
of ARIs pandemic for 
the patients and 
healthcare workers

Yes 166 (88.8)

No 21 (11.2)

Understanding how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patients during 
ARIs pandemic

Yes 144 (77.0)

No 43 (23.0)

Willing to care for 
patients with ARIs

Yes 137 (73.3)

No 50 (26.7)

Major reason did not 
receive vaccination for 
seasonal influenza in 
last year †

I was busy for vaccination 17 (41.5)

I have contraindication for 
vaccination

11 (26.8)

I have troublesome for 
vaccination

6 (14.6)

I have serious concern about the 
efficacy of vaccination

3 (7.3)

Etc. 1 (7.3)

I have serious concern of safety 
of vaccination

1 (2.4)

I didn’t feel the need for 
vaccination

0 (0)

Vaccination is not available 0 (0)

The source of your 
knowledge about ARIs †

Hospital training program 151 (37.9)

Internet 105 (26.4)

Television 59 (14.8)

Medical journals 48 (12.1)

Newspaper 31 (7.8)

Etc. 4 (1.0)

† multiple response,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 23 -

<Table 2> Knowledge of PPE related to ARIs of the Participants

(N=187)

Categories
Number
of Items Min Max Mean±SD

Average
Mean±SD

Total score 20 15 20 18.88± 1.01 0.94± 0.05

-Route of Transmission 2 1 2 1.79± 0.40 0.89± 0.20

-Hand hygiene 3 1 3 2.65± 0.51 0.88± 0.17

-Putting on and 
  Removing of PPE 15 11 15 14.44± 0.79 0.96± 0.05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2.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

1)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Table 2>와 같았

다.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균 18.88점으로 높았다. 영

역별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지식은 15점 만점에 평균 

14.44점(평균평점 0.96± 0.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상자의 전파경로 지

식은 2점 만점에 평균 1.79점(평균평점 0.89± 0.20점)이었다. 반면에 대상자의 손위

생 지식은 3점 만점에 평균 2.65점(평균평점 0.88± 0.17점)으로 가장 낮았다.



- 24 -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Table 3>과 같았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비말 또는 공기를 매개로 전파한다, 개인보호장구 착용 전에

는 손위생이 필수적이다, N95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밀착

되어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지 확인한다, 개인보호장구를 탈의할 때에는 주변 환경

이 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탈의하여야 한다, 사용한 개인보호장구는 

보호장구 내부면 밖으로 뒤집어서 돌돌 말아 오염된 바깥부분이 최소한으로 노출되도

록 하여 폐기한다, 개인보호장구를 탈의하는 즉시 손위생을 시행한다, 사용한 개인보

호장구를 전용 폐기물 용기에 모두 담은 후,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한

다.’ 문항의 정답률은 100%로 모든 대상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 문항이었다.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개인보호장구 착용 전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 성분이 있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문항의 정답률이 67.4%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을 매개로 전

파할 수 있다.’ 문항의 정답률이 79.1%, ‘환자의 방을 떠나는 즉시 개인보호장구를 탈

의한다.’ 문항의 정답률이 87.7% 순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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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n Knowledge of PPE related to ARIs
(N=187)

Categories Items Correct 
answers(%)

Route of 
Transmiss
-ion 

ARIs are spread by droplet or airborne route of transmission. 100.0

AIRs are spread by direct contact or indirect contact. 79.1

Hand 
hygiene

Hand hygiene procedure is indispensable before wearing PPE. 100.0

Hand hygiene procedure will not be required if PPE is correctly 
worn.

97.9

If hands are visibly soiled, use alcohol-based hand rubs before 
wearing PPE.

67.4

Putting on 
and 
Removing 
of PPE

When wearing a particulate respirator,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nose and mouth is tightly covered and there’s no air escaping. 

100.0

When removing PPE, an extra care has be paid for the used PPE 
not to contaminate the surrounding outside the isolation room and 
people around you. 

100.0

Used PPE should be turned inside out and rolled up so that 
contaminated side of the PPE can be exposed to a minimum. 

100.0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immediately after removing PPE. 100.0

Used PPE items must be thrown away in a dedicated waste 
container and the container must be sealed tightly.

100.0

Immediately change PPEs if they become torn during use or heavily 
contaminated. 

99.5

When ARIs are suspecte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PPE 
precautions until the route of transmission is identified and onfirmed. 

97.9

As a rule, PPEs must be waterproof and disposable. 96.3

When you take off the eye protection without touching the front 
surface, grab the part of the head or behind the ears and apart on 
both sides, then close your eyes and bow your head down and 
remove.

