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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함께하시는하나님께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의시작부터논문을완성하는이순간까지많은관

심과격려를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논문 주제에대한뚜렷한방향성을찾지못하던시기에

선뜻지도학생으로받아주시고, 논문의시작부터전과정을꼼꼼히챙기고지도해주신최모나교수님감

사드립니다. 직장생활과학업을병행하는 학생을먼저배려하셔서늦은 시간까지 논문 지도를 해주시고,

어설프고부족한부분이많음에도항상따뜻하게맞아주시고, 학문적으로나아갈바를잘지도해주셨습

니다. 교수님의 많은 격려와지지로 이논문이 완성된 듯합니다. 연구의개념틀과연구방법론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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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될수있도록도와주신박은숙, 정선영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바쁜업무중에도감염관리전문가로서자료수집과내용타당도검증에도움을주신 11대 대한감염관

리간호사회천희경회장님, 김경미, 최지연부회장님이하모든임원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석사때부터

항상 아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정재심 교수님, 업무와학업을병행하도록배려해주신정두련센터장님,

김예진교수님, 조선영교수님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신임파트장으로부서원들을다독이고, 이끌어

주어야하나오히려많은배려와격려를해주었던정종숙, 박미아, 김두미, 정나연, 이명아, 김보라, 서미

선, 고은화, 김진연, 신린다, 전시연, 윤한품, 한보라, 최은실감염관리실식구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전임

파트장으로써많은조언을 해주시고, 논문진행과정동안많은힘이되어주신류재금선생님께도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있었기에무사히이과정을마칠수있었습니다.

박사과정에서우왕좌왕할때옆에서힘이되어주신이영주, 임도연, 임영희선생님, 선배같은후배엄

주연선생님에게감사의말씀전합니다. 학업의고뇌와기쁨을공유할수있어서좋았습니다. 멀리있음



에도 항상 격려와응원을아끼지 않는 친구김희, 박수정, 독수리 5자매와 박남정 선배님, 박영, 김정현,

노은지, 최승매, 주형례, 박계수선생님, 후배박현진, 최은주, 정혜진에게도감사드립니다.

학업과업무로바쁘다는핑계로잘찾아뵙지못함에도항상묵묵히지켜봐주시는부모님과항상먼저

누나의안부를물어주고, 가족의대소사를챙겨주는동생부곤과올케, 언제부턴가여동생에서인생에서

의조언자가되어의지하게되는동생진주와제부, 조카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염관리업무에입문하여같은길을걸어가시는감염관리간호사선생님들께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

를바라며글을마칩니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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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지표 개발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의 핵심인력으로 효과적인 감염예방관

리를 위해 이들의 역량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역량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정책을 반영한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은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잠정적 역량을 도출하였다. 잠정적 역량의 타당도 검증은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2회 차의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잠정역량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역량은

전문가 패널의 합의과정을 거쳐 경력단계별로 분류하였다. 임상타당도 검증을 위해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로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최종 감염관리역량을 확정하였다. 자료분석은 내용타당도 지수를 이용

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요도와 수행도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잠정역량 검증과정 결과 감염관리 역량은 감염병 확인,

감염감시, 감염예방 및 관리, 직원건강, 교육과 연구, 관리와 의사소통(리더십), 전문직

개발의 7개 역량군, 23개 하위역량, 135개 행동지표로 확인되었다.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는 초보자, 숙련/전문가 두 단계로 확인되었으며,

경력단계별로 도출된 역량은 초보자는 66개, 숙련/전문가는 135개의 행동지표로

확인되었다.

웹 설문에 응답한 감염관리간호사는 174명이었으며, 감염관리 경력은 초보자는

평균 1.1년, 숙련/전문가는 8.3년 이었다.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초보자 .97, 숙련/전문가 .99 이었다. 중요도 점수 5점 만점에

초보자는 평균 4.34점, 숙련/전문가는 4.47점 이었으며, 감염관리 역량군, 하위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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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표 모든 문항의 중요도 점수가 3.75점 이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어 최종 역량

모델을 확정하였다.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보자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의 격차는 숙련가/전문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은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가 모두 높아 비교적 잘 발달된

역량으로 확인이 되었고, 교육과 연구 역량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점수가 모두 낮을

뿐 아니라,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경력단계별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초보자에서는 감시 자료의

비판적 분석과 감염예방관리의 홍보, 숙련/전문가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전문가로서의 약점 보완이었다. 두 경력단계 모두에서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질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관리가 공통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기본 감염관리 실무수행을 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국내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겠으며, 감염관리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감염관리간호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감염관리간호사, 역량, 역량모델링, 역량개발, 경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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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의료 환경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항생제 사용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면역저

하자와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김경미, 최정실, 2014;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1), 기후변화, 의료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시대로 인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발생과 위험성이 증가(Morens,

2004)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감염관리는 의

료관련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대상자와 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이다(Scheckler et al., 1998). 감염관리

간호사는 의료환경에서의 감염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오향순, 이성은, 2005)으로서, 의료기관 내 감염감시, 유행조사, 감염예방을 위한

이행도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운영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입안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nders, Davis, Crist, & Malik, 2017).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의료기관

의 정책결정과 감염예방 프로그램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오향순 & 이성은, 2005),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 Associated Infection, HAI)은 국민보건 및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a). 보건복지부

(2015)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행발생으로 확인되었던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10개의

개선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의료현장에서 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감염관리 인프라의 구축과 확대가 선행되

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2016년 의료법을 개정(의료법 시행규칙, 2016)하였고, 감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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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였다(보건복지부, 2016a). 제도적으로 감염관리간호사의 배치

가 급증하게 되었지만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2016년 기준 310명(대한간

호협회, 2017)에 불과하여, 새로 발령 받은 간호사의 대부분은 단기 연수과정을 이수

하고 실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새로 발령받은 감염관리간호사 대부분이 감염관리 실무

교육 경험과 감염관리 업무 경력이 없는 초보자라 할 수 있겠다(김경미, 최정실,

2014). 따라서 감염관리간호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관련감염예방 효과는 초보 감

염관리간호사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력 감염관

리간호사들은 초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격려하며,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성

장을 하여야 가능하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은 개인, 병원조직,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 보건관리로

점차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역량은 개인이 특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말한다(McLagan, 1996). 주로 직무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안된 개념으로,

기업과 대학 등에서 역량을 갖춘 인력의 채용, 배치, 평가, 보상 등의 인재 양성의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Dubois, 1993).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감염관리간호사의 가치를

높이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감염관리 실무표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의료기관의 경영진에게 전문직 간호사로 인정받게 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초보 감염관리간호사에게는 감염관리 실무를 익히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경력 감염관리간호사에게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셋째,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자가평가와 동료평가를 위한 타당한

측정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King, 2005).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감염관리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자의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가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 감염관리협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Turner,

Kolenc, & Docken, 1999; Infection Control Nurses Association (ICN), 2000; Murphy

& McLaws, 2000;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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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변하고 확장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시대 상황별로 역량을 검토하고 개정이 이루어졌다(Perry, 2005; Friedman et al.,

2008; King, 2005; Murphy et al., 2012). 또한 국가별, 경력단계별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고 감염관리 실무 경력 단계별 갖추어야 할 역량, 자격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Murphy et al., 2012; Zingg, Mutters, Harbarth, & Friedrich, 2015).

국내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연구에서는 미국의 감염관리자격 시험

위원회(Certification Board of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CBIC)에서 제시한

역량을 차용하여 역량을 측정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거나, 감염관리 실무 경력별

역량 점수를 확인(Choi & Kim, 2014; 김경미, 최정실, 2014; 장상희, 2015)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간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의 규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메르스 이후 보건 의료환경은 의료관련감염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제도의 변경이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관계당국의 정책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실무 역량 개발은 필수조건이다.

또한 초보 감염관리간호사의 성공적인 역할 정착과 경력 감염관리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염관리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에 부응하는 한국형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군과 하위역량, 행동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염관리간호사가 자가점검을 통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제공자와 간호관리자가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기반

교육 및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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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역량모델링 과정을 통해 한국형 감염관리 역량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기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감염관리 인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감염관리간호사의 잠정적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을 도출한다.

2. 잠정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의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다.

3. 감염관리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을 확인한다.

4.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 타당도를 검증하고, 역량의 수준을 확인한 후

최종 역량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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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감염관리간호사

감염관리와 역학, 통계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평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감염감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의료기

관의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개발하고, 감염관리 교육, 직원건강관리, 질 향

상, 상담, 유행조사, 연구 등의 감염예방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의미한다(대한

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대한간호협회, 2017b). 본 연구에서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현재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2. 역량

역량이란 개인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등

의 통합체로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Corbin, 1993). 본 연구에서는 감염관리간호사로서

감염예방 및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알아야 할 것(지식)’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수행)’을 말하며,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를 의미한다.

3. 역량모델링

역량모델링은 특정 직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규명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McLagan, 1996). 본 연구에서는 감염관리간호사로서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6

Ⅱ. 문헌고찰

한국형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규명하고, 각 역량별 행동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헌고찰을 통해

첫째, 환자안전 측면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보건

의료환경에서의 감염관리 정책과 동향을 확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셋째, 감염관리간호사 현황과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염관리간호사 역량개발을 위해 방법론적으로

역량의 개념, 구조, 역량모델링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감염관리 역량에 대한 최신

문헌을 확인하였다.

A. 환자안전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종사자가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7).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정준, 서영준, 2005).

1999년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IOM)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4만

4천명에서 9만 8천명의 환자가 의료오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 총 소실은 약 170억∼200억 달러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총 보건의료비의 50%가 넘는 수준이었다(Donaldson, Corrigan & Kohn,

2000). 보고서 발간 이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이 중요한 보건 의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재호, 이상일, 2009). 국내에서는 환자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해사건 발생

확률은 8.3%였고, 이를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입원환자 건수에 적용하면

입원환자 중 예방할 수 있는 유해사건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19,0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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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이상일, 2015).

보건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정도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ronovost, 2003).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비난하는

접근법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안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예방

하는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옥민수, 이상일, 2015).

환자안전문화는 부서 또는 팀, 조직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있는 환자안전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매일 수행하는 습관, 정책, 절차 및 이러한 행동들의 집합체라 이야기

할 수 있다(Weaver et al, 2013). 이러한 환자안전문화는 환자안전 문제에 대한 동료,

리더십의 인식,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관리지원 등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환자안전문화는 사망률 감소, 환자안전 사고 감소, 환자

만족도를 증가 시킨다(Havens & Aiken, 1999). 국내에서도 환자안전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환자안전법, 2015).

IOM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관련감염은 예방 가능한 의학적 오류 범주에 속하며, 의

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의료관련감염 예방이 국가

행동을 위한 우선 영역 20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Adams & Corrigan, 2003). 이

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중 감염예방과 관리 활동은 의료의 질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Jarvis, 2003), 최근 환자안전 차원에서 질 관리 팀을 구성

하거나 국가 감염예방 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환류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외 사례로는 중심정맥관련 혈류감염(Central Line Associated

Blood Stream Infection, CLABSI)을 예방하기 위하여 존스홉킨스 병원은 환자안전 장

치인 Comprehensive Unit-based Safety Program (CUSP)을 개발하였고, 감염 예방법

으로 복합중재(CLABSI bundle approach: 손위생, 최대멸균차단술, 클로르헥시딘으로

피부 소독, 대퇴정맥 사용 제한, 중심정맥관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제거)를 수행하

여 효과를 거두었고, 이를 미시간 주의 103개 중환자실이 함께 동참하여 CLABSI를

감소시키는데 혁신적인 결과를 얻었다(Pronovost, 2003). 2006년 미국의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IHI)는 입원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전국 병원들의 중심정

맥관관련 혈류감염, 수술부위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복합 중재법을 권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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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소를 추가하여 “500만 명 살리기 운동”으로 확대하

였다(Yokoe & Classen, 2008; IHI, 2007). 2008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는 수술 전후 환자안전사고와 수술부위감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결과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

소한 것을 확인하였다(Van Klei et al., 2012). 국내에서는 2006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16개 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193개 병원이 혈류감염, 요로감염, 폐렴 감시를 진행 중인데 1,000 재원일수

당 감염률이 2006∼2011년에는 7.21 건이었으나 2012∼2016년에는 3.40건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7a). 2014년 시작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모니터 지표로 중심도관 혈행감염률,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요로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을 조사하였으며, 2017년 2차 평가에서는 감염 관련

bundle 수행 여부를 추가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감시하고 감소활동을 권고하고 있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a).

최근에 환자안전 요소와 의료관련감염 간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서는 해당 중환자

실의 환자안전의 성향에 따른 감염률을 확인해 보면 상충적인 성향과 무비판적 성향

의 문화가 있는 중환자실에서의 CLABSI가 건설적인 리더십 성향의 중환자실보다 높

다고 보고하였다(Weaver, Weeks, Pham, & Pronovost, 2014).

이와 같이 환자안전문화는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다. 부서, 조

직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

인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B. 국내 보건 의료환경에서의 감염관리 정책과 동향

1.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권고 10대 과제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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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간 의료계, 환자, 시민사회, 정부 모두가 폭넓게 참여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

체를 구성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논의결과를 권

고문 형태로 정리하여 공포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각 권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하여 민관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캠페

인(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5)을 시행하고, 권역별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의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료법(의료법, 2015)을 개정하여 병문안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상급종합병원 시설기준에서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구비 시 가산점

을 부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둘째,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인프라 확충 및

운영개선 사업으로 감염환자 사전분류 표준절차 마련,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

권역·지역응급센터에 음압병실 설치와 면회 제한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을 법제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6)하고, 보호자 안심 응급실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대형병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구급대, 권역응급센터로 비응급환자 이송과 진료를

제한하고,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여 대형병원에 비응급 환자의 방문을

제한하고, 환자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야간 외래 진료 확대와 중소병원 응급실

육성을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에 응급실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 하고, 위반 시 권역, 지역 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의학신문,

2016). 응급실 과밀화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응급실 환자를 분산시키는

관찰병동인 응급입원병상 운용 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간 사전 조율 없이

전원 오는 중증환자들이 정체의 원인이므로 응급환자 효과적인 전원을 위한 전원

프로토콜, 전원 코디네이터 운영, 전원 의뢰/회송 및 원격 협진 전산 시스템 모델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신상도, 2016).

셋째,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하여 간호사가 간병을 함으로써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설간병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비전문인이 돌볼 경우 감염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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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2013년 13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

300개 기관, 451개 병동, 18,646 병상으로 확대운영 중에 있다. 간호인력 증가로

간호의 질이 향상되어 환자결과, 건강지표, 사망률 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진현, 김성재, 박은태, 정수용, 이은희, 2017).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방안으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시간 선택제 근무

간호사의 인센티브를 강화책을 운영지침에 반영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그동안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대상을 종전의 중대형병원에서

병원급까지로 확대하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계획이다. 감염관리실 설치기준을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 유무와 상관없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설치 기준을 1단계 조정 후 2018년 10월까지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문의 및 감염관리실 직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의료법 시행규칙, 2016)하고 건강보험 수가(보건복지부, 2016a)

보상을 강화하였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

하였는데, 이는 동일 권역권의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의료관련 감염병의 유행 및 추이를 파악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를 협력해서 마련하기 위함이다(질병관리본부, 2017b).

다섯째,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 예방지침을 개발·배포함으로써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b) 감염예방행위의 표준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재료 수가를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예방에 효과가 좋은 1회용 제모용 클리퍼, needless connector, air

blanket 류, saline pre-filled syringe, 수술용 방호 후드, face shield 등 1회용

치료재료의 건강보험을 지원 예정으로 있다(보건복지부, 2016b),

여섯째,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이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3∼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메디컬투데이, 2017).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음압시설 보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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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017년에는 31개 국가지정치료병원 내 음압격리실이 165개, 일반 격리실은 97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정은경, 2017). 감염정보 공유는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곱째,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활동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감염관리 활동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10대 권고문을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였고(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평가 항목에 감염지표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b).

여덟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하여 2017년 2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음압격리병상 설치,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신설·증설·이전 의료기관

입원실의 병상 수 제한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6인실 의무

확보 비율을 폐지하고, 음압격리병상 입원료 등 수가를 개편하여 병원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였다(의료법 시행규칙, 2017).

아홉째, 감염병 신고 체계 개편 면에서는 주요 의료관련감염을 의무 감시화하고,

일부 의료관련감염병은 전수 감시하는 것으로 법제화 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분류체계의 개편을 유도하며 감시대상 참여병원과 표본감시 병원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마지막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진료 의뢰 회송의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병원종별 특성을 강화하고자

제시하였다.

2. 제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제 1 추진과제

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선정하였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2015년 국

내 메르스 발병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41%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피해액은 약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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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추정하였다(Lee, 2015). 이렇듯 감염병 발생은 국민 보건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범부처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기반 기술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주요 선진국 등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국가안보차원에서 강조하여 연구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감염병 연구개발의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 동

안 국내의 감염병 연구개발은 정부, 대학, 연구소가 주로 수행하였고,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의 외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2017∼2021년 제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의 비전을 ‘감

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실현’으로 공포하고,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기술 역량을 확보,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 감염병으로 인

한 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 산업 육성의 4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연구개

발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감염병 감지, 현장적용 가능한 감염병 진단기법을 신속히

전수하는 등의 대유행 감염병 현장대응 기술개발 확대,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연구 개발 추진을 포함한 국가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범부처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연구개발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연계하여 각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산-

학-연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 연구개발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감염병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제품화하기까지 민관의 전 주기

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민

관협력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글로벌 감염병 네트워크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고, 영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감염병 국가 기구들과 의과대학과 교류

를 통해 감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국제협력 및 연구 인프라 강화이다. 다섯

째, 국민 건강에의 위험성, 대유행 가능성, 전략적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기술을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미해결 감염병,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

축의 3대 유형의 10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신·병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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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기후변화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인플루엔자의 4개 분야

이며,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유형은 다제내성균, 결핵, 만성감염질환분야 이며,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분야는 감염병 재난대비 및 관리, 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생

물테러 분야이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이상에서, 메르스 이후 최근 2년간 보건 의료환경에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하

여 관계법규의 제·개정과 제도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관리간호사는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감염병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경된 보건관계

의료법규와 제도에 맞게 각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C. 감염관리간호사

1. 국내 감염관리간호사 인력 현황

의료관련감염은 입원기간의 연장,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

시키며 감염으로 인한 영구손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APIC, 2014). 의료관련감염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국가는 감염 예방관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병원협회와 의료기관 인

증기관(The Joint Commission)의 영향으로 감염예방활동을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

다. 또한 21세기 환자안전 영역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 및 관

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APIC, 2014).

감염관리간호사는 국외에서는 감염관리 실무자(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 ICP),

감염관리 조정자(infection control coordinator), 감염관리사(infection control officer),

감염관리전문가(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 간호역학자(nurse epidemiologist), 감

염관리간호사(infection control nurse)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08년

부터 기존의 감염관리의 개념에서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 인해 감염관리 전

문가협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A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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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감염예방자(infection preventionist)로 호칭을 통합하였다(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국내 감염예방 실무자는 의료기관마다 호칭의 차이는 있으나 간호사가 거의 전

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관리간호사로 호칭하고 있다(오향순 & 이성은, 2005).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의료관련 감염

관리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병원의 감염관리 발전 도모의 결정적 지표

로도 활용된다(Simmons, 1998). 1974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병원감염관

리 효과를 평가한 SENIC (Study on The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보고서에 의하면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5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

실무자를 권고하였고, 미국 감염관리전문가 그룹에서는 80∼100병상 당 1명을 권고였

다(O'Boyle, Jackson, & Henly, 2002). 미국에서는 SENIC 보고서를 기준으로 감염관

리간호사의 수를 115∼167병상 당 1명씩 배치하여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ichards et al., 2001; Stone et al., 2009; Mitchell, Hall, MacBeth, Gardner, &

Halton, 2015).

한편 국내 감염관리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감염관리간호사를 배치

하기 시작하여(이성은, 1993), 1991년에 국내 최초로 전담 감염관리간호사를 배치한

이후 의료관련감염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오향순, 2005). 2002년에 처음으로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감염관리간호사

를 두어 병원감염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고, 2012년 의료법이 추가 개정

되어 감염관리간호사 배치 기준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였다(의료법 시

행규칙, 2016). 법 개정에 따라 8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병원 당 1명

의 감염관리간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향순, 이성은, 2005). 2011년 ∼

2012년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396∼403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간호사를 배치하였고(허

선, 김계하, 오향순, 2012; 정선영, 김옥선, 이지영, 2014), 2016년 연구에서는 311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간호사를 배치(정선영, 2016)하여 점차 감염관리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국외에 비해 열악한 감염관리 인프라 속에서 감염관리 실무를 수행하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중동에 사업차 방문하였던 내국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전국에 186명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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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가 발생하고, 그 중 20%가 사망하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 위기를 겪고 난 후(Cho

et al., 2016)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50병상 이상의

병원은 감염관리 전담자를 두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기관 당 1인 이상의 인력 기준

이 병원종별에 따라 150∼200병상 당 1인 이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였다.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 2016b)과 의료기관평가 인증 기준(의료기관평가인

증원, 2016)에서도 등급에 따라 150∼200병상 당 1명을 제시하여, 2016년 9월을 기점

으로 감염관리간호사 인력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

된다. 국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인력 예측 수요를 조사한 연구(김일옥, 2002)에서 미

국 SENIC 보고서 기준과 같이 250병상 당 1명의 전담 감염관리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2010년에는 628∼972명, 2020년에는 648∼1,00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2016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정회원이 7월에 525명에서 12월 1,002명으로 집계되어

법으로 규정한 감염관리간호사의 필요인력 숫자와 유사한 양상으로 양적 증가가 일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7). 하지만 의료법과 제

도의 변화로 감염관리간호사 발령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감염관리실 배치 전

감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없이 감염관리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되었다.

고도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감염관리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500병상 당 1명은 3년 이상의 감염관리 실무경력 또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의 감염관리실무 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은

감염관리 담당인력의 60% 이상이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 또는 감염관리 자격증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2002년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전문간호사 종별 수요체계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장현숙, 2004)에서는 병상규모별

요양기관 종별 공급체계 결과에 외국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필요인력을 산출하였는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면 2010년 734명, 2015년

799명을 예측하였고,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의 병원 급까지 확대하여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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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2010년 1,212명, 2015년 1,448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공식적으로 감염관리전문간호사로 자격 인정을 받은 인력은

310명(대한간호협회, 2017)에 불과하였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자격 인정을

하고 있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의 경우 135명이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7).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과 실무전문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간호사가 많아(장윤숙, 2011) 실제로 자격인정제도를 통해

자격인정을 취득한 간호사는 이 보다 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관리에 전문적

실무 능력을 갖춘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2. 감염관리간호사의 교육현황

국외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들은 감염관리 관련 학회, 정부기관, 대학이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경력단계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감염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 주제별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관련 직종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련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까지 개설하고 있다(정선영 등, 2016).

국내 감염관리 교육은 임상대학원의 감염관리전공 석사과정, 민간병원의 1∼2주

코스의 감염관리과정,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또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개최하는 3∼4일 코스의 연수과정 등이 있다(이미숙, 2011; 정선영, 김옥선 이지영,

2014). 감염관리간호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재교육을 받아 감염관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 개정과 수가의 신설로

감염관리간호사의 배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였으나,

현재의 교육과정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민간병원, 관련 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도 감염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연수과정 3일 중 1일은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정선영 등, 2016), 그 내용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감염관리 제반 준비를

다루거나,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유행과 관련한 지식 전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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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숙련가, 전문가 단계에 있는 감염관리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리더십 함양

등의 역량개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감염관리 전문가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지식과 임상 역량을

입증하고, 전문가적 신뢰성을 높인다고 하였다(Goldrick, 2007).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경우 감염관리 전문 대학원 석사과정 동안 체계적 학습을 한 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60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상의 감염관리 실무

경험과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감염관리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대학원 석사과정이 3개 대학 35명 정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6)에 그치고 있어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육성과 양적 확대를

위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의료현장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간에 감염관리간호사로 신규 발령을 받은 초보 간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성공적인 감염관리간호사로의 역할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경력

간호사의 숙련가, 전문가로 발전을 위해서는 심도 깊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감염관리간호사의 성공적인 역할 전환과 전문역량을 겸비한 숙련가,

전문가 육성을 위해 경력단계별 역량 교육 및 육성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3.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예방을 목적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감염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제품이나 절차에 대한 평가, 정책의 개발과 검토,

감염위험의 평가와 직원, 건강, 건축, 재난 대비 등 관리정책에 대한 조언,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감염관리 교육과 예방활동, 최신 법·규정 및 인증기관의 기준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료기관에 적용, 환경관리, 행정업무, 질 향상 활동, 연구 참여,

연수 및 교육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APIC, 2014;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이미숙, 2011; 장상희, 2015).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와 감염관리실 업무

현황은 <부록 2>와 같다.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발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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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감염관리간호사 비율이 시기별로 증가하는 것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관리간호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관리

간호사의 감염관리활동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감염감시 업무는 1996년 우준희 등(1997) 연구에서는 불과 58.3%의 의료기관만이

수행하였으나 2016년 병원간호사회 연구(2016)에서는 조사기관의 92.5%에서 수행하고

있어 감염감시가 정착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시업무는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Haley et al., 1985).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하여 개선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감시활동에 따른 개선활동을 78.2%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개선활동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지식이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정선영 등, 2014),

인력이 부족한(정선영, 2016) 것이 그 원인이었다.

2010년 의료기관평가가 인증제로 변화하면서 병원환경 관리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설측면에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청결과 오염구역의 구획

구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09). 2002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의 유행을 경험하면서 환경 방역과 병원 시설구비에 중점을

두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염된 의료 환경의 위생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일상적 환경소독 이외에 최신 환경소독방법인 비접촉 기법(no-touch technique)의

자외선 조사, 과산화수소수 환경 멸균법 등을 도입하였다(Otter et al., 2016). 특히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환자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침상 간격

유지 등이 의료법에 명시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오염을 최소화 하여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였다(의료법 시행규칙, 2017).

감염관리간호사는 이러한 최신의 의료관련 정책과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야 하며, 병원 시설 설계단계부터 감염관리적 측면을 반영하도록

경영진과 병원관계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감염관리 업무는 고전적인 감시업무에 추가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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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Bryant et al., 2016) 감염관리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염관리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 병원경영진 및 다양한 직종의 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교육자, 상담자, 연구자, 변화촉진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적 직관력으로 판단해야 한다(Ward, 2011). 따라서 원활한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감염의 전파 기전, 미생물학, 역학, 통계학, 건축학, 의사소통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의료법규 및 감염관리 최신 경향을 확인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D. 역량의 개념 및 역량 모델링

1. 역량의 정의

역량(competency)은 1970년대 초 McClelland (1973)가 최초로 직업적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시대적 상황이나, 학자의 기본철학이나, 학문적 특

성, 접근방법 등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합의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

고 있다(이홍민, 2009). 초기 연구들은 ‘우수한 직무성과 도출이 가능한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특성’(McClelland, 1973),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의 내재적 특

성’(Klemp, 1980), ‘개인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잠재적 특성’(Boyatzis, 1982),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재적 특성’(Dubis, 1993) 등으로 정의하여 개인의

내재적 및 잠재적 특성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특정분야에서 특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지식과 기술’(McLagan, 1996).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Jacobs, 1989) 등으로 정의

하여 타인이 관찰 가능한 지식과 기술 측면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초기연구의 내재적, 잠재적 특성과 지식과 기술 등의 통합체로 보는 광의적 관점에서

정의(Flesishman et al, 1995)하기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Spencer와 Spencer (1993), Parry (1996)는 개인의 직무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역량을 정의하고 있다. Spencer와 Spencer (1993)는 Boyat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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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의 역량 개념을 확장하여 특수 상황이나 직무에서 비교 준거 기준에 비추어 효

과적이고 우수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며, 내적 특성

으로는 동기(motive),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

(skill) 등이 있다고 하였다. Parry (1996)는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이 널리 받아들이는 성과기준에 대비하

여 측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

합체로 설명하였다. 역량은 준거에 따라 관찰 가능하고,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이 되므

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역량을 관찰과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지표를 행동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우수한 직무수행 또는 성과와 관련한 요소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지표

를 제시함으로써 직무 수행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고 개발이 필요

한 역량의 하위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태도, 가치, 동기, 특질

의 요소들도 행동적 용어인 행동지표로 제시하면 교육훈련과 개발이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Lucia & Lepsinger, 1999; 김영주, 2014; 박경선, 2012).