96.3

Change the PPEs between patients(Avoid reuse of PPE items). 95.7

When an emergency situation occurs, it is acceptable to care the 
patient without wearing the PPE as the patient’s life is more 
important. 

93.6

Non-sterile gloves must be tucked cuffs of a gown. 93.0

Assess the risk based on the patient’s area of contact and 
decide the level of PPE use. 

92.0

Different types of PPE are used together to prevent multiple routes 
of transmission(dorplet & contact or airborne & contact).

92.0

PPEs must be removed immediately after leaving the patient room or 
care areas.

87.7

합계 94.4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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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ttitude of PPE related to ARIs of Participants 

(N=187)

Categories Mean±SD

Use of recommended PPE will prevent to spread ARIs. 4.05±0.73

Use of recommended PPE will keep Healthcare workers form 

getting ARIs.

3.96±0.79

Use of recommended PPE will keep patients form getting ARIs. 3.95±0.75

Use of recommended PPE interfere with patients nursing care. * 3.47±1.02

It’s inconvenient use of recommended PPE when taking care for 

patients with ARIs. *

3.42±1.14

Total 3.76±0.57

* Reverse code scale item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2)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는 <Table 4>와 같았

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

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

면, ‘권고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문항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 권고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

성을 떨어뜨리고 불편하다.’로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이었고, ‘권고된 개인보호장구

의 사용은 환자를 간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5점 만점에 평균 3.47점, ‘개인보호장

구를 착용함으로써 다른 환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5점 

만점에 평균 3.95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함으로써 의료진의 급성 호흡기 감염을 막

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5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낮은 순이었다.



- 27 -

3)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 착용

  대상자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 착용 현황은 <Table 5>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하는 7가지의 간호 상황(일상적 간

호,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한 시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

이 튀거나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하부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 기관 내 

삽관, 심폐 소생술,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약 1미터 이내로 접촉이 예상될 때)에

서 4가지 종류의 개인보호장구(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를 모두 항상 착용하는 것을 착용군, 그 이외에 1가지라도 착용하지 않거나, ‘때

때로 착용한다, 때때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불성실 착용군, ‘항상 착용하지 않

는다’를 미착용군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서의 제시된 7가지 간

호 상황에서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착용군은 14.4%, 불성실 착용군은 

85.6%, 미착용군은 0%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불성실 착용군에 속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가지 간호 상황 모두에서 개인보호장구 종류별 착용군은 4가

지 개인보호장구 중 마스크가 50.8%로 가장 높은 착용률을 보였고, 장갑 39.6%, 긴 

소매 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23.0%, 안면보호장구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용군은 안면보호장구가 9.6%로 가장 높은 미착용률을 보였고,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4.3%, 장갑 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스크의 미착용군은 0%였다. 

  각 개인보호장구별 종류와 간호 상황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안면보호장구 착용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이 예상될 때’ 44.9%로 가장 높

았고, ‘일상적 간호’에서 17.6%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마스크 착용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이 예상될 때’ 89.3%로 가장 높았고, ‘일상적 

간호’에서 57.2%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의 착용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이 예상될 때’ 53.5%로 가장 높

았고, ‘일상적 간호’에서 23.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상자의 장갑 착용은 ‘하부 호

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를 시행할 때’ 87.7%로 가장 높았고, ‘일상적 간호’

에서는 44.9%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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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호복, 장갑의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정도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

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이 예상될 때’ 35.8%로 가장 높은 착용률을 보였고, ‘일

상적 간호’시 16.0%로 가장 낮은 착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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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se of PPE related to ARIs of the Participants (N=187)

PPE Eye protection Mask
Long-sleeved gowns_
Full body protective 
suit

Gloves All of them
(4 PPE)*

Use of PPE
perfe
-ct

incom
-plete Non

perfe
-ct

incom
-plete Non

perfe
-ct

incom
-plete Non

perfe
-ct

incom
-plete Non

perfe
-ct

incom
-plete NonNursing 

situatio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During routine 
nursing care

33
(17.6)

53
(28.3)

101
(54.0)

107
(57.2)

61
(32.6)

19
(10.2)

44
(23.5)

82
(43.9)

61
(32.6)

84
(44.9)

90
(48.1)

13
(7.0)

30
(16.0)

153
(81.8)

4
(2.1)

When 
performing 
aerosol
-generating 
procedures 

70
(37.4)

85
(45.5)

32
(17.1)

158
(84.5)

29
(15.5)

(0)
(0.0)

81
(43.3)

79
(42.2)

27
(14.4)

141
(75.4)

42
(22.5)

4
(2.1)

47
(25.1)

140
(74.9)

0
(0.0)

During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generate 
splashes or 
sprays of 
blood, body 
fluids

75
(40.1)

83
(44.4)

29
(15.5)

142
(75.9)

42
(22.5)

3
(1.6)

90
(48.1)

75
(40.1)

22
(11.8)

158
(84.5)

26
(13.9)

3
(1.6)

53
(28.3)

134
(71.7)

0
(0.0)

During 
aspirating 
or open 
suctioning of 
the lower 
respiratory 
tract

54
(28.9)

83
(44.4)

50
(26.7)

134
(71.7)

49
(26.2)

4
(2.1)

69
(36.9)

87
(46.5)

31
(16.6)

164
(87.7)

22
(11.8)

1
(0.5)

41
(21.9)

146
(78.1)

0
(0.0)

When 
performing 
endotracheal 
intubation

54
(28.9)

72
(38.5)

61
(32.6)

133
(71.1)

45
(24.1)

9
(4.8)

66
(35.3)

83
(44.4)

38
(20.3)

163
(87.2)

21
(11.2)

3
(1.6)

43
(23.0)

144
(77.0)

0
(0.0)

When 
performing 
CPR

50
(26.7)

70
(37.4)

67
(35.8)

123
(65.8)

55
(29.4)

9
(4.8)

64
(34.2)

78
(41.7)

45
(24.1)

141
(75.4)

43
(23.0)

3
(1.6)

44
(23.5)

142
(75.9)

1
(0.5)

when 
expecting to 
come within 
1m of patients 

84
(44.9)

61
(32.6)

42
(22.5)

167
(89.3)

20
(10.7)

0
(0.0)

100
(53.5)

72
(38.5)

15
(8.0)

152
(81.3)

33
(17.6)

2
(1.1)

67
(35.8)

120
(64.2)

0
(0.0)

All of the 
nursing 
situation

29
(15.5)

140
(74.9)

18
(9.6)

95
(50.8)

92
(49.2)

0
(0.0)

43
(23.0)

136
(72.7)

8
(4.3)

74
(39.6)

112
(59.9)

1
(0.5)

27
(14.4)

160
(85.6)

0
(0.0)

*4 PPE: Eye protection, Mask, Long-sleeved gowns_ Full body protective suit, Gloves,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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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according to Use of PPE of the Participants

(N=187)

PPE Use of 
PPE

Knowledge Attitude

M±SD t(p) M±SD t(p)

Eye- Perfect 19.03±1.11 -0.878
(0.381)

3.77±0.57 -0.057
(0.955)protection Incomplete 18.85±0.99 3.76±0.57

Mask Perfect 19.02±0.98 -1.913
(0.057)

3.77±0.56 -0.294
(0.769)Incomplete 18.73±1.02 3.75±0.57

Long-sleeved 
gowns_ 
Full body 
protective suit

Perfect 19.09±0.99 -1.558
(0.121)

3.80±0.48 -0.433
(0.665)Incomplete 18.81±1.01 3.75±0.59

Gloves Perfect 18.93±0.96 -0.545
(0.586)

3.74±0.53 0.457
(0.648)Incomplete 18.84±1.04 3.78±0.59

4 PPE* Perfect 18.96±1.12 -0.445
(0.657)

3.80±0.56 -0.398
(0.691)Incomplete 18.86±0.99 3.76±0.57

*4 PPE: Eye protection, Mask, Long-sleeved gowns_ Full body protective suit, Gloves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3.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지식,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지식, 태도의 차이는 <Table 6>과 같았다.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서 미착용군이 없어 착용군과 불성실 착용군의 두 군

으로 구분한 후 지식, 태도와의 관계를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4가지 개인보호장구 착용군에서의 지식 점수가 불성실 착용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태도 점수는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

운 또는 전신보호복 착용군에서의 태도 점수가 불성실 착용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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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착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았다.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

용에서 미착용군이 없어 착용군과 불성실 착용군의 두 군으로만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연령, 개인보호장구의 상시 구비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35세 이상인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25세 미만, 25세 이상 30

세 미만인 대상자의 지식보다 높았다(F=3.210,p=0.024).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

비되어 있지 않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대상자의 지식보다 높았다(t=-2.493,p=0.01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연령,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

으로부터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지의 여부, 개인보호장구의 상

시 구비 여부, 환자를 간호할 때 참고하는 지침의 마련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