역량의 개념의 공통적 특징은 개인 직무 또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

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태도, 동기 등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

식, 기술, 행동, 특성 등의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Spencer와 Spencer

(1993)는 역량을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역량의 구성요소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동기(motives)는 개인이 일관되게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

동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동기는 특정한 행위나 목표를 항해 행동을 유발시키고, 방

향을 지시하며,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 특질(traits)은 신체적인 특성이나 상황 또는 정

보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성을 의미하며, 자기 통제, 주도성과 같은 복합적 요소가 포

함된다. 자기개념(self-concept)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관 또는 자기상을 의

미하며,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이다. 지식(knowledge)은 특정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실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예측하지 못

한다. 기술(skill)은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분



21

석적 사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개념적 사고 등 고등적인 인지적 기술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역량의 구성요소 들간의 관계를 빙산(Spencer & Spencer, 1993) 또는 피라

미드(McClelland, 1973) 모델로 역량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역량 구성요소 중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가시적이며 표면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이 용이하나,

자아개념, 특질, 동기는 개인의 장기적인 직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요소로서

인간의 내면에 위치해 있어 평가하고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그림 1>.

<그림 1> 역량 구조의 내면과 표면(Spencer & Spencer, 1993)

감염관리 역량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

도 등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지표로 개발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제

시와 교육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역량 모델링

역량모델(competency model)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어 구분하는 개인들의 지식,

기술, 특징 등에 대한 설명적 묘사의 총합이며,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Lucia &

Lepsinger, 1999/2001; 김영주, 2014). 이러한 역량모델을 도출하는 과정을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이라고 하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Dubis (1993), Spenser와 Spenser (1993), Rothwell과 Kazanas (1998), Luci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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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singer (1999)가 제시한 역량모형 개발방법을 고찰하였다.

Dubis (1993)는 역량 기반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의 전략을 연결하여 전략적

시스템 모델링 방법으로 직무역량 평가방법, 변형된 직무역량 평가방법, 일반모형

덧씌우기, 일반모형 맞춤화 방법, 유연한 직무역량 모델링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직무역량 평가방법은 직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직무 구성요소와 우수

성과자의 요건을 조사하고, 관찰 및 주요행동 인터뷰를 통해 우수 성과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역량모델을 구성한 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역량모형을 검증한다. 둘째

변형된 직무역량 평가방법은 직무역량 평가방법과 유사하나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결정적인 행동사례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일반모형 덧씌우기는

기존의 역량모델을 이용하여 역량개발의 전문가 집단이 분석 대상 직무의 역량모델

초안을 개발하고, 조직 내 우수 성과자의 검토를 거쳐 역량모델을 검증, 선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일반모델 맞춤화는 기존 일반 모델을 특정직무의 내용, 직무의 결과,

직무 환경 등에 맞추어 수정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직무 역량모델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며,

직무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패널 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직무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직무수행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대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요소 또는 행동지표를

개발한 후 실제 현장의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현실에 맞게 개량하여 활용하게

한다(김나라, 2013; 박경선, 2012; 이윤주, 2013; 남순란, 2015; 방재현, 2012).

Spencer와 Spencer (1993)은 준거집단을 활용한 고전적인 연구,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단축 연구, 미래형 혹은 1인 직무에 대한 연구의 세 가지 역량모델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전적인 연구는 핵심 직무에 대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용한다. 효과적인 업무수행 정의, 정의된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수성과자

집단과 평균성과자 집단을 선정,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역량모형을 선정한 후 준거집단을 이용하여 모델 검증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둘째,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단축 연구는 대상 직무 및 직무군에 정통한 인력관리 전문가,

상급관리자, 우수성과자 등의 그룹을 소집하여 역량모델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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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수렴하여 역량모델을 구성하고 타당성을 검증한다. 셋째, 미래형 직무는

현재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직무로, 직무의 역량요건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로 현존의 유사한 직무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직무요소와 역량의

관계에서 추정하거나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여 미래 직무역량을 규명한다. 1인 직무는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단 1명인 직무를 말하는데, 주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역량모델을 개발한다

(김나라, 2013; 박경선, 2012; 이윤주, 2013; 남순란, 2015: 방재현, 2012).

Rothwell과 Kazanas (1998)은 제조-구매 결정에 의한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차용하는 방법, 차용하여 제작하는 방법, 제작하는 방법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

하였다. 첫째, 차용하는 방법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역량모델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가장 쉽고 저비용이나 특수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내 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둘째, 차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은 차용한 역량모델을

독특한 기업 문화에 맞추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제작하는 방법은 가장 엄밀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역량모델을 선발, 승진 등의

중요한 인사관리 의사결정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박경선, 2012; 방재현,

2012에 인용 됨).

Lucia와 Lepsinger (1999/2001)는 새로운 모형 개발법과 검증된 모델 개발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모형 개발법은 개인의 업무 단위의 성과기준을 파악하고

성과기준 초과 집단, 미달성 집단을 파악하고, 해당 직무 수행자와 우수성과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역량모델을 개발한 후, 설문 또는 우수성과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역량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역량을 수정한다. 이후 우수성과자의 업무수행 특성과

수정된 역량모형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역량모형 타당성을 검증한다. 검증된 역량모델

개발법은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모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선행방법과 차이가 있다.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법은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특정 역할에 맞는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검증된 역량모델 개발법은 자료수집, 분석과 타당성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박경선, 2012; 이윤주, 2013; 방재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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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모델링을 통한 국내 역량 개발연구는 교육학 분야의 교수역량 개발(박경선,

2012; 양은하, 2010; 임우섭, 2007; 이대용, 2012; 천경희, 2011)이 주를 이루며,

특수직무 관련하여서는 대학 행정직원(남순란, 2015), 대학 입학사정관(방재현, 2012),

경영자 리더십(우수명, 2013), 기업상담자(남현주, 2014), 고위공무원(조명성, 2015)

등의 역량을 규명하거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에서는 간호관리자(김성열, 김종경, 2016; 김지수, 2008)의 역량과

근무지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간호사(김은재,

2016), 중환자실 간호사(김소선, 유옥수, 권인각, 문성미, & 성영희, 2005; 박지은,

김소선, 2013), 병동간호사(박미란, 2014)의 역량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역량모델 개발 과정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직무성과와 기준을 규명하고,

우수성과자를 선정한 후 직무 관찰, 행동사건면접,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여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을 도출하여 역량모델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였다. 잠정적으로

확정된 역량모델은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모델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역량은 전문직으로서의 표준화된 최소한의 업무표준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King, 2005). 감염관리 핵심역량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호역량

중에서 모든 감염관리간호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량(Tanner, 2006)을 말한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성공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이므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서구의 감염관리협회를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도출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은 2002년 SARS를 경험한 이후 감염관리간호사의 증대와 함께 감염관리 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부록 3>.

호주는 호주감염관리협회(The Australian Infection Control Association, AICA)

(1996)에서 감시, 질 향상, 교육, 임상적 이슈의 4영역의 감염관리 실무표준을

발표하였고, 감염관리실무자의 근거 중심 실무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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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Murphy & McLaws, 2000). 감염관리 전문가로 인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수행을 기본 인정가(Primary Credentialed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 CICP-P, 1년 이상의 실무경력), 진보 인정가(Advanced Credentialed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 CICP-A,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전문 인증가(Expert

Credentialed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 CICP-E,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의 3단계

경력별로 제시하였다(ACIPC, 2016).

영국은 1990년대 감염관리간호사협회(Infection control Nurses Association,

ICNA)에서 감염관리간호사들이 다양한 임상배경과 학부에서부터 전문간호사까지

다양한 감염관리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감염관리 핵심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2000년에 최초로 미생물학, 면역학, 역학, 소독,

감염예방 및 관리 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역량,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 역량, 감염관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및 리더십 역량,

감염관리 교육과 자가 학습 및 전문성 개발의 교육 역량, 실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중심실무 역량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004년

감염관리 역량의 개정이 있었는데 감염관리 위험사정 및 감염관리 실무의 효율성

반영, 환자 참여, 연구의 3개의 새로운 핵심역량이 추가되고 공중보건 요소들이

전문지식역량에 편입되어 4개 역량군 17개의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검토한 것이 관리자로서의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을 일반

관리자와 확연히 분리하고자 하였다(King, 2005). 2011년 3차로 영국

감염관리학회에서는 감염관리사의 역량을 개정하였는데, 지식과 기술 프레임워크

(Knowledge and Skills Framework, KSF)를 사용하여 4개 역량군 17개의 역량진술

아래에 129개의 세부 행동지표 (performance indicator)를 제시하였는데 행동지표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지식, 이해, 기술도 함께 제시하였다(IPS, 2011).

영국에서는 역량을 자가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는데 (King, 2005)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자가측정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역량 또한 모든 감염관리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며, 감염관리 초보자를 전문가로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관리자 및

교육 촉진자는 감염관리 실무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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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Tew, King, Moore, & Meyers, 2002). 하지만 영국에서의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경력단계별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감염관리자격시험위원회(CBIC)가 1981년 설립되었다. CBIC는 1982년부터

전국단위로 감염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직무분석을 시행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 감염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시험에

반영하였다. 감염관리전문가는 5년마다 재 인증을 받으므로 업무분석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Emori, Haley, & Stanley, 1980; Shannon et al., 1984; Larson,

Eisenberg, & Soule, 1988; Bjerke et al, 1993; Turner, Kolenc, & Docken, 1999;

Goldrick et al, 2002; Murphy et al., 2012) 시대상에 따른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발전시켜왔다. 가장 최신의 미국 CBIC의 핵심역량(2009년)은 2001년과 동일한 6개의

역량군(감염질환과정 규명, 감시/역학조사, 감염전파예방 및 관리, 관리/의사소통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직원감염관리)과 각 역량군에 따른 총 47개 하위역량으로

규명하고 있다(Friedman et al., 2008; Murphy et al., 2012). 하지만 하위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APIC에서는 감염관리 실무등급을 3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을 기술하였다. 초보자 단계는 감염관리

입문 2∼3년 동안의 기간으로, 환자 안전에 중심을 두는 기본 기술을 익히고, 임상

현장에서의 핵심역량을 훈련 개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학의 기초 지식과

정보검색법을 익히는 단계로 기본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감염감시활동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감염관리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단계이다(Murphy et al., 2012). 또한 APIC (2013)은 감염관리

초보자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2년 간의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 숙련가 단계는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상급 감염관리 실무의 기술을 습득하며,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감염관리 활동의 범위를 개인차원을 넘어서 팀 중심의 업무 진행으로

성공적인 감염관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단계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활동에 대해 인정받는 지도자이자 챔피언의 역할을

수행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며, 고급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기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초보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멘토링을 통한 감염관리간호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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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서 민관합동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과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이다(Murphy et al., 2012). 2012년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는 추가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과 프로그램 관리 영역,

감염예방 및 관리 영역, 기술영역 과학적 개선활동 수행영역의 4개 역량군을

발표하였다. 이 4가지 역량군은 감염예방자가 구축해야 하는 핵심역량이며,

초보단계에서 전문가 단계로 그들의 감염관리 경력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Murphy et al., 2012; Hanchett, 2012). Bubb 등(2016)은 APIC 역량 모델

개발 이후 모델 적용과 직무 변경을 반영한 감염예방자의 직무표준을 추가로

발표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캐나다의 감염관리협회(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Canadam IPAC)는 미국과

동일한 자격 인정제를 실시하며, IPAC의 자격 및 인정기준은 미국 감염관리전문가

인정과도 비슷하며, 미국의 감염관리전문가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Burnett, Curran,

Loveday, Kiernan, & Tannahill, 2014). 캐나다에서도 감염관리 역량을 근거로 하여

감염관리 역량의 자가점검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는데 감염관리 전문가의 자격, 윤리성,

전문직 개발, 리더십, 감염예방 및 관리 실무, 미생물학 및 감염학, 감시, 역학, 교육,

자문과 의사소통, 직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재정적 책임, 수행의 개선, 연구의

14개 역량군에 총 116개 행동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의 평가는 Likert 척도로

개발 단계, 능숙한 단계, 숙련된 단계, 전문가 단계, 미해당 항목에 표기한 후 각

항목별 점수를 취합하여 역량을 측정하도록 하였다(CHICA, 2009). 2013년에 캐나다

감염예방 및 관리 협회는 2008년에 발표한 역량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이 영국, 미국, 유럽의 감염관리 역랑과 문헌고찰을 통해 역량을 기술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14개의 하위역량과 157개의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행동지표는

지식(감염관리사의 지식)과 적용(할 수 있는)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IPAC, 2016).

한편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미생물과 감염학회와 Improving Patient Safety in

Europe (IPSE) 연합으로 환자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로 유럽 감염관리

간호사와 의사의 핵심역량을 명문화 시켰다(IPSE, 2009). 유럽에서 정의한 감염관리

핵심역량은 프로그램 관리, 질 향상, 의료관련감시 및 조사, 감염관리활동의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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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에 감염관리 프로그램 기획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질 향상 도출, 감염위험 관리,

전문 실무 및 실무평가, 감염관리교육, 연구, 감시계획, 감시 시스템 운영, 유행 조사,

감염관리 중재, 감염관리 시술 관리, 항생제내성균 감소, 실험실 검사 방법에 대한

조언 및 검사자료 사용, 의료기구 소독과 멸균, 환경관리의 16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감염관리 경력단계를 입문자 수준과 전문가 수준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각 하위역량의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각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역량의 기준을 안내하였다(ECDC, 2013).

홍콩에서는 2011년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역량을 역량군의

구분 없이 하위역량 및 행동지표 83개를 최초로 제안하였고(Chan, Adamson, Chung,

& Chow, 2011), 개발된 83개 지표에 대해 2016년에 설문조사를 시행 후 rasch model

통계분석법을 이용하여 최종 14개의 하위역량에 76개의 행동지표를 산출하였으며,

경력단계별 역량 구분은 없었다. 개발된 지표를 영국, 북미지역의 감염관리 역량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홍콩에서는 감염관리 링크 시스템이 특이하게 있었고,

북미에서는 감염관리의 재정관리 역량이, 영국에서는 환자와 공공보건체계의 참여

부분에서 국가별 차이를 확인하였다(Chan, Bond, Adamson, & Chow, 2016).

한편 국내의 감염관리 역량에 대한 연구는 김과 최(2014)가 최초로 미국 CBIC의

자격기준 역량을 번안하여 핵심역량을 측정하여 보고하였는데, 총 핵심역량 수준은

5점 척도에 3.51점으로 직원건강(3.71점), 감시/역학조사(3.65점)의 점수가 높았으나,

관리와 의사소통(3.37점), 교육 및 연구(3.28점)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시와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역량 개발은

필수적이고, 기본감염관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쉽게 감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관리와 의사소통술과 교육 및 연구는 단기간

육성으로 개발되는 역량이 아니므로, 감염관리 실무와 리더십 교육 연수가 필요하고,

또한 통계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감염관리 경력과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로 확인되어 핵심역량 개발에는 장시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대한간호협회 주관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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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는데 공통 핵심역량 32개 항목과 비공통 핵심역량 3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영역으로 비공통 핵심역량 31개 항목 중 적절성과 중요도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핵심역량은 총 11개로 환자 및 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학제간 의뢰, 실무에 대한 자가 평가, 전문간호사 역할 개발, 보건의료정책 입법

활동, 사례관리, 팀 빌딩, 멘토링, 기관의 정책 활동 참여, 문서관리, 간호사의 연구

지원이었고, 3점 미만의 점수를 보인 핵심역량은 총 3개로 신체검진, (법적 범위 내,

합의된) 처치 및 시술 수행, 의무기록 작성이었다(김금순, 2014). 선행연구(Kim &

Choi, 2015; Murphy et al., 2012)들에 비추어 본 바 국내 감염관리전문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미국의 경력단계별 기준으로 숙련가 이상에서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Dreyfus (1980)와 Benner (1984)의 기술습득모델은 숙련된 간호사의 문제 처리

능력은 초보 간호사나 유능한 간호사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경험을 통해 얻는 기술과 직관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며, 임상등급을 초보자,

상급초보자, 유능자, 숙련자, 전문가의 5단계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감염관리간호사의 기술 개발에 적합한 모형으로 보인다. 초보 감염관리간호사는

감염관리 실무 훈련에, 경력 감염관리간호사는 연구와 교육 같은 영역에서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전문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King, 2005).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국가에서는 경력단계별 역량을 규명하고 개발된 감염관리 역량 또는 핵심역량은

자가측정도구로 개발하여 이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별로 공공정책, 의료

환경, 감염관리 전문 인력의 교육배경이 다양하고 감염관리간호사의 핵심역량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의료 및 교육 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과 수준을

규명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감염관리 역량은 감염관리를

위한 실무표준이라고 하였다.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역량군, 하위역량을 제시하고, 경력별 행동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무표준

개발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경력별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밝힘으로써

감염관리간호사의 질적 성장을 돕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30

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Spencer와 Spencer (1993)의 구조모델에서 내재적 특성인

역량의 구성요소와 미국의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에서 제시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모델을 함께 반영하였다.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의 감염관리 역량모델은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감염

관리간호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무표준이 되는 핵심역량군을 원의 가장

안쪽에 배치하였다. 핵심역량군은 2009년 미국 감염관리자격시험위원회에서 제시한

감염성 질병과정의 역학 및 확인, 감염감시 및 역학조사, 감염원인체의 전파예방 및

관리, 직원건강, 관리와 의사소통(리더십), 교육 및 연구의 6개의 역량군으로 설명하였

고, 이를 미국의 CBIC 문항의 개요로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개발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4개의 영역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4개 영역은 리더십과 프로그램 관리, 과학기술, 감염예방 및 관리, 수행향상과 수행과

학 이었다. 이 4개의 미래지향적 영역에 중점을 두면, 감염관리간호사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초보자에서 숙련가, 숙련가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 영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다른 영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개발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역량과 미래지향적 영역군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

되어 있다(Murphy et al., 2012)<그림 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실무표준을 제

공하기 위함이다. 미래지향적인 4개의 영역 개념이 과학기술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6개의 핵심역량군에 포함되어 있고, 과학기술 영역의 역량 개발 개념이 국내 현상과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6개 핵심역량군의 개념을 본 연구의 기틀로 삼았다. 과학

기술 영역군은 감염감시 정보기술과 전자의무기록/전자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활용

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사용률이 4개 영역 개발 당시에는 12%에 그치

고 있었고, 의무기록을 공통 전자 플랫폼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의료관련

감염감시를 위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공급업체 평가와 선정단계부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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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C core competencies

Iden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ocesses

Surveillance and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Preventing/controlling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Employee/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Education and research

관리간호사가 관여하여 감염감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여,

전자의무기록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았다.

<그림 2> 감염관리자를 위한 APIC 역량 모델(Murphy et al., 2012)



32

역량의 구성요소 중 지식과 기술은 원의 중심에서 멀어 질수록 겉으로 드러나고,

측정이 가능하나, 동기와 특질처럼 원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는 요소들은 내면화

되어 있어 측정에 어려움을 있다. 행동지표로 도출된 역량은 역량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되 기본 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알아야 할 것(knowledge)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performance)’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역량은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염관리

간호사들은 자신의 직무관련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시키는 경력개발과정이

필요하다(Hall, Waddell, Donner, & Wheeler, 2004). 본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경력단계를 우선 APIC에서 제시한 감염관리 역량모델(Murphy et al., 2012)을

사용하여 감염관리 경력단계를 초보자, 숙련가, 전문가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력 연한을 감염관리실무전문가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연한과

Benner (2004)의 경력간호사의 역량 단계 5단계를 반영하여 초보자는 감염관리 실무

경력 3년 미만, 숙련가는 3년에서 7년 미만, 전문가는 7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각 역량군의 수준은 초보자에서 숙련가, 전문가로 진행할수록 역량이 넓어지는

것을 반영하였다. 즉 감염관리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경력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역량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성공적인 감염관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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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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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역량모델링 과정을 통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군,

하위역량과 행동지표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B. 연구절차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Lucica와

Lepsinger (1999)의 하나의 조직에서 특정한 업무, 직무나 역할을 위한 역량모델

개발에 유용한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 방법론을 변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 모델의 역량군을 활용하기는 하나 미국과 국내의 보건

의료환경이 다르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역량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모델

개발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감염관리 역량 개발의 3 단계와 감염관리 역량의 타당도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단계는 <그림 4>와 같다.

1, 2 단계는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대상자 선정 단계와 자료수집 단계이다.

현실적으로 우수한 성과자인 감염관리간호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량에 관해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감염관리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임원으로부터 감염관리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여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역량을 확인하였다.

3 단계는 잠정적 역량 개발 단계로,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의 분석을

통해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를 도출하여 잠정적 역량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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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는 잠정적 역량을 검증 한 후에 수정 보완하는 단계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역량을 수정, 보완하여 역량을 확정하였다.

5 단계는 경력단계별 역량 확인 단계로, 확정된 감염관리 역량을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력단계별로 역량을 구분하였다.

6 단계는 역량모델 타당도 검증 단계로,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역량의 중요도를 확인하여 감염관리 역량모델의

임상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을 확인한 후에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역량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림 4>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 개발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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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고찰

1) 자료수집

감염관리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감염관리간호사(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 ICP,

infection control nurse, infection control specialist, infection control preventionist)의

역할과 직무(job description), 역량(competence, competency), 업무수행능력(practice),

실무능력(ability),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측정(scale, measurement, assess),

태도(attitude), 교육(education) 등의 검색 색인을 조합하여 PubMed, EMBASE,

CINAHL, KoreaMed, RISS, KMBASE, 국외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학회 또는 단체

홈페이지 등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문헌검색을 하였다. 검색결과 중 미국, 영국

등 해외 감염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제안한 감염관리간호사 역량 개발 연구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국내외 감염관리전문가 자격 인증에 필요한 기준 연구, 감염관리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 역량 자질 등을 설명한 연구,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연구로 구체적 교육목표, 교육 내용 및 성과평가도구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들을 선정하였다. 표준주의 등 감염관리의 인지도와 수행도 조사

연구는 제외하였으며, 감염관리 프로그램 중 특정 균주 또는 감염병의 중재 연구,

원문을 구할 수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국외에서 감염관리사의 역량개발이

시작되었던 1980년대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어와 영어로 기술된 문헌 총 283건의

문헌을 검색하였고, 중복검색과 선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12건의 문헌을 선정하였다<그림 5>.

2) 자료분석

문헌들로부터 결과 및 측정도구의 항목에 세부번호를 부여하고 감염관리간호사가

감염관리 실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특질, 수행에 해당 하는 총

1,085개의 문장을 추출하였다. 행동지표 추출을 위한 기준은 첫째, 의료법, 국내

의료기관인증에서 제시한 행동지표는 필수적으로 추출하였고, 둘째, 최소 2개 이상의

문헌에서 확인된 역량을 추출하였으며, 셋째, 국내 현황과 맞지 않고, 수행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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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행동지표는 제외하였다. 역량을 진술하는 유사문장을 통합하여 최종

218개의 행동지표가 추출되었다. 행동지표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국외의 역량

연구(IPS, 2011; IPAC, 2016)와 같이 ‘알아야 할 것’(K: knowledge, understanding)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P: be able to, performance)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

하였다<부록 4>.

<그림 5> 문헌고찰 문헌선정 과정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는 관련 주체에 대해 같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그룹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관련 인식의 합의적인 의견 도출을 유도하는

연구방법이다(Krueger & Case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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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감염관리경력 근무병원 형태 학력

참여자 1 7 년 이상

그룹

18년 상급종합병원 박사

참여자 2 11 년 상급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3 11 년 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4 11 년 종합병원 박사(재학)

참여자 5 14년 6개월 상급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6 11 년 5 개월 상급종합병원 박사(재학)

참여자 7 14년 3개월 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8 7 년 미만

그룹

1 년 종합병원 학사

참여자 9 4년 3개월 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10 2 년 3개월 상급종합병원 학사

참여자 11 2 년 4개월 상급종합병원 학사

참여자 12 6년 11 개월 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13 6년 5개월 상급종합병원 석사

참여자 14 6년 7개월 종합병원 석사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문헌으로 확인되지 않는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참가자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고, 5명보다 작을 경우

참가자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Lucia & Lepsinger, 1999). 본

연구에서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임원으로부터 감염관리 실무 능력이 우수한

간호사를 추천 받았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인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무경력 7년 이상과 7년 미만으로 경력별로

구분하여 총 2회 차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1>.

<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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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2017년 7월

8일과 8월 18일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의 및 월례회를 마친 후에 주변을 정리한

회의장과 강의장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소요시간은 1시간∼2시간

소요되었다. Lucica와 Lepsinger (1999)의 포커스 그룹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감염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역량, 주요 도전, 국내 의료환경과 정부시책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는 Lucia와 Lepsinger (1999)의 역량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문헌고찰방법과 동일하게 작성된 녹취록에 세부번호를

부여하여 코딩을 한 후 1 단계로 녹취록을 충분히 정독하고, 면접현장에서 작성된

현장 노트를 참고하여 행동특성이나 요구되는 역량 요소를 확인하였다<부록 5-1>.

2 단계는 내용분석을 통해 역량요소들의 내용을 행동지표로 도출한다. 이들을

지지하는 인용문을 작성한 후 이를 지지하는 인용문을 함께 제시하였다<부록 5-2>.

3. 잠정적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도출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행동지표들은 마지막으로 역량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를 가장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잠정적 하위역량을 도출하고, 하위역량의 용어를 정의하였다.

역량군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역량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행정안전부, 2008). 본 연구에서는 하위역량의 특성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 (2012)의 역량모델의 6개의 핵심역량군(감염성 질병과정의

역학 및 확인, 감염감시 및 역학조사, 감염원인체의 전파예방 및 관리, 직원건강,

관리와 의사소통(리더십), 교육 및 연구)에 따라 분류하였다. 6개의 핵심역량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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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불가능했던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하위역량의 유사성에 따라 새로운 역량군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는 감염관리 전공 대학교수 1인, 감염관리 전문가 3인에게 감염관리 역량의

구조, 행동지표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 수정 보완 후 7개 역량군, 19개 하위역량,

156개의 행동지표로 구성된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을 개발하였다.

4. 잠정적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의 검증 및 수정 보완

1) 델파이조사

델파이조사(delphi survey)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측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델파이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련분야에 공헌하여 해당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설문에 꾸준히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남순란, 2015).

(1) 연구 대상자

전문가 패널의 수에 대해 Dalkey (1981)는 패널의 수가 커질수록 신뢰도가 커지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Anderson (1995)은 10~15명의 소집단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감염관리 실무 경험, 연구,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임원과

감염관리 전공 간호학 교수 중 감염관리 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15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에 동의를 구하여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표

2>.