로부터 의료진 또는 환자로의 전파가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치료체계 수립 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35세 이상인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F=3.174,p=0.025).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미치는 위

험성을 이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보다 

긍정적이었고(t=2.174,p=0.031),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긍정적이었다(t=2.271,p=0.024).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

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근무지

에 근무하는 대상자보다 긍정적이었으며(t=-2.920,p=0.004), 환자를 간호할 때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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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침이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지침

이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t=-4.077,p=0.000). 급

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로부터 의료진 또는 환자로의 전파가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치

료체계가 수립되어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보고 및 치료체계가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

(t=-3.500,p=0.001).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에 대한 병원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

한 태도가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

정적이었다(t=-3.190,p=0.00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현 부서 경력, 소속 부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착용군에서는 35세 이상인 대상자가 7가지 상황에서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불성실 착용군에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대

상자에서 가장 높았다(=8.163, p=0.037). 착용군에서는 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

이 5년 이상인 대상자가 7가지 상황에서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비율이 가

장 높았고 경력이 높을수록 착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불성실 착용군에서는 총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대상자에서 가장 높고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

만, 1년 미만의 순으로 착용 비율이 높았다(=9.650, p=0.016). 또한 착용군에서는 

현 부서경력이 5년 이상인 대상자가 7가지 상황에서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인 대상자는 동일한 비율

을 보였으며, 1년 미만인 대상자의 착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불성실 착용군에서

는 현 부서경력이 5년 이상인 대상자에서 가장 높고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

년 미만, 1년 미만의 순으로 착용 비율이 높았다(=7.805, p=0.042). 착용군에서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가장 높았고, 호흡기 내과 병

동, 응급실 순으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성실 착용군에

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 내과 병동의 대상자 순으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6.866, p=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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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Use of PP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Use of PPE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Incomplete
(%)

Perfect
(%) (p)

Age(years) 〈 25   a 18.55±1.14 3.210
(0.024)*
a,b<d

3.88±0.45 3.174
(0.025)*
c<d

19(11.9) 1(3.7) 8.163
(0.037)*25≤~〈 30 b 19.03±0.96 3.75±0.46 74(46.3) 9(33.3)

30≤~〈 35 c 19.00±1.06 3.61±0.71 45(28.1) 7(25.9)

35≤ d 18.50±0.84 3.98±0.54 22(28.1) 10(37.0)

Gender Male 18.64±1.49 -0.918
(0.360)

3.80±0.45 0.225
(0.822)

12(7.5) 2(7.4) 0.000
(1.000)Female 18.90±0.96 3.76±0.57 148(92.5) 25(92.6)

Marital status Yes 19.03±0.85 1.378
(0.170)

3.77±0.74 0.123
(0.902)

51(31.9) 7(25.9) 0.382
(0.655)No 18.81±1.07 3.76±0.47 109(68,1) 20(74.1)

Living status With someone 18.76±1.03 -1.349
(0.179)

3.82±0.41 1.341
(0.182)

64(40.0) 14(51.9) 1.335
(0.293)Alone 18.97±0.94 3.71±0.66 96(60.0) 13(48.1)

Length of 
employment
in nursing
(years)

〈1 18.40±1.14 0.688
(0.561)

4.00±0.46 1.426
(0.237)

5(3.1) 0(0.0) 9.650
(0.016)*1≤ ~ 〈3 19.02±1.12 3.90±0.48 39(24.4) 1(3.7)

3≤ ~ 〈5 18.82±1.16 3.67±0.40 35(21.9) 4(14.8)

≥5 18.87±0.90 3.73±0.64 81(50.6) 22(81.5)

Length of 
employment
in current
department
(years)

〈 1 18.78±1.05 2.337
(0.075)

3.81±0.62 0.617
(0.605)

14(8.8) 0(0.0) 7.805
(0.042)*1≤ ~ 〈 3 19.17±0.96 3.83±0.60 52(32.5) 5(18.5)

3≤ ~ 〈 5 18.74±1.17 3.67±0.47 38(23.8) 5(18.5)

≥ 5 18.75±0.90 3.75±0.56 56(35.0) 17(63.0)

Work place Intensive care unit 18.91±100 0.793
(0.454)

3.80±0.58 1.125
(0.327)

87(54.4) 18(66.7) 6.866
(0.034)*Emergency Rooms 18.97±0.86 3.78±0.57 39(24.4) 1(3.7)

Pulmonary medicine wards 18.71±1.17 3.65±0.51 34(21.3) 8(29.6)

*p<0.05,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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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Use of PP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Continued)

(N=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Use of PPE 

M±SD t
(p)

M±SD t
(p)

Incomplete
(%)

Perfect
(%)



(p)

All recommended PPE 
is readily available

Yes 19.01±0.89 -2.493
(0.015)
*

3.84±0.56 -2.920
(0.004)
**

46(28.8) 9(33.3) 0.234
(0.651)

No 18.56±1.21 3.58±0.54 114(71.3) 18(66.7)

Establish guidelines 
caring for patients with 
ARIs

Yes 18.91±0.95 -795
(0.430)

3.85±0.55 -4.077
(0.000)
***

34(21.3) 7(25.9) 0.295
(0.617)

No 18.75±1.19 3.46±0.54 126(78.8) 20(74.1)

Reporting and treatment 
system when exposed 
to ARIs

Yes 18.82±1.10 -0.402
(0.688)

3.84±0.54 -3.500
(0.001)
**

32(20.0) 8(29.6) 1.274
(0.309)

No 18.89±0.99 3.49±0.58 128(80.0) 19(70.4)

Monitor or supervise of 
the head nurse or 
manager

Yes 18.91±0.99 -0.811
(0.419)

3.80±0.58 -1.175
(0.078)

34(21.3) 4(14.8) 0.591
(0.607)

No 18.76±1.07 3.62±0.49 126(78.8) 23(85.2)

Received providing all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Yes 18.89±0.94 -0.186
(0.853)

3.86±0.53 -3.190
(0.002)
**

60(37.5) 6(22.2) 2.361
(0.135)

No 18.86±1.13 3.59±0.60 100(62.5) 21(77.8)

*p<0.05, **p<0.01, ***p<0.001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 35 -

<Table 7>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Use of PP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ontinued)

(N=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Use of PPE

M±SD t
(p)

M±SD t
(p)

Incomplete
(%)

Perfect
(%)



(p)

Vaccination for seasonal 
influenza 
in last year

Yes 18.86±1.02 -0.606
(0.545)

3.79±0.58 1.411
(0.160)

127(79.4) 23(85.2) 0.491
(0.607)

No 18.97±0.95 3.64±0.49 33(20.6) 4(14.8)

Experience caring for 
patients with ARIs

Yes 18.84±1.03 -1.141
(0.255)

3.75±0.56 -0.647
(0.518)

127(79.4) 24(88.9) 1.345
(0.302)No 19.05±0.89 3.82±0.57 33(20.6) 3(11.1)

Experience training program 
for patients with ARIs(At 
least 3 hours)

Yes 18.90±0.92 0.326
(0.745)

3.78±0.53 0.381
(0.704)

76(47.5) 11(40.7) 0.424
(0.540)

No 18.86±1.09 3.75±0.59 84(52.5) 16(59.3)

Experience training program 
for wearing PPE with ARIs

Yes 18.88±1.01 0.327
(0.744)

3.78±0.53 0.986
(0.340)

149(93.1) 23(85.2) 1.974
(0.239)No 18.88±1.08 3.56±0.86 11(6.9) 4(14.8)

Understanding the risks of 
ARIs pandemic for the 
patients and healthcare 
workers

Yes 18.88±0.98 0.121
(0.904)

3.79±0.55 2.174
(0.031)*

141(88.1) 25(92.6) 0.463
(0.744)

No
18.85±1.27 3.51±0.65

19(11.9) 2(7.4)

Understanding how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patients during ARIs 
pandemic

Yes 18.90±0.94 0.587
(0.560)

3.81±0.56 2.271
(0.024)*

123(76.9) 21(77.8) 0.011
(1.000)

No
18.79±1.22 3.59±0.55

37(23.1) 6(22.2)

Willing to care for patients 
with ARIs

Yes 18.89±1.01 0.344
(0.731)

3.80±0.56 1.435
(0.153)

118(73.8) 19(70.4) 0.135
(0.814)No 18.84±1.01 3.66±0.51 42(26.3) 8(29.6)

*p<0.05,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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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과 관련 개인보호장구

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착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연구 대상자들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

에 평균 18.88점이고 평균 정답률 94.41%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이는 

Daugherty 등(2009)와 Hu 등(2012)의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H1N1관련 중환자실 의

료진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각각 평균 정답률 45.4%, 74%, Schwartz 등

(2014)의 연구에서 61개 병원, 다양한 부서의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H1N1유행동안 조사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평균 정답률 73%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지식수준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이 높은 이유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고위험 환자를 간호하는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