(2) 자료수집

델파이조사는 일반적으로 1차는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확산적인 의견을 수집한 후, 2,3차 조사에서는 1차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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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분석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개발하여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평가하게 된다(권태일, 2008; 남순란, 2015; 우수명,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도출된 역량모델 초안의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2 회차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경력, 직장, 학력의 일반적 특성과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군과 하위역량의

정의, 행동지표에 대한 Likert 4점 척도의 적합도 평가[매우 적절하다(4점)∼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로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도출된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의

추가, 삭제, 통합, 용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2> 감염관리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대상자 직책 학력 임상경력 감염관리경력

전문가 1 부장 박사 26년 17 년

전문가 2 수간호사 박사재학 20 년 7 개월 10 년

전문가 3 수간호사 석사 24년 14년 3개월

전문가 4 수간호사 박사재학 20 년 9년

전문가 5 수간호사 석사 21 년 3개월 14년 1개월

전문가 6 간호학 교수 박사 28년 11 년

전문가 7 책임 간호사 석사 20 년 10 년

전문가 8 팀장 석사 24년 2개월 14년 6개월

전문가 9 간호학교수 박사 16년 8개월 11 년 8개월

전문가 10 간호학교수 박사 26년 6개월 12 년 9개월

전문가 11 간호학교수 박사 16년 4개월 10 년

전문가 12 부팀장 석사 20 년 6개월 14년 3개월

전문가 13 수간호사 석사 19년 11 년

전문가 14 팀장 박사재학 23년 7개월 11 년 5 개월

전문가 15 수간호사 박사재학 19년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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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4.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위수 등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전문가 패널 간의 내용

타당도 기준은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Item CVI, I-CVI)가 0.8 이상(Lynn, 1986; 이은옥 등, 2009), 전체

도구별 내용타당도 지수(Scale CVI, S-CVI)는 0.9 이상인 경우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Polit & Beck, 2006).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도출된 행동지표를 통합하고, 수정하여 156개의

행동지표에 대해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CVI 0.8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삭제, 통합 및 항목 간 이동을 거친 후 감염관리 전공 간호학 교수 1인, 감염관리

전문가 2인의 감수를 거쳐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는데, 1차 델파이 조사 후 137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135개의 행동지표가 도출되어 최종적으로 7개 역량군, 23개

하위역량, 135개의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2) 전문가 공청회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역량모델에 대한 최종 검증을 위해 2017년 9월

28일 온라인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한감염

관리간호사회 임원 19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역량개발의 목적, 역량개발과정,

도출된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에 관해 설명한 후 Lucia와 Lepsinger (1999)의

잠정역량모델 검증을 위한 질문을 재구성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역량의 구조가 적절한지,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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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 확인

2차 델파이 조사 후 델파이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각

행동지표가 초보자 단계(3년 미만), 숙련가 단계(3년 이상∼7년 미만), 전문가

단계(7년 이상) 중 어느 단계에서 더 요구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전문가 패널

15인 중 14인(93.3%)이 응답하였다. CVI의 개념을 반영하여 대상자의 80%

이상(11명)이 해당 경력 단계에 동의한 경우 경력의 수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자 단계의 역량은 전문가 패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숙련가와

전문가 사이의 역량 구분은 불가하여, 경력단계를 초보자와 숙련/전문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전문가 패널 간의 합의를 확인하였다. 경력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한 후에도

전문가 패널 간의 합의가 80% 미만인 경우는 초보자 단계로 규정하였다.

6.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

도출된 역량의 델파이 조사, 전문가 공청회를 수행하여 역량의 내용타당도를

점검하여 역량 모델을 수정, 개선한 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검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Lucia & Lepsinger, 1999;

방재현, 2012). 본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역량(행동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 최종 감염관리 역량을 확정하였다. 또한 현재 감염관리간호사로

역량의 수행(보유) 정도를 함께 조사하여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발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함으로써 감염관리간호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자료수집

2017년 10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실 주소록에

수록되어 있는 e-mail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와 설문지가 탑재된 웹사이트를

전달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소록에 누락되어 있는 감염관리간호사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e-mail 조사 시 메일을 받지 못한 동료들과의 공유를 요청하였다.

HTML 기반 웹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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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으며, 하위역량별 행동지표 설문을 한 화면에 구현하였고, URL 링크 클릭

한번으로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모바일 문자로 URL링크를 제공하였다. 대상자는 e-mail 또는 모바일 문자로 링크된

URL을 클릭하여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연구에 동의한 경우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설문은 감염관리간호사의 행동지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 및 행동지표는 중요도[매우

중요함∼전혀 중요하지 않음]와 수행도[항상 보유 (수행)함∼전혀 보유(수행)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 참여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개발되어야 할 역량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임상경력,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근무부서, 최종학력, 직위 등의

설문을 추가하였다. 설문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 5,000원 상당의 음료쿠폰을 문자로 전송하고, 중복참여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E-mail 설문의 낮은 응답률을 고려하여 리마인드 전자 우편을

10일 간격으로 총 3회 발송하였다.

총 302명이 URL에 접속하였으나 최종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196명(65%)이었다.

이 중 모든 문항에 동일한 답변을 한 설문과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을 없음으로

응답한 설문 22부를 제외하여 최종 174명의 응답 자료로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감염관리 역량과 행동지표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요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이 3.75 이상일 때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Lee, 2009). 역량의 내적 일관성 확인을 위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이용하였는데,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은옥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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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집중 개발해야 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도출된

감염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시행하였다. 중요도-수행도 분석은 주로 경영전략,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요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기법이다(Martilla & James, 1977, 김성열, 김종경, 2015에서 재인용).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분면으로 나누어 각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

‘집중’, ‘유지’, ‘저순위’, ‘과잉’으로 구분한다. 즉,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1사분면에 속하는 경우 집중개발이 필요한 역량이다<그림 6>.

본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경력단계별로 도출된 행동지표에 대하여 각 경력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SPSS 24.0 version을 이용하여 1사분면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항목을 확인하였다.

<그림 6> 중요도-수행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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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로부터 심사와 승인(SMC 2017-05-075-001)을 받았다. 자료 수집 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과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됨을 설명하고,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는다. 연구 대상자에게 참여와 참여하지 않음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웹 설문의 경우 설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문이 종료되도록 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의 기밀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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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개발

1. 행동지표 도출

1) 문헌고찰

개정된 의료법, 의료기관인증제의 평가 기준, 감염관리와 관련된 수가에 대한

자료와 문헌고찰을 통해 총 218개의 행동지표를 추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된

행동지표들은 대부분 직무, 실무표준에 부합하는 지표들이었다. 미국, 영국, 유럽,

캐나다의 목록화된 감염관리 역량과 WHO의 감염예방 및 관리 요소에서 행동지표를

추출 하였다. 각 국가별로는 미생물, 감염학, 역학에 대한 기본지식,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감염감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의 직원안전, 교육, 연구가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국은 감염관리실의 업무, 영국과 캐나다는 전문직

개발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부록 4>.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초보자와 전문가 두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최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로 인해 초보자의 유입이 급증하여 직무 역량 보다는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행동지표들이 도출되었다. 감염관리 관련 근거를 찾기 위한 ‘외국 문헌을

읽고 이해한다’, 감염감시와 임상 현장의 감염관리 수행 모니터 시 ‘감염관리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또한 인력증가로 인한 업무 분장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관리실 내 업무 진행경과에 대해 의사소통한다’. ‘읽고 이해하기 쉽게 문서를

작성한다’,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진다’ 등으로 나타났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총 67개의 행동지표가 추출되었다<부록 5>.

문헌고찰(218개), 포커스 그룹 인터뷰(67개)를 통해 추출된 역량목록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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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한 후 감염관리 전공 간호학 교수

1인, 감염관리 전문가 3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한 총 행동지표 156개를

잠정적으로 도출하였다.

2. 역량군, 하위역량 도출

총 156개의 예비 행동지표들은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의 역량모델에 근거하여

역량군을 구분하고,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하위역량으로 명명하고

역량을 정의하였다. 전문직 직업의식은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 모델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영국(IPS, 2011) 캐나다(IPAC, 2016) 역량군에는 별도의 역량군

또는 하위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주로 도출된

행동지표들이 전문직 직업의식으로 범주화 할 수 있어 ‘전문직 개발’을 추가하여

7개의 역량군으로 구성하였다.

감염병 확인의 하위역량으로는 미생물에 대한 이해의 1개로 범주화 하였고,

감염감시는 감시계획, 감시운영, 유행조사, 감염병 유행관리의 4개 하위역량을 범주화

하였다. 국외역량에서 영국(IPS, 2011)과 캐나다(IPAC, 2016)는 모두 건축 및

시설관리,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을 별도로 역량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의료법에서 병원환경의 시설 기준이 개정되었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도 의료기구의 재처리의

하위역량으로 도출하였다. 국외 연구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군은 감염예방관리지침,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적용, 건축개보수 관리,

의료기구의 재처리의 총 4개의 하위역량으로 범주화하였다. 직원안전 역량군은

직원감염예방 및 노출관리의 1개 하위역량으로 교육과 연구 역량군은 교육기획,

교육수행, 연구결과의 적용, 근거지식 구축의 4개 하위역량으로 구성하였다. 관리 및

의사소통(리더십) 역량군은 프로그램 운영, 의사소통, 실무조직관리, 질 향상과

환자안전, 위험관리의 5개의 하위역량으로, 전문직 개발 역량군은 자기개발, 전문직

소양의 2개 하위역량으로 구성하여 총 7개 역량군, 21개 하위역량, 156개의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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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잠정적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예비역량군(7) 예비하위역량(21)
행동지표

지식(51) 수행(105) 함계(156)

감염병확인 미생물에대한이해 8 1 9

감염감시 감시설계 1 3 4

감시운영 1 8 9

　 유행조사 3 6 9

감염예방및관리 감염병위기대응 1 4 5

감염예방관리지침개발및적용 2 5 7

표준주의및접촉주의적용 7 6 13

건축개보수관리 3 6 9

　 의료기구의재처리 3 3 6

직원건강 직원감염예방및노출관리 2 4 6

교육과연구 교육운영 2 4 6

교육수행 2 6 8

결과의해석과적용 4 7 11

근거지식구축 1 3 4

관리와의사소통(리더십) 프로그램운영 2 9 11

의사소통과회환 3 4 7

관리 2 7 9

질향상과환자안전 3 5 8

위험관리 1 1 2

전문직개발(추가) 자기개발 0 5 5

　 전문직소양 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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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타당도 검증

1. 델파이조사

잠정적으로 확인된 감염관리 역량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패널 15인을

대상으로 2회 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후 CVI를 분석하였다.

1) 역량군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역량군에 대한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Item level CVI,

I-CVI)는 0.9 이상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타당도 지수(Scale level, S-CVI)는 0.99으로

Lynn (1986)의 기준에 근거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원건강’ 역량군은

직원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므로 ‘직원안전’으로 수정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역량군에 대한 타당도 조사는 I-CVI 0.93 이상, S-CVI는 0.99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2) 하위역량

하위역량의 1차 델파이 조사는 I-CVI는 0.93 이상, S-CVI는 0.95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전문가 패널 의견에 따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감염관리 업무 시 동시에

필요한 역량은 통합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감시계획’과 ‘감시운영’은 ‘감염감시의

계획과 운영’으로, ‘질 향상과 환자안전’, ‘위험관리’의 두 역량은 ‘질 향상과 위험

관리’로 통합하였다. 반면에 ‘직원감염예방과 노출관리’는 ‘직원감염예방’ 과 ‘직원노출

관리’의 두 역량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과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두 역량으로, ‘자기개발’은 ‘자가진단’과 ‘자기개발’의 두 역량으로

분리하였다.

2차 조사에서 ‘항균제내성균에 대한 이해’가 I-CVI가 0.67이고, 이에 속하는

행동지표들도 모두 I-CVI가 0.8 미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였고,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추가하였다. ‘항균제내성균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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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델파이조사 CVI 2차델파이조사 CVI 최종행동지표

1. 감염병확인 0.93 1. 감염병확인 1.00 1. 감염병확인

미생물에대한이해 1.00 미생물에대한이해 1.00 미생물에대한이해

항균제내성균의이해 0.67 감염병에대한이해

2. 감염감시 1.00 2. 감염감시 1.00 2. 감염감시

감시설계 1.00 감염감시의계획과운영 1.00 감염감시의계획과운영

감시운영 1.00 (통합)

유행조사 1.00 유행조사 1.00 유행조사

감염병위기대응 1.00 (위치이동)

3. 감염예방및관리 1.00 3. 감염예방및관리 1.00 3. 감염예방및관리

감염예방관리지침개발및적용 1.00 감염예방관리지침개발및적용 1.00 감염예방관리지침개발및적용

표준주의및접촉주의적용 1.00 표준주의및전파경로별주의적용 1.00 표준주의및전파경로별주의적용

감염병위기대응(위치이동) 1.00 감염병위기대응

건축개보수관리 0.93 시설/환경관리 1.00 시설/환경관리

의료기구의재처리 1.00 의료기구소독과멸균관리 1.00 의료기구소독과멸균관리

4. 직원건강 0.93 4. 직원안전 0.93 4. 직원안전

직원감염예방및노출관리 1.00 직원감염예방 1.00 직원감염예방

직원노출관리 1.00 직원노출관리

5. 교육과연구 1.00 5. 교육과연구 1.00 5. 교육과연구

교육운영 0.93 교육기획 1.00 교육기획

교육수행 0.93 교육수행 1.00 교육수행

결과의해석과적용 1.00 연구결과적용 0.93 연구결과적용

근거지식구축 1.00 연구참여/수행 1.00 연구참여/수행

6. 관리와의사소통(리더십) 1.00 6. 관리와의사소통(리더십) 1.00 6. 관리와의사소통(리더십)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계획 1.00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운영 1.00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1.00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의사소통과회환 1.00 의사소통 1.00 의사소통

관리 1.00 실무관리 1.00 실무조직관리

질향상과환자안전 0.93 질향상과위험관리 1.00 질향상과위험관리

위험관리 0.93 (통합)

7. 전문직개발 1.00 7. 전문직개발 1.00 7. 전문직개발

자가진단 1.00 자가진단

자기개발 0.93 자기개발 1.00 자기개발

전문직소양 0.93 전문직소양 1.00 전문직소양

역량군(S-CVI) 0.99 0.99

하위역량 (S-CVI) 0.95 0.97

제외한 하위역량군의 타당도 조사에서는 I-CVI 0.93 이상, S-CVI는 0.97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표 4> 감염관리 역량, 하위역량 내용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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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의 델전문가 패널 의견을 반영하여 역량군, 하위 역량군의 정의를 수정 보완

하였으며, 아래의 <표 5>과 같다.

<표 5> 감염관리 역량, 하위역량 정의

역량명 역량 정의

1. 감염병 확인 미생물학, 감염학의 학습을 통해 감염의 역학적 관계에 따라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감염성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군

1.1 미생물에 대한 이해 미생물의 구조, 종류 및 질병과정에서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바탕

으로 감시 결과와 자료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실무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

1.2 감염병에 대한 이해 감염의 역학적 관계(미생물, 숙주, 환경)에 따라 주요 감염성질환에 대한

이해 및 확인을 하고 유행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탐구할 수 있는 역량

2. 감염감시 의료기관의 특성, 제반 시스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적합한 감

염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감시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감염예방과 관리

를 위해 의사소통하는 역량

2.1 감염감시의

계획과 운영

의료기관의 위험요인, 주요 발생 미생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감시 계획을 수립, 운영,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2.2 유행조사 감염성질환의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역학조사 및 감염관리 중재를 주도

하여 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역량

3. 감염예방 및 관리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개발, 배포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환자, 환경, 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할 수 있는 역량군

3.1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근거중심의 감염예방관리 정책과 지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이끄는 역량

3.2 표준주의 및 전파

경로별 주의 적용

감염의 전파 예방법이 임상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

량

3.3 감염병 위기대응 전염성질환,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감시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감염예방관

리법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역량

3.4 시설환경관리 의료기관의 시설 및 관리 기준 준수와, 공사 시 감염예방을 위해 관련부서

와 협업 할 수 있는 역량

3.5 의료기구 소독과

멸균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을 알고 모니터하며 평가하여 의료기구 오

염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

4. 직원 안전 병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군

4.1 직원감염예방 직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및 규정 개발에 참여하고 자문하여 직원 안전문화

를 이끄는 역량

4.2 직원노출관리 감염성 질환 노출 후 감염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적용

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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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감염관리 역량, 하위역량 정의(계속)

역량명 역량 정의

5. 교육과 연구 교육의 원리를 이해하여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유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결과를 감염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독자적, 협업하여 연구를 수

행 하는 역량군

5.1 교육기획 병원조직, 인력개발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감염예방관리교육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역량

5.2 교육수행 감염예방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 평가

할 수 있는 역량

5.3 연구결과 적용 다양한 연구 및 출간물에 접근하여 비평적 평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

5.4 연구 참여/수행 연구 및 관련 학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

개선과 지침 개발을 위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

6. 관리와 의사소통

(리더십)

의료기관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감염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팀워크를 활성화하며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역량군

6.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병원의 위험요인을 사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염예방관리 실천전략을 기획 계획하는 역량

6.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역량

6.3 의사소통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역량

6.4 실무조직관리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감염관리실의 실무 목표를 수립하고

조정, 협의, 지지를 이끄는 역량

6.5 질 향상과 위험관리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질 향상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지원하는 역량

7. 전문직 개발 감염예방관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역량들을 유지 발전시키

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군

7.1 자가진단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군

7.2 자기개발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감염예방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신 지식과 기

술, 실무를 습득하는 역량

7.3 전문직 소양 감염관리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전문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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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지표

행동지표 156개에 대한 대해 전문가 패널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I-CVI는

감염관리 고유 영역인 감염감시, 유행조사 등의 행동지표들은 모두 0.8 이상이었고,

S-CVI는 0.95로 Lynn (1986)의 기준에 근거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항균제 사용 관련 ‘예방적, 경험적, 치료적 항균제 사용의 차이를 안다(0.73)’, ‘적정

항균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항균제 오남용과 교차감염을 줄이도록 한다(0.47)’

는 I-CVI가 0.8 미만으로 삭제하였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균제내성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WHO(2016)와 유럽(ECDC, 2013)에서는

항균제내성균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개발해야 하는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항생제 관련 행동지표 ‘항균제 내성기전을 이해한다’를 ‘주요 항균제내성균

종류와 관리방법을 알고 있다’로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직원노출관리, 시설/환경 관리

역량 내 행동지표는 타 부서와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 패널들의

행동지표의 수정 요청이 있어 I-CVI가 0.8 이상이더라도 수정 보완하였다.

추가적으로 문맥의 어순 배치 변경, 괄호 안의 설명 삭제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감염감시와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각각 포함되어 있던 위험사정은 유사성으로

인해 통합하였다. 전문가 의견으로 ‘신규 의료기구나 제품 도입 시 세척, 소독, 멸균

등의 관리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의 1개의 행동지표를 추가 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 통합한 행동지표는 6개였고, 삭제된 행동지표는 14개, 추가한

행동지표는 1개로 총 137개의 행동지표를 확인하였다<표 6>.

137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수정 보완한 항균제 관리관련

행동지표의 I-CVI는 ‘주요 항균제내성균 종류와 특징, 관리방법을 알고 있다’가 0.67,

‘항균제내성균 관리의 중요성과 예방법을 교육 홍보한다’가 0.73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그 외 모든 문항별 I-CVI가 각 0.8 이상이며, S-CVI는 0.98로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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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델파이조사 CVI 2차델파이조사 CVI 최종행동지표

1감염병확인

1.1. 미생물에대한이해

1. 미생물의분류(세균, 진균, 바이러스) 에따른특
성을알고있다.

1.00 K1. 미생물분류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1.00 K1. 미생물분류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2. 미생물검체의채취, 취급, 이송법에대해알고있
다.

0.87 K2. 미생물검체의채취, 취급, 이송법에대해알
고있다.

0.80 K2. 미생물검체의채취, 취급, 이송법에대해
알고있다.

3. 일반적인감염과정을진단하는검사종류에대해
알고있으며, 검사법의장,단점을알고있다.

1.00 K3. 감염병의진단을위한검사종류와검사법의
장, 단점을알고있다.

1.00 K3. 감염병의진단을위한검사종류와검사법
의장/단점을알고있다.

4. 보균vs 집락/오염, 정상세균총vs 일시적집락을
구분할수있다.

1.00 P1. 보균vs집락, 보균vs오염, 정상세균총vs
일시적집락을구분할수있다.

1.00 P1. 보균/집락, 보균/오염, 정상균무리/일시적
집락을구분할수있다.

5. 검사결과를올바르게해석하고, 결과에따른감
염예방조치를위한지침을제공한다.

1.00 P2. 검사결과를올바르게해석할수있다. 0.93 P2. 검사결과를올바르게해석할수있다.

1.2. 감염병에대한이해

1. 예방적, 경험적, 치료적항생제사용의차이를안
다.

0.73 (삭제)

2. 감염의 연결고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00 K1. 감염전파의 3대요소와감염의연결고리를
이해한다.

1.00 K1.감염전파의 3대요소와감염의연결고리를
이해한다.

3. 감염성질환원인미생물의보유소, 잠복기, 전염기
간, 전파양식, 증상과징후에대해알고있다.

1.00 K2. 감염병의원인미생물의저장소, 잠복기, 전
염기간, 전파양식, 증상과징후에대해알고
있다.

1.00 K2.감염병의원인미생물의저장소, 잠복기, 전
염기간, 전파양식, 증상과징후에대해알
고있다.

4. 항생제내성기전을이해하고, 중요항생제내성
균관리방법을알고있다.

1.00 K3. 주요항균제내성균종류와관리방법을알고
있다.

0.87 P1.역학적으로중요한감염병특성에따른감
염예방법과문제해결방법을찾는다.

P1. 항균제내성균관리의중요성과예방법을교
육홍보한다.(추가)

0.73 (P1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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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감시

2.1. 감염감시의 계획과 운영

1. 감염감시의정의, 방법, 유형, 자료처리방법, 자료분
석법, 결과해석법, 자료의제한점에대해알고있다.

1.00 K1. 감염감시의정의, 방법, 유형, 자료처리방
법, 자료분석법, 결과해석법, 자료의제한
점에대해알고있다.

1.00 K1. 감염감시의정의, 방법, 유형, 자료처리방
법, 자료분석법, 결과해석법, 자료의제
한점에대해알고있다.

2. 감염감시결과를포함한병원환경의위험요인을확
인하고, 위험평가도구를이용하여위험평가를수행한
다.

1.00 P1. 감염감시계획을세우고주기적으로평가하
여수정한다(2,3,4통합).

0.80 P1. 감염감시계획을세우고주기적으로평가
하여수정한다.

3. 이용가능한자원과근거, 감염위험평가결과, 전문가
의의견을수렴하여우선순위를결정한다.

1.00 (2,3,4통합). 1.00

4. 우선순위에따른목표설정하며, 감염감시조사대상,
지표정의, 결과보고범위, 감염관리방법등에대한
계획을세운다.

1.00 (2,3,4통합). 1.00

5. 계획에따라감염감시자료를의무기록, 내외부/데이
터베이스등이용하여수집한다.

1.00 P2. 감염감시 자료를 자료원(의무기록, 내외부
데이터베이스등)을이용하여수집할수있
다.

1.00 P2. 감염감시 자료를 자료원(의무기록, 내·외
부데이터베이스등)을이용하여수집할
수있다.

6. 유병률, 발생률, 기구사용비등의개념과통계적기법
(평균, 율, 오즈비, 상대위험비등)을알고있다.

1.00 P3. 감염발생률을통계적기법(평균, 율, 오즈비,
상대위험비등)을활용하여산출할수있다.

1.00 P3. 감염발생률을통계적기법(평균, 율, 오즈
비, 상대위험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있다.

7. 감염감시결과를분석하고감염지표의위험을보정한
감염률을산출할수있다.

1.00 P4. 감염지표의위험을보정한감염률을산출할
수있다.

1.00 P4. 감염지표의위험을보정한감염률을산출
할수있다.

8. 통계적기법(평균, 율, 오즈비, 상대위험비등)을사용
하고, 감염감시결과를표, 그래프, 차트등으로분
석하여이해를돕는다.

1.00 P5. 감염감시결과를표, 그래프, 차트등으로
분석한다.

1.00 P5. 감염감시결과를표, 그래프, 차트등으로
분석한다.

9. 시간경과에따른발생경향을확인하고, 공포된자
료또는타벤치마킹자료와비교분석하고, 감염예방
관리프로그램의목적에맞게감염감시결과를비평
적으로분석한다.

1.00 P6. 감염감시결과를시간적경과, 발표된자료
나벤치마킹자료와비교하여비판적으로분
석한다.

1.00 P6. 감염감시결과를시간적경과, 발표된자
료나 벤치마킹 자료와 비교하여 비판적
으로분석한다.

10. 감시대상부서직원이이해하기쉽게감시결과의
중요사항, 개선사항을주기적으로구조화된보고서
로작성한다.

1.00 P7. 감시결과를구조화된보고서로작성한다. 1.00 P7. 감시결과를구조화된보고서로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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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염감시결과를관련부서, 감염관리위원회, 경영
진(이해관계자)과주기적으로공유/보고한다.

1.00 P8. 감염감시결과를관련부서와공유하고감염
관리위원회와경영진(이해관계자)에게보고
한다.

1.00 P8. 감염감시결과를관련부서와공유하고감염관
리위원회와 경영진(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한
다.

12. 감염관리 네트워크(KONIS 등) 활동의 장점을
이해하고, 참여한다.

0.93 P9. 국가 감염감시 네트워크(KONIS 등)에 참
여한다.

1.00 P9. 국가감염감시네트워크(KONIS 등)에참여
한다.

13. 항생제내성균을포함한법정감염병을기준에따
라보건관계당국에신고한다.

0.73 (삭제)

2.2. 유행조사

1. 즉시검토하고조사해야하는역학적으로중요한
미생물을안다

0.93 K1. 즉시 검토하고 조사해야 하는 역학적으로
중요한미생물에대해알고있다.

1.00 K1. 즉시검토하고조사해야하는역학적으로중
요한미생물에대해알고있다.

2. 유행조사에서사람, 장소, 시간의중요성과유행
조사 방법(사례정의, 원인확인, 유행조사 전략,
유행곡선작성등)을알고있다.

1.00 K2. 유행조사에서사람, 장소, 시간의중요성과
유행조사방법을알고있다.

1.00 K2. 유행조사에서 사람, 장소, 시간의 중요성과
유행조사방법을알고있다.

3. 환경미생물모니터링의적응증을알고있다. 0.80 P1. 환경배양검사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검사방법을선택할수있다.

1.00 P1. 환경배양검사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검사방법을선택할수있다.

4. 임상현장및검사실의유행보고, 미생물결과에
근거한알람시스템, 체계적분석을통해의료관
련감염유행을조기에확인한다.

1.00 P2.. 감염유행을조기에확인하기위해임상현장
및검사실의보고, 경고시스템, 체계적분
석을활용한다.

1.00 P2. 감염유행을조기에확인하기위해임상현장
및검사실의보고, 경고시스템, 체계적분석
을활용한다.

5. 전염성 질환의 추적조사와 필요 시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유행의원인을조사한다.

1.00 P3. 감염성질환의추적조사와필요시격리조
치를 포함한 감염관리 중재를 시행하면서
유행의원인을확인한다.

1.00 P3. 추적조사와감염관리중재를시행하는동시
에유행의원인조사를한다.

6. 유행관리팀(검사실, 위기대응부서, 홍보팀 등)을
구성하고협력하여유행을조사하고,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한다.

1.00 P4. 유행관리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의사소
통한다.

1.00 P4. 유행관리팀을구성하여유기적으로의사소통
한다.

7. 필요시타병원,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와협업한
다.

1.00 P5. 보건소, 타병원, 질병관리본부등관련기관
과필요한내용을협업한다.

1.00 P5. 관련기관(보건소, 타 병원, 질병관리본부등)
과필요한내용을협업한다.

8. 유행발생관련보고서를작성하고공유한다. 1.00 P6. 유행발생보고서를작성하고공유한다. 1.00 P6. 유행발생보고서를작성하고공유한다.

9. 유행조사를통해얻은중요시사점을질개선절
차에반영한다.

1.00 P7. 유행조사를통해얻은중요시사점을개선
절차에반영한다.

1.00 P7. 유행조사를 통해 얻은 중요 시사점을 개선
절차에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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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염예방 및 관리

3.1.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1. 감염예방관리관련 관계법규, 최신 문헌의 정보원

을확인하고접근할수있다.