기 내과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부서

별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응급실 간호사가 평균 정답율 9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환자실 간호사 94.5%, 호흡기 내과 병동 간호사 93.5%로 가장 낮았지만, 

최근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겪으면서 연구 대상자의 80.7%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었고, 연구 대상자의 92.0%가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교

육을 받아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급성 호흡

기 감염병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체

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문항은 ‘개인보호장구 착용 전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 성분이 있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로 

67.4%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선영 & 김옥수(2013)의 연구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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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실

시한다’ 문항의 정답률이 96.1%인 것보다 낮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손위생을 지

키지만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있는 경우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을 매개로 전파할 수 

있다.’는 2번째로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으로 연구 대상자의 79.1%만이 정답을 맞

혔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92.0%가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연구 

대상자의 46.5%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에 대한 교육(최소 3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보호장구 착용 교육에 비해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경로, 

원인 등과 같은 기초적인 교육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

관 내에서 유행이 가능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전파경로, 원인 등에 대한 체계

적 교육이 필요하다. 

  연령이 35세 이상인 연구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이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대상자의 지식보다 높았다. 이는 양남영 & 

최정실 (2009)의 연구에서 33세 이상인 대상자가 24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신종인플

루엔자 관련 감염관리 특성에 따른 지식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35세 

미만의 간호사 특히 신규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 있는 근무지

에서 근무하는 연구 대상자의 지식이 개인보호장구가 상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근무

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지식보다 높았다. 이는 조귀래 & 최정실(2010)의 연구에

서 표준주의 지식이 ‘손씻기 시설이나 손소독제 이용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개인보호장구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상시 구비될 

수 있도록 병원으로부터 지원받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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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

  연구 대상자들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75.3%)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Daugherty 등

(2009)와 Hu 등(2012)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각각 72.2%, 73.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과 같이 최근 겪었던 메르스 유

행과 그로 인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라 생각

된다. 

  가장 부정적인 태도 점수를 보인 문항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 권

고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편하다.’로 5점 만

점에 평균 3.42점(68.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Daugherty 등(2009)의 연구에서 대

상자의 51%, Hu 등(201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50.2%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불편하다고 한 결과보다 높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개인

보호장구의 착용을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번째로 부정적인 

태도 점수를 보인 문항은 ‘권고된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은 환자를 간호하는데 방해가 

된다.’로 5점 만점에 평균 3.47점(69.3%)이었다. 이는 Daugherty 등(2009)의 연구에

서 대상자의 79%, Hu 등(201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8.8%가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 것보다 더 낮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개인

보호장구의 착용이 환자를 간호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덜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개인보호장구의 착용한 상태에서도 환자를 간호

하고 처치하는 데 불편함이나 방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고 개인보호장구 착용의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 착용이 습관화되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지속적, 

반복적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이 35세 이상인 본 연구 대상자의 태도가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인 

연구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는 최정실 외(2009)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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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관리 태도가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따

라서 신규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선배, 동료 간호사들의 지지와 독려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보호장

구가 상시 구비되어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연구 대상자, 환자를 간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연구 대상자,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로

부터 의료진 또는 환자로의 전파가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치료체계가 수립된 근무지에

서 근무하는 연구 대상자,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에 대한 병

원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보

호장구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못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연구 대상자의 태도보다 긍

정적이었다. 이는 근무지 특성과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

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Nichol et al. (2008)의 연구에서 개인보호장

구의 상시 구비와 조직의 지지, Rozenbojm et al. (2015)의 연구에서 부서 내의 의

사소통이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비교하면, 간호사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병원 조직의 지원, 부서 내 동료 간의 지지, 부서장의 독려, 부

서 내의 개방적이고 빈번한 의사소통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다.

3.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 착용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적 간호,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 가능

한 시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이 튀거나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하부 호흡기 흡

인 또는 개방성 흡인 처치, 기관 내 삽관, 심폐 소생술, 환자와 약 1미터 이내로 접촉

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7가지 간호 상황 모두에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소매 가

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는 착용군은 14.4%로 

나타났다. 이는 Mitchell 등(2013)의 연구에서 캐나다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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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 Daugherty 등(2009)와 Hu 등(2012)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의료진의 개인보

호장구 착용률이 각각 62%, 55%이었고, Nichol 등(2008)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개인

보호장구 착용률이 42%, Nichol 등(2013)의 연구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호흡기 내과

병동의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률이 4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

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률이 낮았다. 반면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의 표준주의 