1.00 K1. 감염예방관리관련 법령과 최신문헌을 확인
한다.

1.00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을파악
한다.

2. 임상실무경험을통해질환의병태생리, 의료장비

의메커니즘등을이해하고있다.

0.75 (삭제)

3. 감염예방관리관련관계법규, 정부기관의권고사
항, 전문가단체의지침, 최신감염예방관리관련

문헌을검토분석한다.

0.93 (3과통합)

4. 현행과학적지식기반및관련법에근거하며, 병
원특성에맞는문서화된감염관리지침을개발한

다.

1.00 P1. 최신과학적지식과관련법에근거한의료기
관의 특성에 맞는 문서화된 감염관리지침을
개발한다.

1.00 P1. 최신과학적지식과관련법에근거한
의료기관의특성에맞는문서화된감염관리

지침을개발한다.
5. 감염예방관리지침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관련

부서와협력한다.

0.93 (6과통합) 1.00

6.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병원직원에게 전파하고, 지

침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1.00 P2. 감염예방관리지침을전파하여지침을수행
할수있도록지원한다.

1.00 P2. 감염예방관리지침을전파하여지침을수행

할수있도록지원한다.

7.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평가한다. 0.93 P3.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평

가한다.

1.00 P3.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
평가한다.

3.2. 표준주의 및 전파별 경로주의 적용

1. 감염예방관리관련관계법규, 최신문헌의정보원

을확인하고접근할수있다.

0.93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이동

통합)
2. 다음과관련된감염예방관리전략을알고있다. 0.93 K1. 표준주의의개념을알고있다. 1.00 K1. 표준주의의개념을알고있다.

2.1. 손위생(내과적손위생, 외과적손위생) 1.00 P1. 손위생수행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1.00 P1. 손위생수행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2.2. 무균술의개념, 청결구역과오염구역을구분 1.00 P5. 청결구역과오염구역을구분할수있다. 1.00 P5. 청결구역과오염구역을구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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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파별경로주의, 격리절차, 격리의시작과해제 1.00 K2. 전파경로별주의, 격리절차, 격리의
시작과해제시점을알고있다.

1.00 K2. 전파경로별주의, 격리절차, 격리의시작과해
제시점을알고있다.

2.4. 환자배치, 이송, 퇴원 0.93 P3. 환자배치, 이송, 퇴원관련감염예방
관리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1.00 P3. 환자배치, 이송, 퇴원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
을수립하고수행한다.

2.5. 개인보호구사용 1.00 P2. 올바른개인보호구사용증진전략을
수립하고수행한다.

1.00 P2. 올바른개인보호구사용증진전략을수립하고
수행한다.

2.6. 의료기구(중심정맥관, 요로카테터, 인공호흡기등)
관련삽입및관리절차및시술, 수술과정의이
해

1.00 P4. 의료기구관련삽입, 관리절차및시술,
수술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하고
수행한다.

1.00 P4. 의료기구관련삽입, 관리절차및시술, 수술관
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3.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예 정책
개발, 손위생 증진, 의료장비 관리의 역
할 명확화, 방문객 관리)의 필요성을 사
정하고 수행한다.

0.93 (Practice에 통합)

4. 임상현장에서의위험확인, 손위생, 적절한개인보호
구의선택, 사용과관리, 날카로운기구의안전한
사용과폐기를포함한기본실무를병원직원에게
교육한다.

1.00 (Practice에 통합)

5. 전파유형, 감염원, 전파경로별주의의준수, 격리기
간과해제기준의내용을포함한전파경로별주의
의원칙을병원직원들에게교육한다.

1.00 (1.3, 4와통합)

6. 적정 항생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항생제의
오남용을줄이고교차감염및오염을줄이도록한
다.

0.47 (삭제)

7. 손위생, 기침예절, 개인보호구의적절한사용, 방문
객 제한을 포함한 감염예방 활동들에 대해 환자,
보호자, 방문객에게알리고교육한다.

0.80 P6.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대상으로
현장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육및홍보
자료(손위생, 기침예절, 개인보호구의
적절한사용, 방문객제한등)를개발
배포한다.

1.00 P6.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대상으로현장교육이
이루어지도록교육및홍보자료(손위생,
기침예절, 개인보호구의적절한사용, 방문객
제한등)를개발배포한다.

8.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복합중재 (multimodal,
bundle approach)법을적용한다.

0.93 P7. 의료관련감염예방을위해복합중재
(multimodal, bundle approach)법을
개발하여대상자에게교육하고모니터링
한다.

0.93 P7. 의료관련감염예방을위해복합중재
(multimodal, bundle approach)법을개발하여
대상자에게교육하고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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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감염병위기대응

1. 감염병및신종감염병등의위기경보와대응체

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대해알고있다.

1.00 K1. 유행,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기경보와 대
응체계에대해알고있다.

1.00 K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의위기경보와대

응체계에대해알고있다.

2. 병원직원에게새로운감염병관련(유행, 신종감염

병등)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1.00 P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에대한정보를직
원들에게제공한다.

1.00 P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에대한정보를직

원들에게제공한다.

3. 감염예방관리관련위기대응매뉴얼을개발하고

절차를준비한다.

0.87 P2. 위기대응절차를수립하여매뉴얼을개발한
다.

1.00 P2.. 위기대응절차를수립하여매뉴얼을개발한

다.

4. 감염예방관리관련위기대응절차의점검및재난

훈련을주관또는참여한다.

1.00 P3. 위기대응절차를점검하기위한재난훈련을
주기적으로수행한다.

1.00 P3. 위기대응절차를점검하기위한재난훈련을

주기적으로수행한다.

5. 탄저, 인플루엔자 등의 생물학적 원인체에 대한
지역사회대응을계획함에있어보건관계당국과협

조한다.

0.93 P4. 생물테러,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국가관리
감염병의대응에협조한다.

1.00 P4. 생물테러,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국가관리
감염병의대응에협조한다.

3.4. 시설/환경관리

1. 일반적인병원환경의시설기준(환기, 수자원, 폐
기물, 위생, 격리실등특수시설기준)에관한법률,

국가지침및결과지표를확인한다.

0.87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에서감염
관리관련의료기관의시설기준을이해한다.

1.00 K1. 감염예방관리관련 법령과 최신문헌에서 감
염관리관련의료기관의시설기준을이해한

다.
2. 건축 설계, 개보수 시 감염 예방 및 관리측면의
문제/위험을사정하는방법과관리방안에대해알

고있다.

1.00 (6과통합)

3. 병원시설도면, 건축, 개보수계획서를읽고해석

할수있다.

0.67 (삭제)

4. 병원 시설의 공기, 수질, 세탁물, 음식물 관리를

위한감염관리지침을제공한다.

1.00 P1. 의료기관의공기, 수질, 세탁물, 음식물관리,
환경청소 및 소독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1.00 P1. 의료기관의공기, 수질, 세탁물, 음식물관리,
환경청소 및 소독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5. 공사전공사위험사정을관련부서와함께시행하

고예방조치사항을권고한다.

1.00 P2. 공사시작전관련부서와함께공사위험사정
을시행하여예방조치사항을권고한다.

1.00 P2.. 공사 시작전관련부서와함께공사위험사

정을시행하여예방조치사항을권고한다.

6. 건축설계, 개보수계획시관련자들과협력한다. 1.00 P3. 공사기간중감염예방조치가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협력한다.

1.00 P3. 공사기간중감염예방조치가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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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부서와협의하여공사전과정동안감염예
방조치(분진예방을위한방호벽설치, 집진기사

용, 작업자감염관리교육)가이루어지도록한다.

1.00 P4. 건축설계, 개보수계획단계에서감염예방
관리측면의의견과자문을제공한다.

1.00 P4. 건축설계, 개보수계획 단계에서감염예방

관리측면의의견과자문을제공한다.

8. 공사전과정동안감염예방조치(분진예방, 공기
관리)에협력하고, 중대한위반사항이있을경

우즉시조치를취하고문서화한다.

0.86 (6과 9에통합)

9. 공사완료후관련부서와함께공사전과정을검
토하고, 향후 공사 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한다.

0.86 P5. 공사완료 후 공사 전 과정을 검토를 통해

얻은중요문제점을개선절차에반영한다.

1.00 P5. 공사완료후공사전과정을검토를통해얻

은중요문제점을개선절차에반영한다.

3.5. 의료기구소독과멸균

1. 스파울딩의비위험, 준위험, 고위험기구의분류
체계와재처리방법(세척, 소독, 멸균)에대해알

고있다.

1.00 K1. 비위험, 준위험, 고위험기구의분류체계와

세척, 소독, 멸균방법에대해알고있다.

1.00 K1. 비위험, 준위험, 고위험기구의분류체계와

세척, 소독, 멸균방법에대해알고있다.

2. 세척, 소독, 멸균(BI, CI 등) 과정의점검및모니

터및오류시관리프로세스를알고있다.

1.00 (16과통합)

3. 제조사의 의료기구 재처리 방법 설명서, 소독제

설명서를읽고이해할수있다.

1.00 P1. 제조사의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설명서,
소독제설명서를읽고비판적으로평가한다.

1.00 P1. 제조사의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설명서,
소독제설명서를읽고비판적으로평가한다.

4 세척, 소독, 멸균절차수립시근거기반감염예
방관리방법을적용한다.

1.00 P2.. 근거에기반하여세척, 소독, 멸균법을실무
에적용한다.

1.00 P2. 근거에기반하여세척, 소독, 멸균법을실무

에적용한다.
5. 의료기구의재처리과정이적절한지평가한다. 0.93 P3. 의료기구의세척, 소독, 멸균과정의적절성

을평가한다.

1.00 P3. 의료기구의세척, 소독, 멸균과정의적절성

을평가한다.
6.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였을때

즉시조치사항을안내하고, 조사를시작한다.

1.00 P4.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서오류발생시즉
시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오류의 원

인을조사한다.

1.00 P4.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서오류발생시즉시
조치사항을안내하는동시에오류의원인을

조사한다.
P5. 신규의료기구나제품도입시세척, 소독,
멸균 등의 관리 측면을 검토하고 전문가적
자문을제공한다.(추가).

1.00 P5. 신규 의료기구나 제품 도입 시 세척, 소독,
멸균등의관리측면을검토하고전문가적

자문을제공한다(추가).



62

<표 6> 감염관리 행동지표 내용타당도(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1차델파이조사 CVI 2차델파이조사 CVI 최종행동지표

4. 직원안전

4.1. 직원감염예방

1. 직원건강프로그램(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내용

을이해한다.

1.00 K1. 직원감염전파를차단하기위한예방조치를
알고있다.

1.00 K1. 직원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알고있다.

2. 감염질환(결핵, 혈액매개질환)에대한직업적노출
(날카로운기구의안전한사용, 개인보호구의적

절한사용등) 위험요인을사정한다.

0.93 P1. 직무중감염노출의위험요인분석에협력한
다.

1.00 P1. 직무중감염노출의위험요인분석에협력한

다.

3. 직원건강관리부서와함께직원의건강검진과예

방접종프로그램내용을검토한다.

1.00 P2. 직원감염예방관리정책및규정을개발, 적
용관련자문을제공한다.

1.00 P2. 직원감염예방관리정책및규정을개발, 적용

관련자문을제공한다.

4.2. 직원노출관리

1 감염노출사고의유형, 예방법, 노출시관리방법

에대해알고있다.

1.00 K1. 직무중감염노출사고의유형및사고발
생시관리방법에대해알고있다.

1.00 K1. 직무중감염노출사고의유형및사고발

생시관리방법에대해알고있다.

2. 전염성질환 및 전염성질환 노출과 관련된 상담,

추후관리, 권고를제공한다.

0.93 P1. 직무중감염노출또는발병시상담과추후
관리방법을안내하거나수행한다.

1.00 P1. 직무중감염노출또는발병시상담과추후

관리방법을안내하거나수행한다.

3. 직업상 노출발생률 동향과 정보를 직원건강관리

부서에제공하여분석을돕는다.

0.80 P2. 감염노출동향을분석하여재발방지를위한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적인 자문
을제공하고협력한다.

1.00 P2. 감염노출 동향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이이루어지도록전문가적인자문을

제공하고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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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 연구

5.1. 교육기획

1. 의료기관의인력개발프로그램의목적과전략, 절
차를이해한다.

0.87 K1.의료기관의인력개발프로그램의목적과전
략, 절차를이해한다.

0.87 K1.의료기관의인력개발프로그램의목적과전략,
절차를이해한다.

2. 의료기관내인력의구성과조직을이해한다. 1.00 K2.의료기관내조직도와인력구성과교육적
배경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1.00 K2.의료기관내조직도와인력구성과교육적배
경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3. 의료기관의인력개발전략에감염예방관리가포함
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협의한다.

1.00 P1.의료기관의 인력개발 전략에 감염예방관리
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
고, 전문가자문과교육지원을제공한다.

1.00 P1.의료기관의 인력개발 전략에 감염예방관리가
포함될 수있도록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전
문가자문과교육지원을제공한다.

4. 인력개발수립에감염예방관리측면의전략수립에
전문가자문과지원을제공한다.

1.00 (3과통합)

5. 의료기관모든직원, 환자, 방문객이최신감염관리
정보를 포함한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을 받도록
교육프로그램을설계한다.

1.00 P2.감염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직원,
환자, 방문객이포함되도록계획한다.

1.00 P2.감염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직원, 환
자, 방문객이포함되도록계획한다.

5.2. 교육수행

1. 성인학습원리를이해한다. 0.93 K1. 성인학습원리를이해한다. 0.93 K1. 성인학습원리를이해한다.

2. 학습설계원리(교육프로그램/ 학습계획/요구도조사/
교수전략/평가)를이해한다.

1.00 K2. 학습설계원리를이해한다. 1.00 K2. 학습설계원리를이해한다.

3. 상담과설문조사, 갭분석등다양한방법으로의
료기관과직원의교육요구도를확인한다.

0.93 P1.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직원의 교육
요구도를확인한다.

1.00 P1. 다양한방법으로의료기관과직원의교육요
구도를확인한다.

4. 교육 대상자의 요구도, 상황에 맞는 측정 가능한
학습목표를수립한다.

1.00 P2. 교육 대상자의 요구도, 상황에 맞는 측정
가능한학습목표를수립한다.

1.00 P2. 교육대상자의요구도, 상황에맞는측정가
능한학습목표를수립한다.

5. 대상자의특성에따라워크샵, 강의, 토론, 시뮬레
이션 등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
한다.

1.00 P3. 대상자의특성에따른교수법을선택하여
교육을진행한다.

1.00 P3. 대상자의특성에따른교수법을선택하여교
육을진행한다.

6. 감염감시결과, 유행조사의시사점과연구및출간
물을종합하여교육, 자문상담에반영한다.

1.00 P4. 최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감염감시
결과를반영하여교육, 자문, 상담한다.

1.00 P4. 최신과학적근거에기반하고, 감염감시결과
를반영하여교육, 자문, 상담한다.

7. 감염관리홍보물(포스터, 인포그라피등)과교육자
료를제작배포한다.

1.00 P5. 감염관리홍보물과교육자료를제작배포
한다.

1.00 P5. 감염관리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한
다.

8. 교육과정과교육의효과를평가하고, 차기교육계
획시그결과를반영한다.

1.00 P6. 교육과정과교육의효과를평가하고, 차기
교육계획시그결과를반영한다.

1.00 P6. 교육과정과교육의효과를평가하고, 차기교
육계획시그결과를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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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결과의적용

1. 연구제목, 계획, 분석, 연구의한계, 연구의의의

각단계별문헌을평가하는방법을알고있다.

1.00 K1. 연구제목, 계획, 분석, 연구의 한계, 연구의
의의각단계별문헌을평가하는방법을알

고있다.

1.00 K1. 연구제목, 계획, 분석, 연구의 한계, 연구의
의의각단계별문헌을평가하는방법을알

고있다.

2. 연구설계종류의강점과약점을알고있다. 0.93 K2. 연구설계방법에따른장단점을알고있다. 1.00 K2. 연구설계방법에따른장단점을알고있다.

3. 외국문헌을읽기위한기본어학(영어)적지식이

있다.

1.00 P1. 외국문헌을읽고이해할수있다. 0.93 P1. 외국문헌을읽고이해할수있다.

4. 연구결과를실무에적용할수있는전략을알고

있다.

0.93 (10과통합)

5. 적절한데이터베이스(PubMed 등) 및적절한검
색전략을사용하여관심주제와관련된저널에

접근할수있다.

1.00 P2. 적절한데이터베이스(PubMed 등), 검색엔진
(google scholar 등)을이용하여관련저널,
웹사이트, 정부문서, 기타관련문서를검색
할수있다.

1.00 P2. 적절한 데이터베이스(PubMed 등), 검색엔진
(google scholar 등)을 이용하여 관련 저널,
웹사이트, 정부문서, 기타관련문서를검색

할수있다.
6. 검색엔진(google scholar 등) 및검색어를사용
하여적절한웹사이트, 정부문서및기타관련
문서에접근할수있다.

0.93 (5와통합)

7. 연구 보고서, 의견서, 근거 기반 기사, 내러티브
문헌검토, 체계적인고찰과회색문헌과같은다
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구별하고 정보의 신뢰성,

의도등을파악한다.

0.93 P3. 다양한유형의자료를구별하고정보의신뢰

성, 의도, 타당성등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1.00 P3. 다양한유형의자료를구별하고정보의신뢰

성, 의도, 타당성등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8.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타당성, 웹사이트 정보의

신뢰성과유효성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0.93 (7과통합) 1.00

9. 근거에기반한연구결과의실무적용의필요성에
대해관계자들과협의하고가장적절하게적용할

수있는방법을도출한다.

1.00 P4. 근거에기반한연구결과의실무적용의필요
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방법을도출한다.

1.00 P4. 근거에기반한연구결과의실무적용의필요
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방법을도출한다.

10. 연구의발견점을임상실무에적용한다. 1.00 P5. 연구의결과를임상실무에적용한다. 1.00 P5. 연구의결과를임상실무에적용한다.

11. 적용결과에대해모니터하고검토하며, 필요시

협의하여조정한다.

1.00 P6. 적용결과에대해모니터하고검토하며, 필요

시협의하여조정한다.

0.93 P6. 적용결과에대해모니터하고검토하며, 필요

시협의하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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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연구참여/수행

1. 연구절차, 논문작성법을알고있다. 1.00 K1. 연구절차, 논문작성법을알고있다. 0.93 K1. 연구절차, 논문작성법을알고있다.

2. 문헌또는후속연구에서지원이필요한연구주

제를확인한다.

1.00 P1. 문헌또는후속연구에서지원이필요한연구

주제를확인한다.

0.93 P1. 문헌 또는 후속연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확인한다.

3. 독자적으로또는타기관, 국가와협업하여감염

예방관리관련연구에참여한다.

0.93 P2. 감염예방관리관련연구에참여또는수행한
다.

0.93 P2. 감염예방관리관련연구에참여또는수행한다.

4. 실무적용, 연구결과및모범사례등을초록, 논

문형태로출판하거나구두발표한다.

1.00 P3. 연구결과는논문이나보고서형태로출판하
거나발표한다.

0.93 P3. 연구결과는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로 출판하거

나발표한다.

6. 관리와 의사소통(리더십)

6.1.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

1. 감염위험사정, 개선계획, 환류및재평가를포

함한위험사정및관리방법을알고있다.

0.87 K1. 감염위험사정, 개선계획, 환류및재평가
를포함한위험사정및관리방법을알고있

다.

1.00 K1. 감염위험 사정, 개선 계획, 환류 및 재평가를

포함한위험사정및관리방법을알고있다.

2. 의료기관의미션, 비전에근거하고프로그램기

획및개발의원칙과수행법을알고있다.

0.87 P1. 의료기관의미션, 비전에맞는감염관리미

션과비전을수립한다.

0.93 P1. 의료기관의미션, 비전에맞는감염관리미션과

비전을수립한다.

3. 감염예방과 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인증/관련

법규, 병원규정의기준을이해한다.

0.93 K2. 감염예방관리에 관련된 의료기관 인증 및
외부평가 기준, 법규, 병원 규정을 이해한
다.

0.93 P2. 감염예방관리와관련된의료기관인증및외부
평가기준, 법규, 병원규정을프로그램에반
영한다.

4. 의료기관인증준비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인
증기준에부합하기위한감염예방관리사업계획

을수립하고, 실천한다.

1.00 (3과통합)

5. 의료기관의감염위험을사정한다. 0.87 P3. 감염감시결과를포함한의료기관위험요인
을위험사정도구를이용하여평가한다.

1.00 P3. 감염감시결과를포함한의료기관위험요인을

위험사정도구를이용하여평가한다.

6. 의료기관의특성, 발생하는현안에따라감염예

방및관리의우선순위를결정한다.

0.87 P4. 의료기관의특성, 이용가능한자원과근거,
감염위험사정결과와발생하는현안에따라
감염예방관리의우선순위를결정한다.

1.00 P4. 의료기관의특성, 이용가능한자원과근거, 감
염위험사정결과와발생하는현안에따라감

염예방관리의우선순위를결정한다.

7. 의료기관에필요한미션과비전, 목표, 측정가
능한 목적과 실천계획을 포함한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을계획하고개발한다.

0.93 P5.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미션, 비전, 목적
을달성하기위해측정가능한목표를수립
하고계획한다.

1.00 P5.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미션, 비전,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측정가능한목표를수립하고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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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
K1.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개발의원칙과수행방법을알고있다.(감
염예방관리프로그램계획 1 분리)

1.00 K1.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개발의원칙과수행방법을알고있다.

2. 감염관리위원회및실무회의를통해감염관리관
련주요의사결정사항을입안하고, 의결된결과

에따라감염관리프로그램을운영한다.

0.93 P1. 감염관리위원회및실무회의에입안하여의
결된결과에따라감염관리프로그램을운영
한다.

1.00 P1. 감염관리위원회및 실무회의에 입안하여 의
결된결과에따라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3.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물품, 인력,
자원을확인하고, 필요한자원에대해병원경영

진과의사소통한다.

0.93 P2.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물품,
인력, 자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에 대해

병원경영진과의사소통한다.

1.00 P2.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 물품,
인력, 자원을확인하고, 필요한자원에대해

병원경영진과의사소통한다.
4. 감염예방관리를위해타부서와협력하고, 팀웤을

조성하고지지한다.

0.93 (5와통합)

5.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미션, 비전을팀원들과
공유하고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동기부여

를제공하고팀을이끌어나간다.

0.93 P3.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미션, 비전을관련
부서와공유하며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
해동기부여하고팀워크를이끌어나간다.

1.00 P3.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미션, 비전을관련
부서와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동기부여하고팀워크를이끌어나간다.
6. 감시결과, 비용효과, 효능질평가, 최신근거등
프로그램의재정적측면과가치적측면을정기적

으로평가하여수정보완한다.

0.87 P4. 감시결과, 비용효과, 효능질평가, 최신 과
학적근거등프로그램의재정적측면과가
치적측면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수정보완

한다.

1.00 P4. 감시결과, 비용효과, 효능질평가, 최신과학
적근거등프로그램의재정적측면과가치
적 측면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 수정보완

한다.
7.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성과를관련직원/부서

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한다.

0.93 P5.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성과를관련직원/
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한다.

1.00 P5.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성과를관련직원/

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한다.
6.3.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포함한 의사

소통의원칙을알고있다.

0.93 K1. 의사소통의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포함한

의사소통의원칙을알고있다.

0.93 K1. 의사소통의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포함한

의사소통의원칙을알고있다.
2. 의료기관의의사소통정책및절차를알고있다. 0.93 K2. 의료기관의 의사소통 정책 및 절차를 알고

있다.

0.93 K2. 의료기관의 의사소통 정책 및 절차를 알고

있다.
3.감 염예방관리프로그램에서의사소통(공식 or 비
공식)을필요로하는다양한내외부관계자에대

한정보가있다.

0.87 K3.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의사
소통이필요한부서/직원에대해알고있다.

1.00 K3.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의사

소통이필요한부서/직원에대해알고있다.

4. 감염예방관리문제에대해고객/환자/방문객/직원
(용역직원 포함)과 경영진과 의사소통하여 감염
예방관리에참여시키기위한전략을수립한다.

1.00 P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고객(환자/방문객),
직원(용역직원 포함)과 경영진을 포함시키기
위한전략을수립한다.

1.00 P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고객(환자/방문객),
직원(용역직원포함)과경영진을포함시키기
위한전략을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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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성에호소, 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등다양한전략을사용하여의사소통한다.

0.93 P2.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감성에호
소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
다.

0.93 P2. 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감성에
호소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
통한다.

6. 사안에 따라 개인, 병동(부서), 위원회와 적시에,
정확한의사소통을한다.

1.00 P3.사안에따라개인, 부서, 회의체와적시에, 정
확한의사소통을한다.

1.00 P3. 사안에 따라개인, 부서, 회의체와 적시에,
정확한의사소통을한다.

7. 필요에따라타의료기관(1차병원, 2차병원, 상
급종합병원등), 보건관계당국, 언론매체와효율적
으로의사소통한다.

0.87 P4.필요에따라타의료기관, 보건관계당국, 언론
매체와효율적으로의사소통한다.

1.00 P4. 필요에 따라 타 의료기관, 보건관계당국,
언론매체와효율적으로의사소통한다.

6.4. 실무조직관리

1. 의료기관의인력, 조직문화, 조직운영체계및절차
(결재경로등)를파악하고있다.

1.00 K1. 의료기관의인력, 조직문화, 조직운영체계및
절차를파악하고있다.

1.00 K1. 의료기관의 인력, 조직문화, 조직운영체계
및절차를파악하고있다.

2. 리더십이론및종류(상황적리더십, 변형리더십,
하인리더, 분산리더십)와적용방법을알고있다.

0.93 K2. 리더십이론및종류와적용방법을알고있
다.

0.93 K2. 리더십 이론 및 종류와 적용방법을 알고
있다.

3. 직원개발기술(멘토링, 코칭, 프리셉터쉽)과효과적
인위임과지원방법을알고있다.

0.93 K3. 직원개발기술과효과적인위임과지원방법을
알고있다.

1.00 K3. 직원개발기술과효과적인위임과지원방법
을알고있다.

4. 팀과개인목표는현실적이며, 달성가능성을고
려하여설정하고직무계획을명확히한다.

1.00 P1. 팀과개인목표는현실적이며,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설정하고직무계획을명확히한
다.

1.00 P1. 팀과개인목표는현실적이며, 달성가능성
을고려하여설정하고직무계획을명확히
한다.

5. 관찰, 멘토링, 코칭, 프리셉터쉽의직원개발 기술
을적용하고실무를지원하고필요시업무를위
임한다.

0.93 P2 주제에따라업무를관련부서또는직원에게
위임하고, 필요시실무지원, 자문을제공
한다.

1.00 P2 주제에따라업무를관련부서또는직원에
게위임하고, 필요시실무지원, 자문을
제공한다.

6.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지식, 기술, 능력의차이점
을인정하고이를극복할수있도록서로협력한
다.

0.93 P3.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지식, 기술, 능력의
차이를인정하고서로협력하고지지한다.

0.93 P3. 감염관리실직원들 간의 지식, 기술, 능력
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지지
한다.

7. 감염관리실 직원들 간의 업무진행경과에 관심을
가지며효율적으로의사소통하며, 우호적인관계
를유지한다.

0.93 P4. 감염관리실 직원들간의 업무진행경과에관
심을가지며효율적으로의사소통한다.

0.93 P4. 감염관리실 직원들 간의 업무진행경과에
관심을가지며효율적으로의사소통한다.

8.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관련업무의연관성을확
인하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으로분석한다.

1.00 P5. 감염관리실 직원들간의 관련업무의 연관성
을 확인하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으로 분석
한다.

1.00 P5. 감염관리실 직원들 간의 관련업무의 연관
성을 확인하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9. 감염관리실내학습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동
참한다.

0.93 P6. 감염관리실내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
고동참한다.

0.93 P6. 감염관리실내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고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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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질향상과위험관리

1. 행동변화를촉구하여, 개선활동을촉진할수있는

전략을알고있다.

1.00 K1. 행동변화를 촉구하여, 개선활동을 촉진할

수있는전략을알고있다.

0.93 K1. 행동변화를촉구하여, 개선활동을촉진할수

있는전략을알고있다.
2. 환자안전사고(근접/무해/유해오류, 적신호사건)의
개념과관리방법 (근원원인분석, PDCA등)을알

고있다.

0.87 K2. 환자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감염예방관리
에적용시키는방법을알고있다.

0.93 K2. 환자안전의개념을이해하고감염예방관리에

적용시키는방법을알고있다.

3. 환자안전과질향상관리방법(PDCA 등)을감염

예방과관리에접목시키는방법을알고있다.

1.00 P1. 감염예방관리 활동에 질향상 관리 방법
(PDCA, FMEA등)을적용한다(2를분리).

1.00 P1. 감염예방관리 활동에 질향상 관리 방법

(PDCA, FMEA등)을적용한다.
4. 감염예방관리를위한과정, 수행, 결과지표를모

니터링하고그결과를평가한다.

0.93 P2. 감염예방관리관련절차와과정, 수행, 결과
지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결과를평
가하며필요에따라수정보완한다(통합).

0.93 P2. 감염예방관리관련절차와과정, 수행, 결과
지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결과를평

가하며필요에따라수정보완한다.5. 감염예방관리절차를주기적으로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수정보완한다.

0.93

6. 질향상, 개선활동성과를보고서로작성하여관

련직원/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한다.

0.93 P3. 질향상, 개선활동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
관련직원/부서와 공유하고 경영진에게 보고

한다.

0.93 P3. 질 향상, 개선 활동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직원/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

한다.
7. 임상부서직원이질향상및환자안전프로그램
의감염예방관리측면을수립하고평가하는것을
지지하고가능하면이끌어주어안전환경문화조

성에동참한다.

0.93 P4. 임상현장에서의 감염예방관리 질향상 관련
지표수립과개선및평가수행을지원한다.

0.93 P4. 임상현장에서의 감염예방관리 질향상 관련
지표수립과개선및평가수행을 지원한

다.

8. 감염예방관리가의료기관의안전과질향상에필
수요소임을직원과경영진에게교육하고홍보한
다.

0.93 P5. 감염예방관리가의료기관의안전과질향상
에필수요소임을직원과경영진에게교육하

고홍보한다.

0.93 P5. 감염예방관리가 의료기관의 안전과 질 향상
에필수요소임을직원과경영진에게교육하

고홍보한다.
9. 감염예방 관리와 관련된 환자안전 사고의 검토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질관리부서(QI실)에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0.93 P6. 관리부서 (QI실)에 감염관련 적신호 사건,
유해사건의확인과검토시전문가적인자
문을제공하고협력한다.

0.87 P6. 관리부서 (QI실)에감염관련적신호사건, 유
해사건의확인과검토시전문가적인자문

을제공하고협력한다.
7. 자기개발

7.1. 자기진단

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요구되는지식, 기술, 실무
를확인하고자가평가하여자신의강점과약점

을확인한다.

1.00 P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요구되는지식, 기술,
실무를 확인하고 자가 평가하여 자신의 강

점과약점을확인한다.

1.00 P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 요구되는 지식, 기술,
실무를확인하고자가평가하여자신의강

점과약점을확인한다.
2. 약점을개발하기위한학습계획을수립한다. 0.93 P2. 약점을보완하기위한학습계획을수립한다. 0.93 P2. 약점을보완하기위한학습계획을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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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감염관리 행동지표 내용타당도(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1차델파이조사 CVI 2차델파이조사 CVI 최종행동지표

7.2. 자기개발

1. 다양한학습및개발기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
여자신의지식, 기술실무를개발한다.

0.93 P1 다양한학습및개발기회에적극적으로참
여하여자신의지식, 기술, 실무를개발한다.

1.00 P1 다양한학습및개발기회에적극적으로참여
하여자신의지식, 기술, 실무를개발한다.

2. 저널미팅, 관련자료탐색, 관련학회등에참석
하여최신지식을습득한다.

0.93 (4와통합)

3. 감염관리담당자들과상호협력하며, 관련단체와
네크워크를구축, 지속적으로참여한다.

1.00 P2. 내·외부감염관리담당자들과지속적으로교
류한다.

1.00 P2.내·외부감염관리담당자들과지속적으로교류
한다.

7.3. 전문직소양

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있도록관리한다.

0.93 P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
격을획득하기위한과정을밟아자격을지
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리한다.

1.00 P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
격을획득하기위한과정을밟아자격을지
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리한다.

2. 감염관리간호사로서가져야할윤리규범(개인정보
보호, 연구수행의투명성등)을준수하고정직하
고성실하게근무에임한다.

0.87 P2. 감염관리간호사로서가져야할윤리규범을
준수하며정직하고성실하게근무에임한다.

0.93 P2. 감염관리간호사로서가져야할윤리규범을
준수하며정직하고성실하게근무에임한다.

3. 업무를효율적, 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업무의
우선순위를정하고시간과일정을주도적으로관
리한다.

0.93 P3. 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과 일정을 주도적으
로관리한다.

1.00 P3. 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순위를정하고시간과 일정을주도적으
로관리한다.

4. 업무에필요한소프트웨어(문서작성, 엑셀, 파워포
인트등)기능을알고능숙하게사용할수있다.

0.93 P4. 업무에필요한엑셀, 파워포인트등의소프
트웨어를능숙하게사용할수있다.

1.00 P4. 업무에필요한엑셀, 파워포인트등의소프트
웨어를능숙하게사용할수있다.

5. 목적용도에따라육하원칙에맞게문서를작성
하여독자의이해를돕는다.

0.93 P5. 목적과용도에따라독자가이해할수있도
록문서를작성한다.

0.93 P5. 목적과용도에따라독자가이해할수있도
록문서를작성한다.

6. 감정을잘조절하며, 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적
절히해소한다.

0.87 P6. 감정을잘조절하며, 업무로인한스트레스
를적절히해소한다.

1.00 P6. 감정을잘조절하며, 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
적절히해소한다.

7. 감염예방관리실무의발전을위해창의적이고혁
신적인태도를가진다.

0.93 P7. 감염예방관리실무의발전을위해창의적이
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도출한다.

0.93 P7. 감염예방관리 실무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
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도출한다.

8. 잠재적위험요소, 문제를미리예측하고, 이에대
한해결방법을찾는다.

0.93 P8. 잠재적위험요소, 문제를미리예측하고, 이
에대한해결방법을찾는다.

1.00 P8. 잠재적위험요소, 문제를미리예측하고, 이
에대한해결방법을찾는다.

Overall CVI(S-CVI) 0.95 Overall CVI(S-CVI)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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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공청회

델파이조사에서는 의료기관인증의 기준 이해와 준비의 행동지표가 질 향상의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감염예방관리 프로그

램 계획으로 이동을 요청하여 행동지표의 범주를 변경하여 반영하였다.

검증된 135개의 감염관리 역량별 행동지표에서 추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참고하

여 I-CVI가 낮은 문항에 대해 일부 수정 보완한 후 감염관리 전공 교수 및 감염관리

전문가 3인의 최종 검토를 받았다. 최종 7개 역량군, 23개 하위역량, 135개 행동지표

를 최종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역량의 속성을 지식(K:

Knowledge)과 수행(P: Performance)으로 구분하였다<표 9>.

C.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 확인

최종 135개의 행동지표에서 대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던 전문가 패널의 80% 이

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감염관리경력단계별 감염관리간호사 역량을 도출한 결과 초보

자는 66개, 숙련/전문가는 135개의 행동지표가 도출되었고 구체적인 임상경력단계별

역량은 <표 7>와 같다. ● 표시가 있는 행동지표는 해당 감염관리 경력단계에서 해

당 역량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 표시는 이후 단계에서 이 역량이 지속함을 의

미한다. 감염관리 경력단계가 높아질수록 감염관리간호사가 달성해야 할 역량은 더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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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1. 감염병 확인(Iden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1.1
미생물에
대한이해

K1. 미생물분류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

K2. 미생물검체의채취, 취급, 이송법에대해알고있다. ●

K3. 감염병의진단을위한검사종류와검사법의장, 단점을알고있다. ●

P1. 보균/집락, 보균/오염, 정상균무리/일시적집락을구분할수있다. ●

P2. 검사결과를올바르게해석할수있다. ●

1.2
감염병에

대한이해

K1. 감염전파의 3대요소와감염의연결고리를이해한다. ●

K2. 감염병의원인미생물의저장소, 잠복기, 전염기간, 전파양식, 증상과징후에대해알고있다. ●

P1. 역학적으로중요한감염병의특성에따른감염예방법과문제해결방법을찾는다. ●

2. 감염감시(Surveillance)

2.1
감염감시의

계획과운영

K1. 감염감시의정의, 방법, 유형, 자료처리방법, 자료분석법, 결과해석법, 자료의제한점에대해알고있다. ●

P1. 감염감시계획을세우고주기적으로평가하여수정한다. ●

P2. 감염감시자료를자료원(의무기록, 내·외부데이터베이스등)을이용하여수집할수있다. ●

P3. 감염발생률을통계적기법(평균, 율, 오즈비, 상대위험비등)을활용하여산출할수있다. ●

P4. 감염지표의위험을보정한감염률을산출할수있다. ●

P5. 감염감시결과를표, 그래프, 차트등으로분석한다. ●

P6. 감염감시결과를시간적경과, 발표된자료나벤치마킹자료와비교하여비판적으로분석한다. ●

P7. 감시결과를구조화된보고서로작성한다. ●

P8. 감염감시결과를관련부서와공유하고감염관리위원회와경영진(이해관계자)에게보고한다. ●

P9. 국가감염감시네트워크(KONIS 등)에참여한다. ●

<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K: Knowledge, 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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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2.2
유행조사

K1. 즉시검토하고조사해야하는역학적으로중요한미생물에대해알고있다. ●

K2. 유행조사에서사람, 장소, 시간의중요성과유행조사방법을알고있다. ●

P1. 환경배양검사의필요성을평가하여적절한검사방법을선택할수있다. ●

P2. 감염유행을조기에확인하기위해임상현장및검사실의보고, 경고시스템, 체계적분석을활용한다. ●

P3. 추적조사, 감염관리중재를시행하는동시에유행의원인조사를한다. ●

P4. 유행관리팀을구성하여유기적으로의사소통한다. ●

P5. 관련기관(보건소, 타병원, 질병관리본부등)과필요한내용을협업한다. ●

P6. 유행발생보고서를작성하여공유한다. ●

P7. 유행조사를통해얻은중요문제점을개선절차에반영한다. ●

3. 감염예방 및 관리(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3.1
감염예방관리
지침개발
및적용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을파악한다. ●

P1. 최신과학적지식과관련법에근거한의료기관의특성에맞는문서화된감염관리지침을개발한다. ●

P2. 감염예방관리지침을전파하여지침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

P3.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평가한다. ●

3.2
표준주의및
전파경로별
주의적용

K1. 표준주의의개념을알고있다. ●

K2. 전파경로별주의, 격리절차, 격리의시작과해제시점을알고있다. ●

P1. 손위생수행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

P2. 올바른개인보호구사용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

P3. 환자배치, 이송, 퇴원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

P4. 의료기구관련삽입, 관리절차및시술, 수술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

P5. 청결구역과오염구역을구분할수있다. ●

P6.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대상으로현장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육및홍보자료(손위생, 기침예절,
개인보호구의적절한사용, 방문객제한등)를개발배포한다.

●

P7. 의료관련감염예방을위해복합중재(multimodal, bundle approach)법을개발하여대상자에게교육하고
모니터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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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3. 감염예방 및 관리(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omain)

3.3

감염병위기대응

K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의위기경보와대응체계에대해알고있다. ●

P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에대한정보를직원들에게제공한다. ●

P2. 위기대응절차를수립하여매뉴얼을개발한다. ●

P3. 위기대응절차를점검하기위한재난훈련을주기적으로수행한다. ●

P4. 생물테러, 인플루엔자대유행등국가관리감염병의대응에협조한다. ●

3.4

시설/환경관리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에서감염관리관련의료기관의시설기준을이해한다. ●

P1. 의료기관의공기, 수질, 세탁물, 음식물관리, 환경청소및소독을위한감염관리지침을제공한다. ●

P2. 건축설계, 개보수계획단계에서감염예방관리측면의의견과자문을제공한다. ●

P3. 공사시작전관련부서와함께공사위험사정을시행하여예방조치사항을권고한다. ●

P4. 공사기간중감염예방조치가이루어지도록관련부서와협력한다. ●

P5. 공사완료후공사전과정을검토를통해얻은중요문제점을개선절차에반영한다. ●

3.5

의료기구
소독과멸균

관리

K1. 비위험, 준위험, 고위험기구의분류체계와세척, 소독, 멸균방법에대해알고있다. ●

P1. 제조사의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설명서, 소독제설명서를읽고비판적으로평가한다. ●

P2. 근거에기반하여세척, 소독, 멸균법을실무에적용한다. ●

P3. 의료기구의세척, 소독, 멸균과정의적절성을평가한다. ●

P4.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서오류발생시즉시조치사항을안내하는동시에오류의원인을조사한다. ●

P5. 신규의료기구나제품도입시세척, 소독, 멸균등의관리측면을검토하고전문가적자문을제공한다. ●

4. 직원안전(Employee/occupational safe domain)

4.1

직원감염예방

K1. 직원감염전파를차단하기위한예방조치를알고있다. ●

P1. 직무중감염노출의위험요인분석에협력한다. ●

P2. 직원감염예방관리정책및규정을개발, 적용에자문을제공한다. ●

4.2

직원노출관리

K1. 직무중감염노출사고의유형및사고발생시관리방법에대해알고있다. ●

P1. 직무중감염노출또는발병시상담과추후관리방법을안내하거나수행한다. ●

P2. 감염노출 동향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



74

<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5. 교육과 연구(Education and research)

5.1
교육기획

K1. 의료기관의인력개발프로그램의목적과전략, 절차를이해한다. ●

K2. 의료기관내조직도와인력구성과교육적배경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

P1. 의료기관의 인력개발 전략에 감염예방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과
교육지원을제공한다.

●

P2. 감염예방관리교육프로그램은모든직원, 환자, 방문객이포함되도록계획한다. ●

5.2
교육수행

K1. 성인학습원리를이해한다. ●

K2. 학습설계원리를이해한다. ●

P1. 다양한방법으로의료기관과직원의교육요구도를확인한다. ●

P2. 교육대상자의요구도, 상황에맞는측정가능한학습목표를수립한다. ●

P3. 대상자의특성에따른교수법을선택하여교육을진행한다. ●

P4. 최신과학적근거에기반하고, 감염감시결과를반영하여교육, 자문, 상담한다. ●

P5. 감염관리홍보물과교육자료를제작배포한다. ●

P6. 교육과정과교육의효과를평가하고, 차기교육계획시그결과를반영한다. ●

5.3
연구결과적용

K1. 연구제목, 계획, 분석, 연구의한계, 연구의의의각단계별문헌을평가하는방법을알고있다. ●

K2. 연구설계방법에따른장단점을알고있다. ●

P1. 외국문헌을읽고이해할수있다. ●

P2. 적절한데이터베이스(PubMed 등), 검색엔진(google scholar 등)을이용하여관련저널, 웹사이트, 정부문서,
기타관련문서를검색할수있다.

●

P3. 다양한유형의자료를구별하고정보의신뢰성, 의도, 타당성등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

P4. 근거에기반한연구결과의실무적용의필요성에대해관계자들과협의하고적용할수있는방법을
도출한다.

●

P5. 연구의결과를임상실무에적용한다. ●

5.4
연구참여/수행

K1. 연구절차, 논문작성법을알고있다. ●

P1. 문헌또는후속연구에서지원이필요한연구주제를확인한다. ●

P2. 감염예방관리관련연구에참여또는수행한다. ●

P3. 연구결과는논문이나보고서형태로출판하거나발표한다. ●



75

<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6. 관리와 의사소통(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6.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계획

K1. 감염위험사정, 개선계획, 환류및재평가를포함한위험사정및관리방법을알고있다. ●

P1. 의료기관의미션, 비전에맞는감염관리미션과비전을수립한다. ●

P2. 감염예방관리와관련된의료기관인증및외부평가기준, 법규, 병원규정을프로그램에반영한다. ●

P3. 감염감시결과를포함한의료기관위험요인을위험사정도구를이용하여평가한다. ●

P4. 의료기관의특성, 이용가능한자원과근거, 감염위험사정결과와발생하는현안에따라감염예방관리의
우선순위를결정한다.

●

P5.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은미션, 비전, 목적을달성하기위해측정가능한목표를수립하고계획한다. ●

6.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

K1.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기획및개발의원칙과수행방법을알고있다. ●

P1. 감염관리위원회및실무회의에입안하여의결된결과에따라감염관리프로그램을운영한다. ●

P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인력, 자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에 대해 병원경영진과
의사소통한다.

●

P3.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미션, 비전을관련부서와공유하며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동기부여하고
팀워크를이끌어나간다.

●

P4. 감시결과, 비용효과, 효능질평가, 최신과학적근거등프로그램의재정적측면과가치적측면을
정기적으로평가하여수정보완한다.

●

P5.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성과를관련직원/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한다. ●

6.3
의사소통

K1. 의사소통의방해요인과촉진요인을포함한의사소통의원칙을알고있다. ●

K2. 의료기관의의사소통정책및절차를알고있다. ●

K3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의사소통이필요한부서 /직원에대해알고있다. ●

P1.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에고객(환자/방문객), 직원(용역직원포함)과경영진을포함시키기위한전략을
수립한다.

●

P2. 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감성에호소등다양한전략을사용하여의사소통한다. ●

P3. 사안에따라개인, 부서, 회의체와적시에, 정확한의사소통을한다. ●

P4. 필요에따라타의료기관, 보건관계당국, 언론매체와효율적으로의사소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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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6.4

실무조직관리

K1. 의료기관의인력, 조직문화, 조직운영체계및절차를파악하고있다. ●

K2. 리더십이론및종류와적용방법을알고있다. ●

K3. 직원개발기술과효과적인위임과지원방법을알고있다. ●

P1. 팀과개인목표는현실적이며, 달성가능성을고려하여설정하고직무계획을명확히한다. ●

P2. 주제에따라업무를관련부서또는직원에게위임하고, 필요시실무지원, 자문을제공한다. ●

P3.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지식, 기술, 능력의차이를인정하고서로협력하고지지한다. ●

P4. 감염관리실 직원들 간의 업무진행경과에 관심을 가지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P5.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관련업무의연관성을확인하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으로분석한다. ●

P6. 감염관리실내학습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고동참한다. ●

6.5

질향상과

위험관리

K1. 행동변화를촉구하여, 개선활동을촉진할수있는전략을알고있다. ●

K2. 환자안전의개념을이해하고감염예방관리에적용시키는방법을알고있다. ●

P1. 감염예방관리활동에질향상관리방법(PDCA, FMEA등)을적용한다. ●

P2. 감염예방관리관련절차와과정, 수행, 결과지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결과를평가하며필요에따라
수정보완한다.

●

P3. 질향상, 개선활동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관련직원/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보고한다. ●

P4. 임상현장에서의감염예방관리질향상관련지표수립과개선및평가수행을지원한다. ●

P5. 감염예방관리가의료기관의안전과질향상에필수요소임을직원과경영진에게교육하고홍보한다. ●

P6. 질 관리부서(QI실)에 감염관련 적신호 사건, 유해 사건의 확인과 검토 시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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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계속) K: Knowledge, P: Performance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경력단계

초보 숙련/전문

7. 전문직 개발(Development of professional)

7.1

자가진단

P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요구되는지식, 기술, 실무를확인하고자가평가하여자신의강점과약점을
확인한다.

●

P2. 약점을보완하기위한학습계획을수립한다. ●

7.2

자기개발

P1. 다양한학습및개발기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지식, 기술, 실무를개발한다. ●

P2. 내·외부감염관리담당자들과지속적으로교류한다. ●

7.3

전문직소양

P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격을획득하기위한과정을밟아자격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
있도록관리한다.

●

P2. 감염관리간호사로서가져야할윤리규범을준수하며정직하고성실하게근무에임한다. ●

P3. 업무를효율적, 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우선순위를정하고시간과일정을주도적으로관리한다. ●

P4. 업무에필요한엑셀, 파워포인트등의소프트웨어를능숙하게사용할수있다. ●

P5. 목적과용도에따라독자가이해할수있도록문서를작성한다. ●

P6. 감정을잘조절하며, 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적절히해소한다. ●

P7. 감염예방관리실무의발전을위해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도출한다. ●

P8. 잠재적위험요소, 문제를미리예측하고, 이에대한해결방법을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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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감염관리 역량의 임상 타당도 검증 및 최종 역량 확정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잠정적 역량모델의 타당화를 위해 도출된 역량에 대해

중요도 조사를 수행하여 감염관리 실무에서 역량의 중요도가 낮은 역량은 제거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수행도를 함께 조사하여 역량 개발이 시급한 역

량을 확인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웹 설문에 응답한 감염관리간호사는 174명이었으며 감염관리간호사를 경력단계별 2

단계로 구분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대상자의 95.1%가 감염관리

전담으로 근무하였다. 연령은 초보자(감염관리 경력 3년 미만) 33.80±6.12세, 숙련/전

문가(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 42.56±6.52세였다. 직위는 초보자는 일반간호사(63.0%)

가, 숙련/전문가는 팀장(32.9%)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감염관리 경력은 초보자는 평

균 1.1년, 숙련/전문가는 8.3년 이었다. 초보자와 숙련/전문가 두 경력단계에서 병원근

무경력(p<.001), 감염관리 경력(p<.001), 학력(p<.001), 직위(p<.001)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성별(p=1.000), 근무형태(p=.839), 병원유형(p=.347), 병

상수(p=.237)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감염관리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초보자 16명

중 68.7%가 감염관리실 발령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감염관리 관련 자격증을 보

유한 숙련/전문가 8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감염관리 실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전문간호사, 실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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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n=174

(%or M±SD)

초보자
n=92

(%or M±SD)

숙련/전문가
N=82

(% or M±SD)
χ2 or t P

성별
여성 172(98.9) 91(98.9) 81(98.8) 0.007 1.000

남성 2(1.1) 1(1.1) 1(1.2)
연령(세) 39.73±7.67 33.80±6.12 42.56±6.52 -9.135 <.001

임상경력(개월) 181.34±90.57 133.30±75.25 235.24±74.81 -8.944 <.001
감염관리경력(개월) 54.47±54.88 13.66±6.80 100.29±48.62 -15.995 <.001

학년

대학(3년제& 4년제) 60(34.5) 47(51.1) 13(15.9) 26.379 <.001

석사 90(51.7) 39(42.4) 51(62.1)
박사 24(13.8) 6(6.5) 18(22.0)

자격증
무 100(57.5) 76(82.6) 24(29.3) 50.470 <.001

유 74(42.5) 16(17.4) 58(70.7)
자격증종류
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32(43.2) 16(100.0) 16(27.6) -

실무전문가(KAICN) 18(24.4) 0(0.0) 18(31.0)
2종모두소지 24(32.4) 0(0.0) 24(41.4)

자격증 취득 시기

감염관리실 발령 전 12(16.2) 11(68.8) 1(1.7) 41.466 <.001

감염관리실 발령 후 62(83.8) 5(31.2) 57(98.3)
근무형태
전담 167(96.0) 89(96.7) 78(95.1) 0.351 .839

겸임 7(4.0) 3(3.3) 4(4.9)

직위
일반간호사 84(48.3) 58(63.0) 26(31.7) 37.065 <.001

책임간호사 34(19.5) 22(24.0) 12(14.6)
수간호사(파트장 포함) 17(9.8) 3(3.3) 14(17.1)
팀장 32(18.4) 5(5.4) 27(32.9)
기타 7(4.0) 4(4.3) 3(3.7)

병원규모(침상수)
<300 18(10.3) 6(6.5) 12(14.6) 4.503 .342

301∼600 24(13.8) 11(12.0) 13(15.9)
601∼900 68(39.1) 37(40.2) 31(37.8)
901∼1200 23(13.2) 13(14.1) 10(12.2)
>1201 41(23.6) 25(27.2) 16(19.5)

병원유형
상급종합병원 103(59.2) 58(63.0) 45(54.9) 2.876 .237

종합병원 66(37.9) 33(35.9) 33(40.2)
　 병원 5(3.9) 1(1.1) 4(4.9) 　

<표 8> 감염관리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 174)

KAICN, Korean Association of Infection Control Nurses,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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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관리 역량의 신뢰도 검증

역량의 내적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초보자 단계 66문항, 숙련/전문가 단계 135문항

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조사를 위한 Cronbach`s α 검증 결과 초보자 단

계는 중요도 .97, 수행도 .98이었고, 숙련/전문가 단계는 중요도 .99, 수행도 .99으로 모

두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표 9>.

<표 9> 감염관리 역량의 신뢰도 검증

역량군

초보자 단계

Cronbach`s α

숙련/전문가 단계

Cronbach`s α

문항수 중요도 수행도 문항수 중요도 수행도

감염병 확인 7 .849 .890 8 .850 .940

감염감시 9 .902 .924 19 .945 .963

감염예방 및 관리 19 .942 .949 30 .962 .974

직원안전 4 .902 .938 6 .888 .945

교육과 연구 5 .818 .850 24 .955 .970

관리와 의사소통 12 .935 .947 36 .974 .983

전문직 개발 10 .905 .910 12 .943 .941

합 계 66 .973 .981 135 .990 .993

3.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결과

1) 초보자의 감염관리 역량 중요도와 수행도

66문항에 대한 초보자의 감염관리 역량군의 중요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34점

(±0.44)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량군에서는 ‘감염예방 및 관리’가 4.54점(±0.42)으로 가

장 높았다. 가장 낮은 역량군도 ‘교육과 연구’가 4.04점(±0.60)으로 모두 4점보다 높아

Lee (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하위역량에서 중요도 점수가 높은 역량은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적용’이

4.60점(±0.44)이었고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관리’,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상위 중요도 점수를 보였다. 반면, ‘연구 참여/수행’이 3.90점(±0.79)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고, ‘교육기영’, ‘연구결과 적용’이 하위 중요도 점수를 보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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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1. 감염병 확인 4.27±0.53 3.59±0.61 0.68±0.73 8.930**

1.1 미생물에 대한 이해 4.18±0.56 3.50±0.64 0.68±0.76 8.549**

1.2 감염병에 대한 이해 4.50±0.62 3.83±0.65 0.67±0.81 7.920**

2. 감염감시 4.34±0.57 3.59±0.78 0.74±0.85 8.405**

2.2 유행조사 4.45±0.64 3.63±0.85 0.82±0.98 8.014**

2.1 감시계획과 운영 4.31±0.59 3.59±0.80 0.72±0.86 8.059**

3. 감염예방 및 관리 4.54±0.42 3.83±0.67 0.71±0.70 9.726**

3.3 감염병 위기대응 4.48±0.52 3.52±0.96 0.96±0.98 9.403**

3.5 의료기구 소독과 멸균 관리 4.54±0.51 3.72±0.87 0.82±0.97 8.070**

3.4 시설, 환경관리 4.41±0.61 3.72±0.87 0.68±0.97 6.742**

3.2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적용 4.60±0.44 4.02±0.65 0.58±0.66 8.300**

3.1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4.52±0.49 4.02±0.65 0.49±0.76 6.209**

4. 직원안전 4.45±0.59 3.88±0.91 0.57±0.86 6.336**

4.2 직원노출관리 4.47±0.62 3.86±1.03 0.62±0.95 6.206**

4.1 직원감염예방 4.43±0.64 3.92±0.87 0.52±0.89 5.578**

5. 교육과 연구 4.04±0.60 3.29±0.80 0.76±0.82 8.861**

5.4 연구 참여/수행 3.90±0.79 2.95±1.14 0.96±1.17 7.865**

5.3 연구결과 적용 4.07±0.75 3.25±0.82 0.82±0.96 8.170**

5.1 교육기획 3.95±0.89 3.35±1.05 0.60±1.24 4.621**

5.2 교육수행 4.21±0.73 3.64±1.04 0.57±0.98 5.557**

6.관리와 의사소통 4.23±0.57 3.42±0.79 0.80±0.77 10.010**

6.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4.15±0.75 3.17±1.14 0.98±1.16 8.105**

6.5 질향상과 위험관리 4.22±0.60 3.33±0.93 0.89±0.94 9.065**

6.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 4.13±0.74 3.32±0.98 0.82±1.06 7.391**

6.3 의사소통 4.20±0.67 3.43±0.82 0.77±0.87 8.542**

6.4 실무 관리 4.32±0.65 3.60±0.81 0.72±0.82 8.369**

7. 전문직 개발 4.30±0.51 3.64±0.64 0.66±0.63 10.067**

7.1 자가진단 4.40±0.66 3.60±0.89 0.80±0.97 7.914**

7.3 전문직 소양 4.31±0.51 3.65±0.65 0.66±0.65 9.654**

7.2 자기개발 4.24±0.62 3.61±0.80 0.64±0.77 7.914**

전 체 4.34±0.44 3.63±0.62 0.72±0.64 10.793**

<표 10> 초보자의 감염관리 역량, 하위역량 중요도와 수행도 (N=92)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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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표의 중요도 점수는 ‘전파경로별 주의, 격리절차, 격리의 시작과 해제 시점을

알고 있다’가 4.75점(±0.51)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다’, ‘올바른

개인보호구 사용 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 한다’, ‘손위생 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수

행 한다’, ‘의료기구 관련 삽입, 관리 절차 및 시술/수술 관련 감염예방관리 전략을 수

립하고 수행 한다’ 순이었다. 중요도 점수가 높은 5개 행동지표는 모두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적용’ 하위역량에 속하였다. 중요도 점수가 낮은 행동지표는 ‘감염병

의 진단을 위한 검사 종류와 검사법의 장, 단점을 알고 있다’가 3.86점(±0.82)으로 가

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행동지표는 ‘미생물 검체의 채취, 취급, 이송법에 대해

알고 있다’, ‘감염예방관리 관련 연구에 참여 또는 수행한다’, ‘의료기관의 인력개발 프

로그램의 목적과 전략, 절차를 이해한다’, ‘외국문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순이었다.