수행을 조사한 이경아 등(2012)과 조귀래 & 최정실(2010)의 연구에서 표준주의 이행

도에서 점수가 낮은 문항이 ‘눈에 혈액이나 체액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 눈 보호 장

비를 착용한다, 유니폼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덧가운

을 착용한다.’등으로, 일반 환자를 간호할 때에도 표준주의 이행에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낮은 이행 점수를 보여준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태도에서 불편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대상자들이 많았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착용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가지 간호 상황 모두에서 개인보호장구 종류별 착용군은 마스

크가 50.8%로 가장 높은 착용률을 보였고, 장갑 39.6%, 긴 소매 가운 또는 전신 보

호복 23.0%, 안면보호장구 15.5%의 순이었다. 이는 열이 있는 호흡기 질환(FRI, 

febrile respiratory illness)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관찰한 

Mitchell 등(2013)의 연구에서 마스크 및 장갑 88%, 가운 83%, 안면보호장구 37%의 

착용률을 보인 것과 공기 매개 및 전파 매개 주의에 준한 임상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를 관찰한 E. L. Beam 등(2014)의 연구에서 마

스크 100%, 가운과 장갑 58%, 안면 보호장구 12.5%의 착용률이 나타난 것과 비교

했을 때 개인보호장구 종류에 따른 착용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착용률은 낮았

다. 따라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습관화되기 위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병원의 개인보호장구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가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 모두를 

항상 착용하는 착용률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이 예상

될 때’ 가장 높았고, ‘일상적 간호’시에는 가장 낮았다. 이는 Mitchell 등(2012)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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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은 처치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보다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이 감염 전파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

은 일상적 간호 상황에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낮으므로, 제안되는 지침을 준수하

는 것이 필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급성 호흡기 감염병과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또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제적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손위생과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여 그 유효성을 입증한 연구(Hon et al., 2008), 공기 매개 및 전파 매개 주의

에 준한 임상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직접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탈의하고 

가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함께 비디오를 보면서 피드백을 

주어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Beam et al., 2014) 등을 고찰해 보았을 때, 온라인 교

육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기반 접근과 비디오 피드백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7가지 간호 상황 모두에서 4가지 개인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는 착용군에서는 연

령이 35세 이상, 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이 5년 이상, 현 부서 경력이 5년 이상인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Rozenbojm 등(2015)의 연구에

서 간호사의 연령과 경력이 1년 증가할수록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율이 2% 증가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Nichol 등(2008)의 연구에서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일수

록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Mitchell 등(2012)의 연

구에서 11년 이상 경력의 의료진에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

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접하기 쉬운 고위험 부서에 배

치된 신규 간호사를 위한 개인보호장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유의하게 높았

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Mitchell 

등(201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소속 부서가 중환자실, 인플루엔자 담당 병동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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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보다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응급실 특성상 항상 

급성 질환자들이 방문하고, 위급한 문제 해결이 감염관리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김수정 & 강지연, 2010),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보호장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급성 호흡기 감염병과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후속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비교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의료관련감염 통제를 위한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증진시키고, 실무에서 개선안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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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착용 현황을 조사하고 착용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의료관련감염을 통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주 동안 서울시 소재 4개의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19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 의료 현장에서 전염성과 유행성이 발생하기 쉬운 급성 호흡기 감염병의 감염 예

방과 통제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및 국내 질병관리본부

의 지침, Hu et al.(2012)의 도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회수된 187개의 설문지를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균 18.8점으로 대체로 높았고,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구에 대

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개인보호장구의 상시 구비 여부였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었고,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

련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미

치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하

는 방법을 이해하는지의 여부, 개인보호장구의 상시 구비 여부, 환자를 간호할 때 참

고하는 지침의 마련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로부터 의료진 또는 환자로의 전파

가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치료체계 수립 여부,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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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호흡기 감염병 노출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은 ‘일상적 간

호,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에어로졸이 발생가능한 시술을 할 때,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등이 튀거나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할 때, 하부 호흡기 흡인 또는 개방성 

흡인을 시행할 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할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때, 급성 호흡

기 감염병 환자와 대략 1미터 이내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7가지 간호 상황 

모두에서 ‘안면보호장구, 마스크, 긴 소매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장갑’의 4가지 개인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경우 14.4%로 낮았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

구 착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연령, 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 현 부서 경력, 소속 

부서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부서에 배치되는 간호사들이 개

인보호장구 착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간호 현장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기반 접근과 비디오 피드백, 온라인 시나리오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3)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보호장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하다. 