하위역량, 행동지표 모두 중요도 점수가 3.75점 이상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표

11>. 초보자 단계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모두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역량군은 ‘관리와 의사소통’ 이었고, ‘직원 안전’이 가장 차이가 작았다. 하위역량에서

는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연구 참여/수행’, ‘감염병 위기 대응’이 중요도와 수

행도 간 점수 차이가 컸고,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직원감염예방’, ‘교육실

행’은 중요도와 수행도 간 점수 차이가 적었다<표 10>.

중요도와 수행도 간 차이가 큰 행동지표는 ‘감염예방관리가 의료기관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필수요소임을 직원과 경영진에게 교육하고 홍보한다’,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업

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 ‘유행,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기경보와 대

응 체계에 대해 알고 있다’, ‘감염예방관리 관련 연구에 참여 또는 수행한다’, ‘의료기

관의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의 원칙과 수행방법을 알고 있다’로 나타

났다. 중요도와 수행도 간 차이가 적은 행동지표는 ‘감염관리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윤

리규범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다’, ‘표준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다’,

‘국가 감염감시 네트워크(KONIS 등)에 참여한다’, ‘미생물 검체의 채취, 취급, 이송법

에 대해 알고 있다’, ‘감염예방관리 지침 이행도를 모니터하고 평가한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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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초보자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 (N=9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1.1 미생물에대한
이해

P2. 검사 결과를올바르게해석할수있다. 4.58±0.56 3.66±0.68 0.91±0.86 10.183**

K1. 미생물분류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4.32±0.73 3.53±0.73 0.78±0.90 8.344**

P1. 보균/집락, 보균/오염, 정상균무리/일시적집락을구분할수있다. 4.24±0.76 3.52±0.85 0.72±1.00 6.894**

K3. 감염병의진단을위한검사종류와검사법의장, 단점을알고있다. 3.86±0.82 3.25±0.89 0.61±1.04 5.629**

K2. 미생물 검체의채취, 취급, 이송법에대해알고있다. 3.89±0.80 3.51±0.82 0.38±0.99 3.72**

1.2 감염병에대한
이해

K2. 감염병의원인미생물의저장소, 잠복기, 전염기간, 전파양식, 증상과징후에대
해알고있다.

4.48±0.72 3.66±0.75 0.82±1.03 7.645**

K1. 감염전파의 3대요소와감염의연결고리를이해한다. 4.53±0.67 4.00±0.80 0.53±0.78 6.577**

2.1 감염감시의
계획과운영

P3. 감염발생률을통계적기법(평균,율,오즈비,상대위험비등)을활용하여산출할수
있다.

4.13±0.81 3.22±1.07 0.91±1.22 7.149**

P4. 감염지표의위험을보정한감염률을산출할수있다. 4.21±0.75 3.33±1.10 0.88±1.27 6.629**

P6. 감염감시결과를시간적경과, 발표된자료나벤치마킹자료와비교하여비판
적으로분석한다.

4.26±0.80 3.43±0.94 0.84±1.05 7.614**

K1. 감염감시의정의, 방법, 유형, 자료처리방법, 자료분석법, 결과해석법, 자료
의제한점에대해알고있다.

4.42±0.65 3.70±0.80 0.73±0.93 7.535**

P5. 감염감시결과를표, 그래프, 차트등으로분석한다. 4.39±0.73 3.71±0.97 0.68±1.07 6.148**

P2. 감염감시자료를자료원(의무기록, 내·외부데이터베이스등)을이용하여수집
할수있다.

4.48±0.65 3.82±0.91 0.66±1.02 6.239**

P9. 국가감염감시네트워크(KONIS 등)에참여한다. 4.28±0.75 3.92±1.17 0.36±1.23 2.802*

2.2 유행조사 K1. 즉시검토하고조사해야하는역학적으로중요한미생물에대해알고있다. 4.48±0.69 3.70±0.90 0.78±1.14 6.602**

K2. 유행조사에서사람, 장소, 시간의중요성과유행조사방법을알고있다. 4.41±0.70 3.55±0.93 0.86±0.98 8.416**

3.1 감염예방관리
지침의개발및
적용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을파악한다. 4.56±0.65 3.70±0.90 0.86±1.04 7.87**

P2. 감염예방관리지침을전파하여지침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4.51±0.58 3.83±0.85 0.68±0.94 7.011**

P3.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평가한다. 4.48±0.58 4.08±0.86 0.40±0.93 4.163**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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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초보자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9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3.2 표준주의및
전파경로별
주의적용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을파악한다. 4.56±0.65 3.70±0.90 0.86±1.04 7.87**

P2. 감염예방관리지침을전파하여지침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4.51±0.58 3.83±0.85 0.68±0.94 7.011**

P3.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평가한다. 4.48±0.58 4.08±0.86 0.40±0.93 4.163**

P4. 의료기구관련삽입, 관리절차및시술, 수술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
하고수행한다.

4.61±0.53 3.76±0.94 0.86±0.98 8.299**

P3. 환자배치, 이송, 퇴원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4.46±0.65 3.75±0.93 0.71±0.99 6.85**

P1. 손위생수행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4.64±0.53 4.05±0.83 0.59±0.79 7.157**

P6.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대상으로현장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육및홍보자료
(손위생, 기침예절, 개인보호구의적절한사용, 방문객제한등)를개발배포한
다.

4.32±0.69 3.75±0.93 0.57±0.95 5.69**

P2. 올바른개인보호구사용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4.7±0.49 4.14±0.86 0.55±0.91 5.868**

P5. 청결구역과오염구역을구분할수있다. 4.59±0.58 4.07±0.89 0.52±0.92 5.442**

K2. 전파경로별주의, 격리절차, 격리의시작과해제시점을알고있다. 4.75±0.51 4.27±0.71 0.48±0.79 5.798**

K1. 표준주의의개념을알고있다. 4.72±0.58 4.38±0.82 0.34±0.93 3.479*

3.3감염병
위기대응

K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의위기경보와대응체계에대해알고있다. 4.51±0.58 3.48±0.99 1.03±0.99 10.021**

P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에대한정보를직원들에게제공한다. 4.44±0.6 3.54±1.03 0.90±1.13 7.634**

3.4시설, 환경관리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에서감염관리관련의료기관의시설기준을
이해한다.

4.38±0.71 3.49±0.94 0.89±1.07 7.962**

P1. 의료기관의공기, 수질, 세탁물, 음식물관리, 환경청소및소독을위한감염관
리지침을제공한다.

4.43±0.64 3.63±1.02 0.8±1.12 6.753**

3.5 의료기구
소독과멸균
관리

P1. 제조사의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설명서, 소독제설명서를읽고비판적으
로평가한다.

4.39±0.66 3.50±1.01 0.89±1.14 7.479**

P3. 의료기구의세척, 소독, 멸균과정의적절성을 평가한다. 4.57±0.60 3.72±0.96 0.85±1.14 7.145**

P2. 근거에기반하여세척, 소독, 멸균법을실무에 적용한다. 4.60±0.56 3.82±0.90 0.78±1.03 7.322**

K1. 비위험,준위험,고위험기구의분류체계와세척,소독,멸균방법에대해알고있다. 4.61±0.57 3.86±0.93 0.75±1.07 6.754**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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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초보자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9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4.1 직원감염예방 K1. 직원감염전파를차단하기위한예방조치를알고 있다. 4.52±0.72 3.96±0.89 0.57±0.94 5.76**

P1. 직무중감염노출의위험요인분석에협력한다. 4.35±0.67 3.89±0.94 0.46±0.98 4.488**

4.2 직원노출관리 P1. 직무중감염노출또는발병시상담과추후관리 방법을안내하거나수행한
다.

4.43±0.69 3.79±1.10 0.64±0.98 6.183**

K1. 직무중감염노출사고의유형및사고발생시 관리방법에대해알고있다. 4.52±0.62 3.92±1.01 0.59±1.00 5.662**

5.1 교육기획 K1.의료기관의인력개발프로그램의목적과전략,절차를이해한다. 3.99±0.80 3.35±1.06 0.64±1.19 5.118**

5.2 교육수행 P5. 감염관리홍보물과교육자료를제작배포한다. 4.21±0.73 3.64±1.04 0.57±0.98 5.557**

5.3연구결과적용 P1. 외국문헌을읽고이해할수있다. 4.01±0.81 3.2±0.88 0.82±1.08 7.25**

P2. 적절한데이터베이스(PubMed 등), 검색엔진(google scholar 등)을이용하여관
련저널, 웹사이트, 정부문서, 기타관련문서를검색할수있다.

4.12±0.80 3.30±0.91 0.82±1.04 7.54**

5.4연구참여/수행 P2. 감염예방관리관련연구에참여또는수행한다. 3.90±0.79 2.95±1.14 0.96±1.17 7.865**

6.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계획

K1. 감염위험사정, 개선계획, 환류및재평가를 포함한위험사정및관리방법을
알고있다.

4.13±0.74 3.32±0.98 0.82±1.06 7.391**

6.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

K1.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기획및개발의 원칙과수행방법을
알고있다.

4.15±0.76 3.21±1.1 0.95±1.12 8.055**

6.3의사소통
P2. 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감성에호소등다양한전략을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4.27±0.71 3.39±0.96 0.88±0.99 8.507**

K1. 의사소통의방해요인과촉진요인을포함한의사소통의원칙을알고있다. 4.14±0.84 3.38±0.87 0.76±0.94 7.736**

K2. 의료기관의의사소통정책및절차를알고있다. 4.12±0.80 3.38±0.85 0.74±0.98 7.22**

K3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의사소통이필요한부서 /직원에대해
알고있다.

4.27±0.67 3.58±0.93 0.70±0.99 6.729**

6.4실무조직관리 K1. 의료기관의인력, 조직문화, 조직운영체계및절차를파악하고있다. 4.14±0.74 3.32±0.93 0.83±1.01 7.829**

P4.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업무진행경과에관심을가지며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우호적인관계를유지한다.

4.46±0.72 3.77±0.88 0.68±0.93 7.101**

P6. 감염관리실내학습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고동참한다. 4.35±0.75 3.71±0.93 0.64±0.88 6.956**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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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초보자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9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6.5질향상과
위험관리

P5. 감염예방관리가의료기관의안전과질향상에필수요소임을직원과
경영진에게교육하고홍보한다.

4.37±0.75 3.29±1.1 1.08±1.21 8.555**

P1. 감염예방관리활동에질향상관리방법(PDCA, FMEA등)을적용한다. 4.10±0.74 3.23±1.19 0.87±1.19 7.021**

K2. 환자안전의개념을이해하고감염예방관리에적용시키는방법을알고있다. 4.19±0.70 3.46±1.00 0.73±1.02 6.765**

7.1 자가진단 P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요구되는 지식, 기술, 실무를확인하고자가평가하여
자신의강점과약점을확인한다.

4.41±0.67 3.64±0.81 0.77±0.92 7.977**

7.2 자기개발 P1. 다양한학습및개발기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지식, 기술, 실무를
개발한다.

4.25±0.67 3.57±0.82 0.68±0.85 7.721**

P2. 내·외부감염관리담당자들과지속적으로교류한다. 4.24±0.69 3.65±0.93 0.59±0.93 6.069**

7.3전문직소양 P6. 감정을잘조절하며, 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적절히해소한다. 4.44±0.76 3.36±0.96 1.08±1.15 8.954**

P4. 업무에필요한엑셀, 파워포인트등의소프트웨어를능숙하게사용할수있다. 4.23±0.71 3.51±0.81 0.72±0.99 6.971**

P7. 감염예방관리실무의발전을위해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도출한다. 4.15±0.74 3.44±0.91 0.71±1.03 6.647**

P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격을획득하기위한과정을밟아
자격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리한다.

4.28±0.70 3.61±0.98 0.67±1.01 6.421**

P5. 목적과용도에따라독자가이해할수있도록문서를작성한다. 4.28±0.65 3.62±0.81 0.66±0.93 6.845**

P3. 업무를효율적, 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우선순위를정하고시간과일정을
주도적으로관리한다.

4.37±0.68 3.88±0.85 0.49±0.86 5.468**

P2. 감염관리간호사로서가져야할윤리규범을준수하며정직하고성실하게
근무에임한다.

4.39±0.65 4.12±0.78 0.27±0.84 3.103*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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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전문가의 감염관리 역량 중요도와 수행도

135문항의 숙련/전문가 단계에서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47점

(±0.38)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량군별 중요도 점수를 확인해 보면 ‘직원안전’이 4.65점

(±0.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과 연구’가 4.17점(±0.4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역량군 전체로 살펴보아도 중요도가 4점 이상이었다.

하위역량의 중요도 점수는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4.71점(±0.37)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적용’,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보자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수행’이 3.86점(±0.64)으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연구결과의 적용’, ‘교육수행’, ‘미생물에 대

한 이해’로 나타났다. 수행도 점수는 직원노출관리 4.55점(±0.65), 직원감염예방 4.51점

(±0.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수행이 3.29점

(±0.8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2>.

중요도 점수 상위 행동지표는 ‘표준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다’가 4.83점(±0.41)으로

가장 높았고, ‘비위험, 준위험, 고위험 기구의 분류 체계와 세척, 소독, 멸균 방법에 대

해 알고 있다’, ‘역학적으로 중요한 감염병의 특성에 따른 감염예방법과 문제해결 방

법을 찾는다’, ‘전파경로별 주의, 격리절차, 격리의 시작과 해제 시점을 알고 있다’, ‘손

위생 수행 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순이었다. 중요도 점수 하위 행동지표는

‘연구결과는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로 출판하거나 발표한다’가 3.79점(±0.81)점으로 가

장 낮았으며, ‘연구절차, 논문작성법을 알고 있다’, ‘학습설계원리를 이해한다’, ‘성인학

습원리를 이해한다’, ‘문헌 또는 후속연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확인한다’

순이었다<표 12>.

감염관리 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점수가 모두 3.75

점 이상으로 역량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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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숙련/전문가의 감염관리 역량군, 하위역량 중요도와 수행도 (N=82)

역량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1. 감염병 확인 4.46±0.42 4.20±0.63 0.26±0.59 3.969**

1.2 감염병에 대한 이해 4.71±0.37 4.40±0.66 0.31±0.61 4.567**

1.1 미생물에 대한 이해 4.32±0.51 4.09±0.66 0.23±0.66 3.144*

2. 감염감시 4.55±0.41 4.39±0.58 0.16±0.54 2.739*

2.2 유행조사 4.53±0.43 4.32±0.63 0.21±0.60 3.163*

2.1 감시계획과 운영 4.61±0.45 4.43±0.61 0.17±0.58 2.627*

3. 감염예방 및 관리 4.60±0.38 4.31±0.58 0.28±0.54 4.737**

3.1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적용 4.68±0.43 4.30±0.61 0.38±0.60 5.670**

3.4 시설, 환경관리 4.44±0.49 4.09±0.76 0.34±0.76 4.068**

3.3 감염병 위기대응 4.48±0.51 4.19±0.70 0.28±0.68 3.757**

3.5 의료기구 소독과 멸균 관리 4.67±0.43 4.41±0.66 0.26±0.65 3.693**

3.2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적용 4.69±0.38 4.47±0.57 0.22±0.59 3.357*

4. 직원안전 4.65±0.42 4.53±0.63 0.12±0.63 1.701

4.1 직원감염예방 4.63±0.46 4.51±0.65 0.12±0.67 1.639

4.2 직원노출관리 4.67±0.44 4.55±0.65 0.11±0.67 1.536

5. 교육과 연구 4.17±0.48 3.72±0.69 0.45±0.68 5.960**

5.4 연구 참여/수행 3.86±0.64 3.29±0.89 0.58±0.98 5.327**

5.3 연구결과 적용 4.13±0.57 3.63±0.79 0.5±0.81 5.582**

5.2 교육수행 4.27±0.49 3.88±0.71 0.40±0.70 5.157**

5.1 교육기획 4.33±0.53 4.02±0.75 0.31±0.65 4.351**

6. 관리와 의사소통 4.49±0.44 4.14±0.62 0.35±0.59 5.312**

6.3 의사소통 4.47±0.53 4.03±0.65 0.45±0.67 6.027**

6.4 실무조직관리 4.45±0.51 4.01±0.66 0.44±0.68 5.846**

6.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4.59±0.50 4.26±0.74 0.33±0.69 4.278**

6.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 4.57±0.49 4.28±0.71 0.28±0.64 4.042**

6.5질향상과 위험관리 4.41±0.47 4.20±0.68 0.21±0.63 3.008**

7. 전문직 개발 4.52±0.47 4.10±0.61 0.41±0.59 6.339**

7.1 자가진단 4.55±0.52 3.96±0.77 0.59±0.76 7.064**

7.2 자기개발 4.52±0.52 4.10±0.72 0.42±0.70 5.440**

7.3 전문직 소양 4.51±0.50 4.14±0.61 0.37±0.62 5.375**

전 체 4.47 ±0.38 4.16 ±0.56 0.31±0.50 5.651**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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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전문가 단계의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는 0.31점(±0.50)으

로 초보자 단계 감염관리간호사의 0.72점(±0.64)보다 적었다. 숙련/전문가 단계에서는

‘직원안전’ 역량군과 해당 하위역량을 제외하고 감염관리 역량군, 하위역량은 중요도

에 비해 수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역량군은 ‘교육과 연구’ 이었고, ‘직원 안전’이

가장 차이가 작았다. 중요도와 수행도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하위역량은

‘자가진단’, ‘연구 참여/수행’, ‘연구결과 적용’ 이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간 차이가 상대

적으로 작었던 하위역량은 ‘직원노출관리’, ‘직원감염예방’, ‘감시계획과 운영’으로 나타

났다.

행동지표에서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연구결과는 논문이나 보고

서 형태로 출판하거나 발표한다’,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

히 해소한다’, ‘연구의 결과를 임상실무에 적용한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계획

을 수립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직원의 교육 요구도를 확인한다’로 나타났

다. 중요도와 수행도 간 차이가 작은 행동지표는 ‘환경배양검사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질관리부서 (QI실)에 감염관련 적신호 사건, 유

해 사건의 확인과 검토 시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전파경로별 주의,

격리절차, 격리의 시작과 해제 시점을 알고 있다’, ‘생물테러,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국

가관리 감염병의 대응에 협조한다’,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로 나타났

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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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1.1 미생물에
대한이해

P2. 검사결과를올바르게해석할수있다. 4.68±0.50 4.29±0.73 0.38±0.83 4.149***

K1. 미생물분류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4.42±0.59 4.09±0.71 0.33±0.72 4.140***

P1. 보균/집락, 보균/오염, 정상균무리/일시적집락을구분할수있다. 4.39±0.64 4.18±0.76 0.21±0.86 2.191*

K2. 미생물검체의채취, 취급, 이송법에대해알고있다. 4.16±0.78 4.01±0.81 0.16±0.86 1.683

K3. 감염병의진단을위한검사종류와검사법의장, 단점을알고있다. 3.94±0.74 3.87±0.83 0.07±0.84 0.786

1.2 감염병에
대한이해

P1. 역학적으로중요한감염병의특성에따른감염예방법과문제해결방법을
찾는다.

4.78±0.45 4.34±0.79 0.44±0.72 5.508***

K2. 감염병의원인미생물의저장소, 잠복기, 전염기간, 전파양식, 증상과징후에
대해알고있다.

4.62±0.54 4.28±0.74 0.34±0.80 3.843***

K1. 감염전파의 3대요소와감염의연결고리를이해한다. 4.72±0.48 4.57±0.63 0.15±0.69 1.929

2.1 감염감시의
계획과운영

P9. 국가감염감시네트워크(KONIS 등)에참여한다. 4.16±0.74 4.52±0.86 -0.37±1.07 -3.091**

P1. 감염감시계획을세우고주기적으로평가하여수정한다. 4.66±0.50 4.34±0.77 0.32±0.72 3.999***

P6. 감염감시결과를시간적경과, 발표된자료나벤치마킹자료와비교하여
비판적으로분석한다.

4.68±0.56 4.38±0.80 0.31±0.80 3.469***

K1. 감염감시의정의, 방법, 유형, 자료처리방법, 자료분석법, 결과해석법,
자료의제한점에대해알고있다.

4.64±0.53 4.40±0.63 0.23±0.75 2.829

P3. 감염발생률을통계적기법(평균, 율, 오즈비, 상대위험비등)을활용하여
산출할수있다.

4.40±0.66 4.22±0.85 0.18±0.89 1.860

P8. 감염감시결과를관련부서와공유하고감염관리위원회와
경영진(이해관계자)에게보고한다.

4.72±0.50 4.59±0.67 0.13±0.68 1.785

P2. 감염감시자료를자료원(의무기록, 내·외부데이터베이스등)을이용하여
수집할수있다.

4.62±0.56 4.50±0.74 0.12±0.81 1.368

P5. 감염감시결과를표, 그래프, 차트등으로분석한다. 4.62±0.56 4.50±0.76 0.12±0.78 1.423

P4. 감염지표의위험을보정한감염률을산출할수있다. 4.56±0.65 4.46±0.82 0.10±0.80 1.111

P7. 감시결과를구조화된보고서로작성한다. 4.57±0.55 4.49±0.72 0.09±0.76 1.021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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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2.2 유행조사 P4. 유행관리팀을구성하여유기적으로의사소통한다. 4.52±0.61 4.09±0.92 0.43±0.93 4.161***

P7. 유행조사를통해얻은중요문제점을개선절차에반영한다. 4.73±0.50 4.39±0.73 0.34±0.74 4.175***

P3. 추적조사, 감염관리중재를시행하는동시에유행의원인조사를한다. 4.65±0.55 4.34±0.72 0.30±0.75 3.689***

K2. 유행조사에서사람, 장소, 시간의중요성과유행조사방법을알고있다. 4.71±0.51 4.46±0.65 0.25±0.66 3.357**

P2. 감염유행을조기에확인하기위해임상현장및검사실의보고, 경고시스템,
체계적분석을활용한다.

4.43±0.65 4.23±0.74 0.20±0.78 2.275*

K1. 즉시검토하고조사해야하는역학적으로중요한미생물에대해알고있다. 4.63±0.56 4.46±0.71 0.17±0.70 2.212*

P6. 유행발생보고서를작성하여공유한다. 4.55±0.59 4.41±0.72 0.13±0.81 1.494

P5. 관련기관(보건소, 타병원, 질병관리본부등)과필요한내용을협업한다. 4.39±0.62 4.30±0.75 0.09±0.93 0.829

P1. 환경배양검사의필요성을평가하여적절한검사방법을선택할수있다. 4.22±0.72 4.23±0.74 -0.01±0.87 -0.127

3.1감염예방관리
지침개발
및적용

P1. 최신과학적지식과관련법에근거한의료기관의특성에맞는문서화된
감염관리지침을개발한다.

4.66±0.55 4.20±0.85 0.46±0.80 5.218***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을파악한다. 4.71±0.48 4.26±0.70 0.45±0.72 5.654***

P2. 감염예방관리지침을전파하여지침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4.73±0.47 4.39±0.64 0.34±0.63 4.886***

P3. 감염예방관리지침이행도를모니터하고평가한다. 4.63±0.53 4.38±0.71 0.26±0.87 2.659**

3.2 표준주의및
전파경로별주의
적용

P7. 의료관련감염예방을위해복합중재(multimodal bundle approach)법을
개발하여대상자에게교육하고모니터링한다.

4.59±0.54 4.17±0.91 0.41±0.94 3.985***

P3. 환자배치, 이송, 퇴원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4.65±0.57 4.30±0.76 0.34±0.80 3.843***

P4. 의료기구관련삽입, 관리절차및시술, 수술관련감염예방관리전략을
수립하고수행한다.

4.74±0.44 4.45±0.71 0.29±0.78 3.408**

P2. 올바른개인보호구사용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4.77±0.45 4.48±0.67 0.28±0.75 3.428**

P1. 손위생수행증진전략을수립하고수행한다. 4.78±0.42 4.52±0.71 0.26±0.75 3.090**

P6. 환자, 보호자, 방문객을대상으로현장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육및홍보자료
(손위생, 기침예절, 개인보호구의적절한사용, 방문객제한등)를개발배포
한다.

4.44±0.61 4.30±0.71 0.13±0.84 1.441

K1. 표준주의의개념을알고있다. 4.83±0.41 4.71±0.62 0.12±0.64 1.736

P5. 청결구역과오염구역을구분할수있다. 4.62±0.51 4.55±0.59 0.07±0.61 1.097

K2. 전파경로별주의, 격리절차, 격리의시작과해제시점을알고있다. 4.78±0.45 4.73±0.55 0.05±0.66 0.664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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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3.3감염병
위기대응

P2. 위기대응절차를수립하여매뉴얼을개발한다. 4.55±0.57 4.10±0.84 0.45±0.83 4.901***

P3. 위기대응절차를점검하기위한재난훈련을주기적으로수행한다. 4.34±0.61 3.96±0.99 0.38±0.99 3.460**

K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의위기경보와대응체계에대해알고있다. 4.60±0.56 4.23±0.77 0.37±0.73 4.546***

P1. 유행, 신종·재출현감염병에대한정보를직원들에게제공한다. 4.48±0.57 4.30±0.76 0.17±0.81 1.900

P4. 생물테러, 인플루엔자대유행등국가관리감염병의대응에협조한다. 4.41±0.70 4.37±0.79 0.05±0.89 0.498

3.4시설/환경관리 P5. 공사완료후공사전과정을검토를통해얻은중요문제점을개선절차에
반영한다.

4.40±0.63 3.87±0.95 0.54±0.97 5.003***

P4. 공사기간중감염예방조치가이루어지도록관련부서와협력한다. 4.34±0.61 3.94±0.91 0.4±0.93 3.928***

P3. 공사시작전관련부서와함께공사위험사정을시행하여예방조치사항을
권고한다.

4.32±0.61 3.96±1.00 0.35±1.03 3.095**

P2. 건축설계, 개보수계획단계에서감염예방관리측면의의견과자문을
제공한다.

4.40±0.58 4.12±0.91 0.28±0.98 2.579*

K1. 감염예방관리관련법령과최신문헌에서감염관리관련의료기관의시설기준을
이해한다.

4.55±0.55 4.29±0.78 0.26±0.78 2.963**

P1. 의료기관의공기, 수질, 세탁물, 음식물관리, 환경청소및소독을위한
감염관리지침을제공한다.

4.61±0.60 4.38±0.68 0.23±0.74 2.828**

3.5 의료기구
소독과멸균
관리

P4.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서오류발생시즉시조치사항을안내하는동시에
오류의원인을조사한다.

4.71±0.53 4.39±0.77 0.32±0.80 3.592**

P2. 근거에기반하여세척, 소독, 멸균법을실무에적용한다. 4.77±0.45 4.49±0.65 0.28±0.63 4.007***

P5. 신규의료기구나제품도입시세척, 소독, 멸균등의관리측면을검토하고
전문가적자문을제공한다.

4.48±0.61 4.21±0.89 0.27±0.86 2.821**

P3. 의료기구의세척, 소독, 멸균과정의적절성을평가한다. 4.68±0.63 4.44±0.72 0.24±0.88 2.502*

P1. 제조사의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설명서, 소독제설명서를읽고비판적으로
평가한다.

4.60±0.56 4.35±0.76 0.24±0.78 2.836**

K1. 비위험, 준위험, 고위험기구의분류체계와세척, 소독, 멸균방법에대해
알고있다.

4.79±0.44 4.56±0.63 0.23±0.65 3.210**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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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4.1 직원감염예방 K1. 직원감염전파를차단하기위한예방조치를알고있다. 4.71±0.48 4.56±0.70 0.15±0.69 1.929

P1. 직무중감염노출의위험요인분석에협력한다. 4.57±0.52 4.46±0.76 0.11±0.83 1.195

P2. 직원감염예방관리정책및규정을개발, 적용에자문을제공한다. 4.62±0.56 4.51±0.67 0.11±0.77 1.291

4.2 직원노출관리 K1. 직무중감염노출사고의유형및사고발생시관리방법에대해알고있다. 4.76±0.46 4.61±0.66 0.15±0.70 1.880

P2. 감염노출동향을분석하여재발방지를위한개선활동이이루어지도록
전문가적인자문을제공하고협력한다.

4.61±0.56 4.50±0.76 0.11±0.80 1.240

P1. 직무중감염노출또는발병시상담과추후관리방법을안내하거나수행한다. 4.63±0.56 4.55±0.72 0.09±0.82 0.943

5.1 교육기획 P1. 의료기관의인력개발전략에감염예방관리가포함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전문가자문과교육지원을제공한다.

4.42±0.59 4.07±0.84 0.35±0.82 3.776***

P2. 감염예방관리교육프로그램은모든직원, 환자, 방문객이포함되도록계획한다. 4.57±0.57 4.22±0.77 0.35±0.73 4.409***

K1. 의료기관의인력개발프로그램의목적과전략, 절차를이해한다. 4.20±0.67 3.88±0.93 0.32±0.89 3.236**

K2. 의료기관내조직도와인력구성과교육적배경에따른특성을알고있다. 4.13±0.68 3.89±0.89 0.24±0.78 2.836**

5.2 교육수행 P1. 다양한방법으로의료기관과직원의교육요구도를확인한다. 4.33±0.65 3.68±0.86 0.64±0.95 6.064***

P2. 교육대상자의요구도, 상황에맞는측정가능한학습목표를수립한다. 4.40±0.63 3.82±0.87 0.59±0.99 5.337***

P6. 교육과정과교육의효과를평가하고, 차기교육계획시그결과를반영한다. 4.48±0.55 4.07±0.80 0.40±0.79 4.527**

P3. 대상자의특성에따른교수법을선택하여교육을진행한다. 4.35±0.62 3.98±0.79 0.38±0.95 3.599**

K2. 학습설계원리를이해한다. 3.80±0.76 3.44±0.89 0.37±0.92 3.589**

K1. 성인학습원리를이해한다. 3.84±0.75 3.48±0.95 0.37±0.91 3.645***

P4. 최신 과학적근거에기반하고, 감염감시결과를반영하여교육, 자문,
상담한다.

4.57±0.61 4.32±0.79 0.26±0.77 3.024

P5.감염관리홍보물과교육자료를제작배포한다. 4.40±0.61 4.21±0.83 0.2±0.82 2.147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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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5.3연구결과적용 P5. 연구의결과를임상실무에적용한다. 4.28±0.69 3.63±0.91 0.65±0.95 3.024***

P3. 다양한유형의자료를구별하고정보의신뢰성, 의도, 타당성등을비판적으로
평가한다.

4.13±0.70 3.57±0.89 0.56±0.97 2.147***

K1. 연구제목, 계획, 분석, 연구의한계, 연구의의의각단계별문헌을평가하는
방법을알고있다

4.05±0.70 3.51±0.89 0.54±1.02 6.176***

P4. 근거에기반한연구결과의실무적용의필요성에대해관계자들과협의하고
적용할수있는방법을도출한다.

4.18±0.72 3.65±0.89 0.54±0.98 5.238***

K2. 연구설계방법에따른장단점을알고있다. 3.93±0.69 3.41±0.91 0.53±1.02 4.760***

P6. 적용결과에대해모니터하고검토하며, 필요시협의하여조정한다. 4.24±0.66 3.76±0.89 0.49±0.98 4.939***

P1. 외국문헌을읽고이해할수있다. 4.10±0.78 3.71±0.95 0.39±0.93 4.610***

P2. 적절한데이터베이스(PubMed 등), 검색엔진(google scholar 등)을이용하여
관련저널, 웹사이트, 정부문서, 기타관련문서를검색할수있다.

4.16±0.73 3.83±0.88 0.33±0.93 4.487**

5.4연구참여/수행 P3. 연구결과는논문이나보고서형태로출판하거나발표한다. 3.79±0.81 2.96±1.01 0.83±1.16 3.815***

P2. 감염예방관리관련연구에참여또는수행한다. 3.99±0.69 3.45±1.02 0.54±1.12 3.205***

P1. 문헌또는후속연구에서지원이필요한연구주제를확인한다. 3.88±0.67 3.35±0.93 0.52±1.06 4.494***

K1. 연구절차, 논문작성법을알고있다. 3.79±0.70 3.38±0.95 0.41±1.09 3.451**

6.1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계획

P5.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은미션, 비전, 목적을달성하기위해측정가능한
목표를수립하고계획한다.

4.56±0.57 4.22±0.81 0.34±0.76 4.084***

P4. 의료기관의특성, 이용가능한자원과근거, 감염위험사정결과와발생하는
현안에따라감염예방관리의우선순위를결정한다.

4.67±0.52 4.34±0.77 0.33±0.82 3.648***

P2. 감염예방관리와관련된의료기관인증및외부평가기준, 법규, 병원규정을
프로그램에반영한다.

4.73±0.52 4.44±0.67 0.29±0.64 4.154***

P1. 의료기관의미션, 비전에맞는감염관리미션과비전을수립한다. 4.30±0.68 4.05±0.87 0.26±0.86 2.703**

P3. 감염감시결과를포함한의료기관위험요인을위험사정도구를이용하여
평가한다.

4.59±0.57 4.32±0.80 0.26±0.79 2.965**

K1. 감염위험사정, 개선계획, 환류및재평가를포함한위험사정및관리방법을
알고있다.

4.54±0.63 4.30±0.78 0.23±0.74 2.828**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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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6.2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

P3.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미션, 비전을관련부서와공유하며공동의목표를
달성하기위해동기부여하고팀워크를이끌어나간다.

4.60±0.61 4.11±0.84 0.49±0.88 5.029***

P4. 감시결과, 비용효과, 효능질평가, 최신과학적근거등프로그램의재정적
측면과가치적측면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수정보완한다.

4.49±0.59 4.12±0.85 0.37±0.79 4.174***

K1. 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기획및개발의원칙과수행방법을알고
있다.

4.57±0.61 4.26±0.80 0.32±0.78 3.663***

P2.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물품, 인력, 자원을확인하고, 필요한
자원에대해병원경영진과의사소통한다.

4.60±0.61 4.29±0.84 0.30±0.87 3.172**

P5.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의성과를관련직원/부서와공유하고경영진에게
보고한다.

4.65±0.53 4.39±0.79 0.26±0.77 3.024**

P1. 감염관리위원회및실무회의에입안하여의결된결과에따라감염관리
프로그램을운영한다.

4.62±0.58 4.40±0.73 0.22±0.75 2.636*

6.3의사소통 P3. 사안에따라개인, 부서, 회의체와적시에, 정확한의사소통을한다. 4.61±0.56 4.05±0.70 0.56±0.82 6.210***

P2. 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감성에호소등다양한전략을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4.41±0.67 3.88±0.87 0.54±0.91 5.367***

K1. 의사소통의방해요인과촉진요인을포함한의사소통의원칙을알고있다. 4.44±0.65 3.91±0.77 0.52±0.77 6.140***

P4. 필요에따라타의료기관, 보건관계당국, 언론매체와효율적으로의사소통한다. 4.51±0.63 4.07±0.80 0.43±0.88 4.422***

K2. 의료기관의의사소통정책및절차를알고있다. 4.34±0.65 3.91±0.75 0.43±0.80 4.821***

P1.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에고객(환자/방문객), 직원(용역직원포함)과경영진을
포함시키기위한전략을수립한다.

4.48±0.61 4.16±0.72 0.32±0.78 3.663***

6.4실무조직관리 K3. 직원개발기술과효과적인위임과지원방법을알고있다. 4.20±0.78 3.60±0.88 0.60±0.94 5.765***

K2. 리더십이론및종류와적용방법을알고있다. 4.11±0.75 3.56±0.88 0.55±0.89 5.577***

P1. 팀과개인목표는현실적이며, 달성가능성을고려하여설정하고직무계획을
명확히한다.

4.41±0.61 3.93±0.86 0.49±0.88 5.029***

P2. 주제에따라업무를관련부서또는직원에게위임하고, 필요시실무지원,
자문을제공한다.

4.51±0.65 4.05±0.75 0.46±0.88 4.781***

K1. 의료기관의인력, 조직문화, 조직운영체계및절차를파악하고있다. 4.43±0.61 4.00±0.78 0.43±0.88 4.416***

P3.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지식, 기술, 능력의차이를인정하고서로협력하고
지지한다.

4.63±0.58 4.21±0.73 0.43±0.82 4.731***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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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6.4실무조직관리 P5.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관련업무의연관성을확인하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으로분석한다.

4.62±0.58 4.26±0.70 0.36±0.83 3.900***

P4. 감염관리실직원들간의업무진행경과에관심을가지며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우호적인관계를유지한다.

4.66±0.55 4.32±0.73 0.34±0.83 3.704***

P6. 감염관리실내학습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고동참한다. 4.48±0.61 4.17±0.77 0.30±0.73 3.642***

6.5질향상과
위험관리

P5. 감염예방관리가의료기관의안전과질향상에필수요소임을직원과
경영진에게교육하고홍보한다.

4.65±0.51 4.28±0.74 0.37±0.73 4.546***

K1. 행동변화를촉구하여, 개선활동을촉진할수있는전략을알고있다. 4.33±0.74 3.99±0.79 0.34±0.95 3.270**

P2. 감염예방관리관련절차와과정, 수행, 결과지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결과를평가하며필요에따라수정보완한다.

4.55±0.57 4.28±0.79 0.27±0.82 2.973**

K2. 환자안전의개념을이해하고감염예방관리에적용시키는방법을알고있다. 4.39±0.62 4.17±0.84 0.22±0.83 2.390*

P4. 임상현장에서의감염예방관리질향상관련지표수립과개선및평가수행을
지원한다.

4.40±0.56 4.22±0.81 0.18±0.80 2.062*

P1. 감염예방관리활동에질향상관리방법(PDCA, FMEA등)을적용한다. 4.27±0.69 4.10±0.78 0.17±0.81 1.900

P3. 질향상, 개선활동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관련직원/부서와공유하고
경영진에게보고한다.

4.50±0.57 4.40±0.78 0.10±0.81 1.090

P6. 질관리부서 (QI실)에감염관련적신호사건, 유해사건의확인과검토시
전문가적인자문을제공하고협력한다.

4.16±0.66 4.13±0.81 0.02±0.85 0.261

7.1 자가진단 P2. 약점을보완하기위한학습계획을수립한다. 4.49±0.57 3.84±0.80 0.65±0.84 6.993***

P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요구되는지식, 기술, 실무를확인하고자가평가하여
자신의강점과약점을확인한다.

4.61±0.54 4.07±0.86 0.54±0.82 5.930***

7.2 자기개발 P1. 다양한학습및개발기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지식, 기술, 실무를
개발한다.

4.60±0.56 4.01±0.78 0.59±0.85 6.269***

P2. 내·외부감염관리담당자들과지속적으로교류한다. 4.44±0.61 4.18±0.80 0.26±0.78 2.963**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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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숙련/전문가의의 감염관리 행동지표 중요도와 수행도(계속) (N=82)

하위역량 행동지표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수행도 차이

M±SD M±SD M±SD t

7.3전문직소양 P6. 감정을잘조절하며, 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적절히해소한다. 4.63±0.56 3.84±0.85 0.79±0.99 7.247 ***

P7. 감염예방관리실무의발전을위해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도출한다. 4.45±0.69 3.88±0.79 0.57±0.89 5.836***

P8. 잠재적위험요소, 문제를미리예측하고, 이에대한해결방법을찾는다. 4.46±0.63 3.90±0.79 0.56±0.77 6.586 ***

P5. 목적과용도에따라독자가이해할수있도록문서를작성한다. 4.56±0.57 4.22±0.69 0.34±0.79 3.918 ***

P4. 업무에필요한엑셀, 파워포인트등의소프트웨어를능숙하게사용할수있다. 4.43±0.61 4.17±0.71 0.26±0.84 2.750 **

P3. 업무를효율적, 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우선순위를정하고시간과일정을
주도적으로관리한다.

4.55±0.59 4.34±0.67 0.21±0.72 2.624*

P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감염관리실무전문가자격을획득하기위한과정을밟아
자격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리한다.

4.49±0.65 4.29±0.91 0.20±0.87 2.038*

P2. 감염관리간호사로서가져야할윤리규범을준수하며정직하고성실하게
근무에임한다.

4.49±0.65 4.49±0.63 0.00±0.80 0.000

주: 5점 척도(5. 매우 중요, 4. 대체로 중요, 3. 보통 중요. 2. 대체로 중요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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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단계별 집중개발이 필요한 감염관리 역량

감염관리 경력단계별로 집중 개발해야 할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초보자 감염관리간호사에게 집중개발

되어야 하는 행동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66개 중 4개(6.06%)로 <그림 7>과 같다.

행동지표가 포함된 하위역량은 감염감시(1개), 의사소통(1개), 질향상과 위험관리(1개),

전문직 소양(1개) 역량이다.

숙련/전문가 감염관리간호사의 행동지표 총 135개의 중요도-수행도 분석 결과 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행동지표는 총 12개(8.8%)로 <그림 8>과

같다. 행동지표가 포함된 하위역량은 유행조사(1개), 감염병 위기대응(1개), 교육수행(1개),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2개), 의사소통(2개), 실무조직관리(1개), 자가진단(2개),

자기개발(1개), 전문직 소양(1개) 역량이다.

행동지표별로 살펴보면 초보자 감염관리간호사에서는 ‘감염예방관리가 의료기관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필수요소임을 직원과 경영진에게 교육하고 홍보한다.’가

숙련/전문가 감염관리간호사에서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가

집중개발되어야 하는 행동지표로 나왔으며, 초보자와 숙련/전문가 모두 의사소통

역량이 개발되어야 할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소양역량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 가 공통적으로 집중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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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6. 감염감시 결과를 시간적 경과, 발표된 자료나 벤치마킹 자료와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50 P2. 피드백, 협상, 설득, 코칭, 분쟁해결, 감성에 호소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56 P5. 감염예방관리가 의료기관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필수요소임을 직원과 경영진에게 교육하고
홍보한다.

65 P6.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

<그림 7> 초보자의 감염관리 역량 중요도-수행도 분석

<참조> I 사분면에 해당하는 행동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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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4. 유행 관리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3 P2. 위기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매뉴얼을 개발한다.

75 P6. 교육과정과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차기 교육 계획 시 그 결과를 반영한다.

97 P3.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 미션, 비전을 관련부서와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팀워크를 이끌어 나간다.

98 P4. 감시결과, 비용효과, 효능 질 평가, 최신 과학적 근거 등 프로그램의 재정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정 보완한다.

105 P3. 사안에 따라 개인, 부서, 회의체와 적시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한다.

106 P4. 필요에 따라 타 의료기관, 보건관계당국, 언론매체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111 P2. 주제에 따라 업무를 관련부서 또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필요 시 실무 지원, 자문을 제공한다.

124 P1. 감염관리간호사로서의 요구되는 지식, 기술, 실무를 확인하고 자가 평가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다.

125 P2.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126 P1. 다양한 학습 및 개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지식, 기술, 실무를 개발한다.

133 P6.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

<그림 8> 숙련/전문가의 감염관리 역량 중요도-수행도 분석

<참조> I 사분면에 해당하는 행동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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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감염관리 역량 확정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역

량은 2회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역량을 수정보완 하였다. 역

량 모델링의 타당성 검증 방법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제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제시한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

표 모두 중요도 점수가 3.75점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염관리 역

량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추가 수정 없이 최종 경력단계별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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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의 안전문화를 중요시 하고, 국내외적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실무를

담당하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염관리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역량 모델링 방법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도출하고 타당화 검증을

거쳐 경력단계별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을 개발하였다. 이에 감염관리 역량

개발과정과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 감염관리 역량 도출과정

그동안 국내에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연구가 시기별로 진행되어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와(우준희 등, 1996;

강문원 등, 2003; 오향순, 2005;, 이미숙 등, 2011; 정선영, 2016), 국외 감염관리 역량을

차용하여 역량을 확인한 연구(김경미, 최정실, 2014)는 있었으나, 국내 보건

의료환경과 현황을 반영한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규명하고 개발하는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감염관리 간호사의 기본 실무

역량을 개발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 구성요소의 개념과 국내 의료법 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감염관리 행동특성을 추출하고 하위역량을 구성한 후

검증된 역량 모델인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의 역량모델의 핵심역량군을

차용하여 도출된 하위역량과 행동지표를 범주화하여 역량을 모델링하였다. 역량

모델링 방법에서 Lucia와 Lepsinger (1999)의 검증된 모델의 활용은 자료수집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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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는 있으나, 현업수행자의 행동특성의

관찰이나 자료 입증하는 절차가 없고, 완성된 모델은 안면타당도를 넘어서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무나 직위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잠정 역량 모델을 차용하나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내재적 행동특성까지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 모델링 과정을 거쳤다.

자료수집과정으로 문헌고찰과 함께 문헌고찰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국내 현상과

실무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2회 차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초보자 단계에서는 2016년 9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간호사에서 감염관리간호사로 역할

전환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감염관리 실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들이 도출되었다. 즉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작성 능력, 전문자격증의

취득, 윤리의식, 스트레스 관리 역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숙련/전문가 단계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보건관계당국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헌고찰로만 이루어진 역량(육신영, 2003, 성영희,

정정희, 2006, 박미란, 2014) 연구들에 비해 감염관리 실무특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무현장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감염관리간호사로 발령 후 자가 학습이 필요함을 인식하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초보자가 성공적으로 숙련/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로드맵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에서 비교적 최근의 감염관리 역량

연구인 영국(IPA, 2011)과 캐나다(IPAC, 2016) 역량을 지식(알아야 할 것)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감염관리간호사로서

학습하고, 개발해야 하는 행동지표를 지식과 수행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자가

학습을 돕고 역할 이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역량의 타당도 검증에서 행동사건면접 방법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여 추출된 역량을 역량군으로 분류하고,

불필요한 역량은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나(이윤주, 2013; 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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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역량을 도출하였고,

기존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 모델의 핵심역량군을 근간으로 모델링을 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보다는 델파이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에,

실제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행동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으로 7개 역량군, 23개의 하위역량과 135개의 행동지표가

도출되었다. 미국 감염관리전문가협회(2012)의 6개의 역량군에 추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로 감염관리간호사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인 전문직

개발 역량군을 포함하였다. 캐나다(IPAC, 2016)에서도 지원핵심 역량군에 전문

직업의식 역량으로 개인정보 보호, 직업적 행동강령, 시간관리, 전문지식 함양 역량을

규명하고 있어 국내 역량과 유사하였다.

하위역량을 살펴보면 국외(Murphy, 2012; ECDC, 2013; IPA, 2011, IPAC, 2016)와

같이 전통적으로 감염감시와 유행관리,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과

관리역량이 도출되었다. 국외 연구들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을 유행조사 관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역량 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Murphy, 2012; IPA,

2011). 국내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감염병에 대한

재난관리가 의료기관 인증기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에 추가 되어 고위험감염병

재난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행조사와 별도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도출하였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로

150∼00병상당 1인의 감염관리간호사가 근무하게 되면서 기존에 1인이 담당하던

업무를 여러 사람이 분업하여 수행하게 되어 감염관리실 내 실무자간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고,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기존 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감염관리간호사들에게는 관리자의 역할을 병행하거나 관리자 업무로

변경 되어 감염관리실 내 실무조직관리 역량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항균제내성균의 발생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감염관리 문제 중의 하나로 국외

역량((Murphy, 2012; EDCD, 2013; IPA, 2011, IPAC, 2016)과 WHO의 감염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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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2016)에 공통적으로 항생제 관리 역량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에서 항균제관리 역량은 항균제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고, 항생제 사용과

관리 교육은 감염관리간호사 보다는 감염관리의사의 역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에서는 제외하였다. 국가마다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 다양한데, 미국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등 다양한 직군이

감염관리사로 근무하므로, 감염관리사의 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APIC, 2014). 최근 사회적 문제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표본감시에서 제

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국가차원에서 항균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항균제내성균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관리 의사와 협업하여 적정 항균제 사용, 항균제내성균 환자의 격리,

환경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 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감염병의

이해 역량과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적용 역량에 항균제 내성균 관리과 관련된

실무 내용을 행동지표로 도출하였다.

B.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의 수준 확인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 도출과정에서, 본 연구 틀에서는 미국 역량모델의

초보자, 숙련가, 전문가 3단계로 경력을 구분하였으나, 전문가 패널간의 숙련가와

전문가의 단계 구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경력단계를 초보자, 숙련/전문가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실제 숙련/전문가 그룹 82명을 경력 7년 미만자와 7년 이상자간의

수행도 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

감염관리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으나 감염관리간호사의 감염관리 실무경력은 평균 5년

미만(정선영, 2016; 정선영 등, 2014) 이었는데,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

이직이 많고(허선, 김계하, 오향순, 2013),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른 부서이동 등으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가 축소된 것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가 감염관리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무 표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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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여 숙련가 이상이면 기본 실무 표준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초보자와 전문가 두 단계로 경력을 구분하여 초보자는 감시 업무와

감염관리 전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유럽(ECDC, 2013)의 경력단계 구분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미국 연구에서 일부 역량의 기술을 경력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관리 대상의 범위와 역량의 내용을 확대하여 기술한 것처럼(Murphy, 2012)

국내에서도 숙련가 단계를 뛰어넘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구의 수가화

추진, 감염예방 관리 관련 의료기관 인증 평가 기준 안 마련, 지역사회 유행 감염병

대비 전략 수립에 참여, 글로벌 감염병 예방 협력 체계에 주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등 구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입안 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감염관리

영역을 확장한 전문가 단계의 역량개발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전체 역량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총 66개(48.8%)의

행동지표가 도출되었다. 초보자의 평균 감염관리 실무 경력은 1.1년으로 대부분이

2016년 9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전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감염관리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현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만 개발이 되는 경향이 있어 역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또한 초보단계 행동지표로 유행조사, 감염병 위기대응, 환경관리,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 운영, 질 향상과 위험관리 역량에서 지식역량은 포함되나 수행역량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독자적으로 유행조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함양하는 단계이므로 지식 위주의 행동지표가

초보단계의 역량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감염관리의 기본 실무역량을 먼저

도출 후 해당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력 단계를 선정하여 경력단계별 직무

특성을 완전히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경력단계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감염관리 역량 중요도는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역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김성열, 김종경, 2016; 이윤주, 2013. 남순란, 2015).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감염예방관리의

중요도 인식은 높았으나 수행도는 제한된 시설과 환경 속에서 감염관리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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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므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염관리관련 의료물품과 지원 수가를

신설하고 있으므로(보건복지부, 2016b) 후속연구를 통해 수행도 향상을 확인하고,

수행도 증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행도 향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감염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군에 속하는 하위역량들은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수행도간 평균 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미국의 핵심역량을

번안하여 조사한 감염관리간호사 역량에 관한 연구(Kim & Choi, 20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3년 미만의 초보자의 업무는 임상현장에서의 손위생, 접촉주의,

환경관리 등의 모니터 업무와 의료관련감염병을 감시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숙련/전문가 단계에서는 직원안전 역량군,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군,

감염감시 역량군의 점수 순위 차이는 있으나 모두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원안전 역량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수두 등 감염성 질환에

이환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진이 감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 뿐 아니라

내원객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에서의 직원건강과 작업안전 환경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집단종사자의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여(결핵예방법 시행규칙, 2017) 집단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신입직원의

채용 후 결핵검진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르스 이후 호흡기 질환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의 면역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 중 노출사고의

처리 및 예방의 업무를 감염관리실에서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서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델파이 조사에서 직원

안전의 행동지표가 예방법 및 노출 시 처리 절차에 대한 지식과 수행은 상담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도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보자 단계와 숙련/전문가 단계 모두 교육과 연구 역량이 중요도와 수행도간 점수

차이가 큰 역량군으로 확인이 되었고,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 영역이 가장 미미한

감염관리 활동으로 보고한 것(Hall, Halton, Macbeth, Gardner, & Mitchell, 201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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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였고, Kim과 Choi (2015)의 국내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감염관리 업무는 근거기반 실무로서 실무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 실적으로 제시하여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숙련/전문가 그룹에서의 학력수준이

84.2%가 석사이상으로 나타나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과 국가 정책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 관련 연구보다는 실무

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김경미, 최정실, 2014). 국내 실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최소 2편 이상의 연구 실적(대한감염관리

간호사회, 2017)이 필요하므로 초보자 단계부터 또한 감염관리 실무 계획 시 연구와

접목 시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국외 역량에서 영국(IPS,

2011)은 역량군으로 임상실무, 교육, 연구, 리더십과 관리 4개의 역량군을 제시하면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캐나다(IPAC, 2016)도 매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군에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치하여 근거의 생산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재심 등(2006)의 연구에서 감염관리간호사의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감염관리 실무와 관련한 통계교육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관리

간호사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요구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겠다.