4)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병원 조직의 지원, 부서 

내 동료 및 부서장의 지지, 개방적이고 빈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5) 모든 종류의 개인보호장구 이용이 용이하도록 상시 구비와 관련된 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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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lated to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Choi, Ju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related to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ARIs)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is equip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2 to May 24, 2016, 

and involved 187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ICU), emergency 

rooms (ER), and pulmonary medicine wards of tertiary hospitals. Structured 

questionnaires designed by the researcher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which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for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t-tests, one-way ANOVA, and  tes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0.23 years, with the highest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25-29 year age group.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women (92.5%), and there were more unmarried 

participants (69.0%) and more participants living with someone (58.3%) 

than participants living alone. Mean total clinical experience was 7.15 

years and mean tenure in current department was 4.59 years. 

Percentages of nurses working in ICU, pulmonary medicine wards, and 

ER were 56.1%, 22.5%, and 21.4%, respectively. Of participants 80.2% 

had received the influenza vaccine the previous year, and 80.7% had 

previous experience in nursing patients with ARIs. Percent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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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who had received at least three hours of education on ARIs 

patients was 46.5%, and 92.0% of participants had received education on 

the use of PPE related to patients with ARIs. 

  2. Participants’ mean score for knowledge of PPE use related to ARIs was 

18.8 out of 20 points. Participants who were ≥35 years of age had 

greater knowledge of PPE related to ARIs than those who were <25 or 

25-30 years of age (F =3.210, p=0.024). In addition, participants who 

worked in departments that had PPE available at all times had greater 

knowledge of PPE related to ARIs than those who worked in 

departments without such readily available equipment (t=-2.825, 

p=0.015).

  3. The participants’ mean score for attitude toward the use of PPE related 

to ARIs was 3.76 out of 5 points. Participants aged ≥35 years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use of PPE related to ARIs than those 

in the 30-34 years age group (F=3.174, p=0.025). Participants who 

understood the risks of ARIs (t=2.174, p=0.031) and understood how to 

protect medical staff and patients from ARIs (t=2.271, p=0.024)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use of PPE related to ARIs than those 

who lacked such an understanding. Participants whose workplace was 

equipped with PPE at all times (t=-2.920, p=0.004), who had reference 

guidelines for patient care (t=4.077, p=0.000), who had an established 

reporting and treatment system for cases of transmission of ARIs to 

medical staff or patients (t=-3.500, p=0.001), and who provided all 

information by hospital when caring for patients with suspected ARIs 

(t=-3.190, p=0.02)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use of PPE 

related to ARIs than those who did not.  

  4. With regards to the use of PPE related to ARIs, 14.4% of the participants 

wore eye protection, mask, long-sleeved gown or full-body protective 

suit, and gloves in all situations involving routine nursing care; during 

procedures that might produce aerosols that pose a high risk for 

infectious transmission; during treatment that might involve splattering of 

blood, body fluids, or other types of secretions; during any treatment for 

lower respiratory tract aspiration or open suction; when performing 

endotracheal intubation; when perform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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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n expecting to come within 1 meter of patients with ARIs.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worn, masks were 

worn most often (50.8%), followed by gloves (39.6%), long-sleeved 

gowns or full-body protective suits (23.0%), and eye protection (15.5%). 

Participants who reported a high rate of using PPE related to ARIs were 

≥35 years of age (=8.163, p=0.037), had ≥5 years of total clinical 

experience (=9.650, p=0.016), had ≥5 years of tenure in their current 

department (=7.805, p=0.042), and worked in ICU (=6.866, p=0.034). 

  In conclusion, nurses who worked in departments with a high risk of 

exposure to ARIs had significant knowledge of PPE, but their attitude towards  

PPE was moderate. Meanwhile, a very low percentage of participants reported 

wearing all four types of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eye protection, mask, 

long-sleeved gown or full-body protective suit, and gloves) in all seven 

nursing situations (routine nursing care, procedures that may produce aerosols 

that pose a high risk for infectious transmission; treatments that might involve 

splattering of blood, body fluids, or other types of secretions; treatments for 

lower respiratory aspiration or open aspiration; when performing endotracheal 

intubation; when perform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when 

expecting to come within 1 meter of patients with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However, nurses who were ≥35 years of age, who had ≥5 years 

of total clinical experience, who had ≥5 years of tenure in their current 

department, and who worked in intensive care units had high rates of PPE 

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for new 

nurses who are assigned to high-risk departments with a high probability of 

coming in contact with patients with communicable ARIs. Moreover, regular 

and repetitive simulation training is needed to encourage these nurses to 

incorporate the use of PPE into their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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