IPA 분석을 통해 경력단계별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집중 개발해야

하는 역량은 초보단계에서는 66개 행동지표 중 4개, 숙련/전문가 단계에서는 135개 중

12개로 나타났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군과 감염병 확인

역량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역량군의 행동지표가 지식을 묻는 항목들로 선정이 되어

있어 집중 개발해야 할 역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보자 단계에서, 감염감시

업무는 의료기관의 감염현황을 확인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이다(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감염감시 자료는 표준화된 정의에

따라 진단하고, 국내외 감염감시 자료와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해당

의료기관의 문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유행상황의 조기인지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감염감시를 위한 역학적 지식, 미생물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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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전문가 단계에서는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감염예방관리 미션,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의사소통 하는

행동지표들이 집중 개발되어야 할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본인의 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습하는 자기개발 역량 또한 집중 개발할 역량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숙련/전문가 단계의 감염관리간호사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의료기관

전체의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과중이 많았다(박미희, 2011). 자가 평가를

통해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초보자와 숙련/전문가 단계 모두에서 의사소통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초보자는 임상현장을 모니터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숙련/전문가는 국가정책을 의료기관에 반영하기 위해 경영진을 설득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술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감염관리

업무는 감염예방관리 실천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 손위생 등의 감염예방 행위를 촉구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

이론 등 행동과학 이론(WHO, 2009; 정선영, 2012)들이 감염관리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실정으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에서 VAS (Visual Analogue

Scale) 7 이상인 경우가 70.5%였고,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타부서로 이직하거나

빨리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허선, 2012). 직무 스트레스 중 양적 업무 부담이 5점 척도에서 3.95점,

감염관리에 대한 심적 부담 3.95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선, 김계하, 2013).

제도적으로 감염관리의 질 제고를 위해 500병상 당 1명 이상의 전문간호사 또는

실무전문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감염관리간호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보건복지부, 2016b).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기관 내

전체의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를 위한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은 제한적이며,

인센티브는 없는 실정이다.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는 소진에 이르게 하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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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Hall, et al., 2015). 의료기관의 실무

환경, 경험 등을 기반으로 감염관리사의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조직의 인력 배치 및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Landers, et al., 2017). 감염관리간호사가 숙련/전문가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수가 등의 보상체계 수립,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중재와 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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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하여 잠정적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와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잠정

역량의 타당화 검증 과정을 거쳐 역량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역량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은 감염병 확인, 감염감시, 감염예방 및 관리, 직원안전,

교육과 연구, 관리와 의사소통(리더십), 전문직 개발의 7개 역량군, 23개 하위역량,

135개 행동지표로 확인되었다.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 단계는 초보자,

숙련/전문가 두 단계로 확인되었다.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염예방 및 관리

역량은 중요도와 수행도 수준이 모두 높았으나, 교육과 연구 역량은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초보자의 감염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의 격차는

숙련가/전문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경력단계별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아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초보자에서는 감시 자료의 비판적 분석과 감염예방관리의

홍보, 숙련/전문가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전문가로서의 약점

보완이었다. 초보자, 숙련/전문가 모두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질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과 스트레스 관리 역량의 개발이 공통적으로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보건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간호사의 기본 실무표준을

경력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경력단계별로 감염관리

역량기반 교육과 인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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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감염관리(간호) 실무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침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관리 역량군 전 영역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집중개발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였다. 경력단계별로 실무를 익히고, 전문가로서

발전하기 위해 감염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한 표준 업무 프로토콜 또는 로드맵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특히 초보자에게 유익한 자원개발을 제안한다.

2. 간호교육

본 연구에서 경력단계별로 집중개발이 필요한 역량이 확인되었다. 초보자 단계의

감시 자료의 비판적 분석력과 감염예방관리의 홍보 전략술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숙련/전문가 단계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준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역량 기반 감염관리간호사 교육이 요구된다. 감염관리간호사는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며, 개선활동 수립 및 적용 하게 되나, 연구활동의 수행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감염관리 중재 적용 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3. 간호연구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을 규명함으로써, 감염관리

실무표준으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목적이 크다. 국내 보건 의료환경, 의료기관의

규모와 정책, 감염관리 경력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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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변화한다. 감염관리 역량의 반복연구를 통해 역량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며,

역량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숙련가와 전문가의 역량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감염예방과 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감염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량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 기반 교육 중재 후 수행도

향상,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선행 연구에서 감염관리간호사는 조직 몰입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고

하였으며, 감염관리간호사의 스트레스의 주요인은 과다한 업무량이었다. 감염관리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경력

단계별로 주요 스트레스 원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중재 연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4. 간호정책

양적으로 증가한 감염관리 인프라의 역량개발을 꾀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질적 성장이 당면한 과제이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개발로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률 개선의 효과를 규명하여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을 위한 감염예방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수가를

개발하고, 감염관리간호사의 인적자원관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감염관리간호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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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진행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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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와 감염관리실 업무현황

감염관리업무
우준희 (1996)
N*=141

강문원† (2003)
N=98

오향순† (2005)
N=85

이미숙 (2011)
N=118

정선영 (2012)
N=134

정선영 (2016)
N=199

감염관리실운영 _ 94.9% _ 61.0% 90.3% 92.5%

전담직원비율 26.0% 56.5% 41.3% 63.6% 62.7% 74.9%

감염관리위원회운영 82.7% 100% 100% 87.3%, 회의

69.8%

99.3% 98.0%

감염관리규정비치 41.0~75.5% 92.9% 100% _ 98.5% 99.0%

감염감시/수술부위감염감시 58.3%/28.8% 85.7%/30.3% 67.5% 70.7% 87.3%/47.8% 92.5%/60.1%

감염유행조사 44.7% _ _ 59.5% _ 76.4%

감염관리교육 71.9% 57.1~90.8% 73.8% 75.0% 78.6~98.4% 97.5%

손위생모니터 _ 83.7% _ _ 88.8% 94.0%

예방접종프로그램 42,4~75.5% _ 68.3% 직원감염관리

77.6%

_ 97.5%

주사바늘찔림사고예방프로그램 88.5% 95.9% 87.8% _ _ 100%

격리관련시설관리 음압격리실5.8%

일반 25.9%

음압격리실13.3%

VRE 85.7%

_ 전염성질병관리

68.3% VRE 88.1%

음압격리실73.1%

일반 58.4%

기타 정책수립 67.2%

환경관리 69.8%

자문조정 61.2%

연구 33.6%

외부평가60.3%

행정업무58.6%

질향상활동

56.9%

자기계발63.8%

소독과멸균관리

74.9%

*N: 의료기관 수, †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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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외 연구에서 확인된 감염관리간호사의 역량군

Australia (1996)

4 domains

UK (2005)

4 domains

UK (2011)

4 domains

USA

(CBIC, 2010)

6 domains

USA

(APIC, 2012)

4 domains

Europe (2013)

4 domains

Canada (2016)

3 domains

Leadership and

management

Leadership and

management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Leadership and

program

management

Program

management

Supporting core

competencies

Surveillance Surveillanc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echnology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Foundational core

competencies

Clinical issue Clinical practice Preventing/controlli

ng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Foundational core

competencies

Quality

improvement

Education

Learning and

teaching

Education

Research

Education and

research

Performance

improvement and

implementation

science

Quality

improvement

Applied +

Foundational core

competencies

Specialist

knowledge

Specialist

knowledge

Iden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s processes

Foundational core

competencies

Healthcare

governance

Employee/occupatio

nal health

Applied core

competencies

 

Australia (Murphy and McLaws, 1999), UK (King, 2005; IPS, 2011), USA (Murphy et al., 2012), Europe (ECDC, 2013) , Canada (IPA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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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국외 역량 연구 국내제도

A B C D E F G H

감염질환 과정의 확인

　 미생물에 대한 이해

　 　 P:집락, 감염, 오염을 구분한다. √ √

　 　
P:질병과정과 관련된 발생, 보유소, 잠복기, 전염기간, 전파양식,

증상과 징후, 감수성을 안다.

√ √

　 　
K:미생물의 전파양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적절한 감염예방 및

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P:진단검사 결과와 검사실 결과를 해석한다. √ √ √

　 　
P:환자, 직원, 방문객, 환경, 상황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미생물의

전파와 전파 가능성 있는 결과의 위험성을 예측 평가할 수 있다.

√ √

　 　
P:진단/실험실 보고결과를 해석하고, 미생물적 정보와 임상증상의

관련성을 사정할 수 있다.

√ √

　 　
P:감염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정보를 찾고, 해석할 수

있다.

√

　 　 P: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정보를 검토한다. √

　 　 K:즉시 검토하고 조사해야 하는 역학적으로 중요한 미생물을 안다 √ √

　 　 K:예방적, 경험적, 치료적 항생제의 차이를 안다. √ √

　 　 K:환경 미생물 모니터링의 적응증을 안다. √ √

K:일반적인 감염과정을 진단하는 검사 종류의 장,단점을 안다 √ √

　 　 P:직원의 검체 채취 과정을 지지할 수 있다. √ √

　 　
K:감염의 연결고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 √ √

<부록 4> 문헌고찰을 통한 역량도출(일부 발췌)

A USA (Murphy et al., 2012, Bubb et al., 2016) B. Canada (IPAC, 2010; Friedman et al., 2008; IPAC, 2016) C. Europe (ECDC,
2008) D. UK (King, 2005; IPS, 2011) E. WHO (WHO, 2016), F. Etc.((Bondy, Johnson, Cole, & Bercovitz, 2008; Carrico,

Rebmann, English, Mackey, & Cronin, 2008; Murphy, 2009; Kaye et al., 2015). G. 국내법규(법제처, 2017), H. 의료기관 평가

기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보건복지부, 2017), K: Knowledge, 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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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문헌고찰을 통한 역량도출(일부 발췌)-계속

역량군 하위역량 행동지표
국외 역량 연구 국내제도

A B C D E F G H

감염감시 및 유행 조사

감시설계

K:감염감시의 정의, 방법, 유형, 자료 처리방법, 자료 분석법, 결과

해석법, 자료의 제한점에 대해 알고 있다.

√ √

　 　
P:해당 의료기관에 적합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한다.

√ √

　 　
P:감시계획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산출한다.

√ √

P:감염감시 결과를 포함한 병원 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 √ √

　 　
P: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인력, 자원, 전문가 참여를

토대로 감시 시스템의 범위, 방법론을 설정하고 공유한다.

√

　 　
P:해당 의료기관에 적절한 의료관련감염 산출 방식(유병률 또는

발생률)을 결정한다.

√ √

P:추가 분석을 위하여 미생물 데이터와 항생제 사용력 정보를

수집한다.

√ √

감시운영

P:계획에 따라 감염감시 자료를 의무기록, 내외부/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 √ √

　 　 P:의료기관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수행한다. √ √ √

　 　
P:감시계획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산출한다.

√ √

P:감염감시 결과를 표, 그래프, 챠트 등으로 분석하여 이해를
돕는다.

√ √ √

P:감시 대상 부서직원이 이해하기 쉽게 감시결과의 중요 사항,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구조화된 보고서로 작성한다.

√ √

A USA (Murphy et al., 2012, Bubb et al., 2016) B. Canada (IPAC, 2010; Friedman et al., 2008; IPAC, 2016) C. Europe (ECDC,

2008) D. UK (King, 2005; IPS, 2011) E. WHO (WHO, 2016), F. Etc.((Bondy, Johnson, Cole, & Bercovitz, 2008; Carrico,

Rebmann, English, Mackey, & Cronin, 2008; Murphy, 2009; Kaye et al., 2015). G. 국내법규(법제처, 2017), H. 의료기관 평가

기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보건복지부, 2017), K: Knowledge, 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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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역량 도출

<부록 5-1> 1단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전사 및 역량요소 도출(일부 발췌)

#1-1 문제해결능력이 있기보다는 워낙에 루틴 업무 감염감시 조사던가 그런 업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방법이라던가 프로토콜을 잘 숙지해서 그것에 따라 잘 하면 될 것

같고(감염감시에 대한 지식).. 감시활동, 모니터링 하는 거에 목적과 방법을 철저하게 숙지해서

그거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 같다(감염감시에 대한 지식)... #1-3 그게 완성이 되어야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파악이 되니깐(문제인식) 그런

모니터링, 감시활동, 술기술 들이 필요하다(감염감시 기술). #1-1 팀장이 없을 때라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지식보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문제해결

경험). #1-4 저는 필요한 것은 성실성? 매일 똑 같은 일을 똑같이 하지만 사실 티도 안 나고,

오늘 감시를 10명을 했는지 100명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때 스스로를 잘 관리하며 성실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요(성실성). #1-3성실성이 필요한 것 같애, 왜냐면 모니터링 돌면서 핸드폰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성실성) 전에 파견직이 그랬어. #1-6 저도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하하) 정직하지 않으면 기본이 무너져버리니깐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정직성). #1-5 저는 이런 모니터링 하는 이런 기술들도 중요하지만(감염감시 기술).

반면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지침 술기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뭐를 봐야 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임상 실무 지침의 이해). 예를 들어 중환자실 출신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것과 일반 병동 출신 간호사들이 그러니깐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이죠.. 결국은 임상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사무직에 일하던 친구가

와서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일은, 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임상 실무 지침의 이해).. 그래야 뭐를 모니터링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집어낼

수 있고(문제인식) 그러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1-6 그리고, 영어(해석 능력)나 통계 논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비판적 해석) #1-7 그죠. 논문 리뷰하고 논문을 해석할 수 있는(비판적

해석)..초급은 논문을 읽을 수(영어 해석 능력) 있다면 중급은 논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급

정도는 어 이게 이상한데? 라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지(비판적 해석) #1-1 의사소통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데랑 업무 협업(협업)하거나 의사소통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보건관계당국과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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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2> 2단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역량 도출(일부 발췌)

P: Performance

하위역량 행동지표 지지하는 인용구

7.2.

자기 개발

P1.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감염관리

지식, 기술,

실무를

개발한다.

#2-2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는 그 감염관리

기본과정 질본에서 서포트해서 해줬던 거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규모로

선생님들이 나서 주셔가지고 프리셉터 해주셔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과정을 그

같은 해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좀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니깐 괜찮았던 거 같아요. 교육의 힘이죠….

#2-5 새로운 친구는 여기서 실무자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조금 뭔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7.3

전문직 소양

P1. 실무전문가

자격을

준비한다.

#1-5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서 전문가라는 저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도 그 연구에 참여해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발표를 해서..

P2.감염관리간호

사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다.

#1-6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데이터(손위생, 접촉주의 등)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하하하)

정직하지 않으면 기본이 무너져버리니깐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3 성실성이 필요한 것 같애, 왜냐면 돌면서 핸드폰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전에 파견직이

그랬어. 이게 가장 중요해….사실 이게 정말 지루한

싸움이거든. 한 시간 놀 수도 있고…

P3.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과

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2-3 제가 주어진 일을 하는데 갑자기 추가가 생기니깐

제가 하는 일과 갑자기 생긴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해하고 언제 이걸 할까?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어야겠어요, 옛날에 3교대를 할 때는 그 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휴가 갔다 오면 이렇게 밀려 있고 갑자기

인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어떤 거를 먼저 할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니깐

몰랐는데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P4.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2-2 엑셀에 정렬도 배웠거든요(하하). 막 배우면서 이제는

필터고 뭐고 셀 다 할 줄 아는데 그런 거를 자격증을

땄지만 사실 실무에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었었거든요.

이런 거 자료 만드는 기술 PPT 만드는 이런 자잘한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4 다 말씀하셨지만 컴퓨터도 그렇고 특히 사진 찍는

기술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편집하는 기술도

그렇지만 포토샵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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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역량 행동지표 지지하는 인용구

7.3

전문직

소양

P5. 목적과 용도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1 보고서 글쓰기 자질이 필요할 것 같고…

#2-2 보고서도 처음 써 봐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처음엔 그게 너무 어려웠지만

#2-7 여러 선생님들이 다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다

보면 글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 보고서

쓰는데 있어서 ‘너무 사설이 많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지 한이 많아(하하하) 그 글 쓰는 작업,

요점정리 하는 방법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간과되고 있고…

P6.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

#2-2 인내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뭔가 처음에

저도 울었던 것도 있고 피드백을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는데 똑같이 하는 거 보면 상처받고 돌아오고 시간을

길게 보는 인내심도 가지면서 제 스스로도 감정을

조절하고…

#2-1 어린 선생님들이 겪는 거는 똑 같은 거 같아요, 막

상처받고 오고, 피드백 줬는데 그대로 하고 있으면 혼자

열 받고 이러더라고요.. 상처 준 사람에 대해 몇

년차더라 확인하고 아 나보다 어리네! 열 받아 하고

똑깥은 거 같애요 보니깐

P7.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를

갖는다.

#2-7 한 개는 또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보호구에 대해서 혈액노출 저번에 보안관 대신 보안경

영화 포스터 패러디 많이 하고, 저도 인스타그램 패러디

인팩션 프로그램 사진 같은 것 해서…

#2-1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BSI를 감소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막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P8. 잠재적 위험요소,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다.

#1-4 경험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미래 예측의 어떤

가능한 부서의 예상되는 반응이 어떨 것이다 어떨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1-6 통찰력 정도가 있다고 봐야해요.

#1-3 모니터링 열심히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아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부록 5-2> 2단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역량 도출(일부 발췌)-계속

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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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감염관리 중요도-수행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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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Competency for Infection Control Nurses

by Clinical Ladder

Choi, Jong Rim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AC) competency by career ladder system for infection control nurses (IC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eps. First, to develop the IPAC competency

literature review, focus-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Second, to evaluate

validation and reliability, a two-session Delphi survey by an experts’ panel, an

expert review by conference, and 174 ICNs’ importance-performance survey were

conducted. A survey with 14 ICNs and professors was conducted to classify IPAC

competency by clinical ladder. The validity of the competency was confirmed by a

high content validity index (> 0.80) and importance score (> 3.75).

The final ICNs’ competency consisted of 7 competency domains, 23

sub-competency, and 135 behavioral indicators. The 7 competency domains were

iden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employee/occupational safety, education and research,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professionalism. In Korea, the ICNs’ clinical ladder

was classified into novice and proficient/expert. Competency by clinical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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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66 behavioral indicators for novices, and 135 behavioral indicators for the

proficient/expert level.

In the clinical validity test of the IPAC competency model for ICNs, the

importance score was 4.34 in novice, 4.47 in proficient/expert, and all behavioral

indicators were > 3.75. Cronbach`s α of ICNs’ importance scale was .973 in

novice, and .990 in proficient/expert. It was finalized without modification.

The mean-difference scor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was higher in

the novice than in the proficient/expert group.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competency was relatively well-developed owing to high score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education and research competency was lower in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scores, and the mean difference was high.

According to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urther development was

required in 4 of the 66 behavioral indicators for novices: critical analysis of

surveillance data, promotion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of stress; and 12 of the 135 required for proficient/expert:

development of crisis manual, self-development, management of IPC program,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of stress.

The IPAC competency for ICNs provides basic data for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the competency of ICNs.

Key words : Infection control nurse, competency, competency model, clinical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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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Development of a Competency for Infection Control Nurses

by Clinical Ladder

Choi, Jong Rim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Ⅰ. Introduction

Background

In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the immunocompromised group and old

persons vulnerable to infection are increasing with medical advancement (Kim &

Choi, 2014; KOSNIC, 2011). Epidemics of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frequently occur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Morens, 2004). The

incidence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 incurs damages to public health

and socioeconomic loss. In the perspective of patient, HAI belongs to the type of

preventable medical errors.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HAI in healthcare

setting is a comprehensive activity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all

subjects and the medical environment within healthcare setting, and is gaining

growing importance for this reason (Scheckler et al., 1998).

Korea is investing national effort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infection control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since the outbreak of MERS(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Medical regulations are reinforced to improve the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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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human resources, and systems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AC). The medical reimbursement for constructing an infection prevention

infrastructure was created in September 2016. As a result, the number of infection

control nurses (ICNs) rapidly increased over a short time, and this new workforce

may be considered as novices without much practice or experience in infection

control. In order to materialize the HAI reduction effect, it is crucial to make a

prompt but effective role shift of novice ICNs to infection control tasks upon

implementing the increase of the infection control workforce.

The ICNs are the key workforc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practice of

the IPAC programs at healthcare settings (Oh & Lee, 2005). These nurses draw

up and adopt infection control policies; monitor possible infections within

healthcare settings; and surveillance and assess the practice of IPAC. The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of a healthcare settings largely varies depending on

the competency of ICNs, thus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develop the competency

of ICNs. Competency means the ability required for an individual to perform a

specific task (McLagan, 1996). The competency of an ICN provides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and the framework for individual competency

development. Additionally, competency can be utilized as an assessment tool to

measure the recognition and competency of ICNs as specialists in a medical

organization(King, 2005).

In respect of patient safety, interest in the competency of ICNs has increased

enormously. Competenc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broad since the mid- and

late-1980s, mainly by infection control associations in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Europe, and Hong Kong. As the competency of ICNs evolves and

expands, the competency of each time period has been regularly reviewed and

modified by expert groups (Friedman et al., 2008; King, 2005; Murphy et al., 2012;

Perry, 2005). Experts compared the differences in the competency by count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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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level, and suggested the competency and qualification standards required at

each level of practical experiences of infection control On the other hand,

competency studies on ICNs in Korea mainly adopted the competency suggested

by the American Certification Board of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CBIC).

They mostly measure competency and identify relevant factors, and at best verify

the competency score according to the practical experience of infection control

(Choi & Kim, 2014). It can be said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of ICNs most compatible for the Korean environment is more or less

non-existent.

In order to integrate the policies of the healthcare authorities into healthcare

setting and communities, it is a prerequisite to develop the practical competency of

ICNs. Further,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learly assess the competency required

from ICNs in order to accomplish both objectives—successfully consolidating the

role of novice ICNs and fostering further the professionalism of experienced ICNs.

To this end, this study develops and suggests Korean ICNs’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domains, sub-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at cor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healthcare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ICNs understand their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through

self-monitoring, and such practice will lead them to improve their weaknesses.

Finally, the data provid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educators and

nursing managers in developing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programs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ICNs.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a) to develop an IPAC competency

by career ladder system for ICNs, (b) to validate IPAC competency, and (c)

evaluate the level of IPAC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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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ETHOD

Design

This study consisted of two phases. The first phase involved IPAC competency

development. The second phase evaluated the IPAC competency level and

identified the competency required for development.

Participants

P hase I . Development of IPAC competency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identify for excellence in competency. The focus

group consisted of 14 ICNs recommended by KAICN. After classifying them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career,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two times.

Phase I 1. Validation of the draft IPAC competency and confirmation

Delphi study

An experts’ panel performed two-step Delphi surveys and classified competency

according to clinical career, and consisted of 15 ICNs with at least seven years of

experience, who were master's degree holders, and had infection control nurse

specialist qualifications.

ICNs’ clinical validity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between October 3 and November 15, 2017. Data

collection was completed via an e-mailed query and questionnaire sent to the

ICNs, whose e-mail addresses were publicized in the KAICN address book.

Of the 302 ICNs who viewed the e-mail, 196 replied (65% response rate). All

responses were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One

questionnaire was excluded because it was incomplete, leaving data from a tot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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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ICNs for analysi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amsung Medical Center, and each participant provided written consent.

Procedure

P hase I . Development of a draft competency of ICNs

The first step was to decide the method for data collection. Through the

interview method of data collection, the ICNs competency list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onducting FGI two times. The behavioral indicators

were divided into knowledge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being able to) to

provide ICNs practical guidance.

After analyzing the literature review and FGI, the 7 competency, 21

sub-competency, and 156 behavioral indicators for ICNs were derived. One nursing

professor and three ICN specialists reviewed the surveys for content and clarity.

Phase I I . Validation of the draft competency of ICNs and confirmation

Content validity

Content validity analysis was implemented to revise the draft competency model

for ICNs. For this, a two-session Delphi survey and expert conference were

conducted. The draft competency was evaluated through a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In the Delphi survey, appropriateness of each competency domain,

sub-competency, and behavioral indicator was measured on a 4-point Likert scale

from 4 (“very appropriate”) to 1(“never appropriate”). A content validity index

(CVI) ≥ .80 was considered to indicate sufficient content validity. Experts'

responses were analyzed and the draft competency model was revised. And then,

a final competency model was confirmed that incorporated the opinions of KAICN

committee on Septembe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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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competencies by clinical career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14 experts' panel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mpetency according to infection control in three career stages. When 80% of the

experts agreed on the competency, it was confirmed.

Clinical validity

For clinical validity, an importance-performance survey was carried out among

174 ICNs. This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competency of ICNs.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of competency were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as

well, from 1 (“It’s not important at all”, “I do not perform (have not performed) at

all”) to 5 (“It’s very important”, “I perform (have performed) very well”). When

the importance score was ≥ 3.75,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idity of

competency of ICNs was verified.

F inalization of competency for ICNs

After validating the clinical validity, the competency was finalized.

Data analyses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 The content validity of the competency was analyzed by CVI

and reliability was obtained by Cronbach’s α.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was analyzed by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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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ULTS

Development of a draft competency of ICNs

Behavioral indicators were derived through revised medical law, medical

insurance costs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the standard of healthcare accreditation,

and literature review. The main contents consisted of common elements in each

country, including basic knowledge of microbiology, infection, epidemiology,

infection control program management, surveillance, employee safety from

infectious diseases, education and research, and so on. The UK and Canada also

included indicators of professionalism. Through the FGI,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PAC fee system, inflow of novice ICNs has increased rapidly.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indicators that should be essential for experts, besides

job competence. It is mandatory that “I can read and understand foreign

literature,” “I conduct works honestly and faithfully,” “as the workload increases, I

communicate the progress of the work to the infection control office,” “I write

documents so that they are easily read and understood,” and “I have the ability to

use the computer, such as writing documents, and using Photoshop.”

The list of competencies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GI were

reviewed. The duplicate content was deleted and similar content was integrated.

Eventually, 156 behavioral indicators were arrived at, which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one professor of nursing and three infection control specialists.

The list was provisionally derived.

Based on the six core competencies of the APIC infection preventionist

competency model, the same attributes in the behavioral indicators were

categorized into sub- competency and competency domains, and then competencies

were defined. One nursing professor and three ICN specialists reviewed the

surveys for content and clarity. The draft ICNs’ competency consisted of 7

competency domains, 21 sub-competencies, and 156 behavior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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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draft competency of ICNs and confirmation

Content validity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model was verified

through the second Delphi survey of a 15-member expert panel. Based on the

opinion of the expert panel, the contents of the lower competency that were

similar, or the competencies required at the same time in the infection control

practice, were integrated, modified, and supplemented. Competencies with a CVI

less than 0.8 were deleted.

In the competency domains, “employee health” was revised to “employee safety.”

In the sub-competencies, “surveillance plan” and “surveillance management” were

integrated into “surveillance design and management,”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and “risk management” were integrated into “quality 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employee infection prevention and

exposure management” has two competencies: “employee infection prevention” and

“employee exposure management.” The “IPAC program management” domain was

divided into “plan of IPAC program” and “IPAC program management.” “Self-

development” was also divided into “self-evaluation” and “self–development.”

“Understanding of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was modified to “infectious

disease.”

In the first Delphi survey, 6 behavioral indicators were integrated, 14 behavioral

indicators were removed, and one behavioral indicator was added, and a total of

137 behavioral indicators were identified. In the second study, two

antimicrobial-related behaviors with CVI less than 0.8 were deleted. The I-CVI for

each item was 0.8 or more, and S-CVI was 0.98.

After verifying the expert panel’s content validity, the competency model was

presented at the KAICN committee. Reflecting the committee's opinio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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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ditation, law, regulation and hospital policies related to IPAC are reflected in

the IPAC program” was changed from quality 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

to IPAC.

In the final IPAC competency model, 7 domains such as iden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employee/occupational safe, education and research,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professionalism were derived, along with 23

sub-competencies, and 135 behavioral indicators; microbiology (5 items), infectious

disease (3 items), surveillance design and management (10 items), outbreak (9

items), infectious disease crisis (5 item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PAC

guidelines (4 items), standard precautions and additional precautions (9 items),

fac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6 items),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 (6 items), occupational prevention (3 items), occupational exposure

(3 items), education design (4 items), education practice (8 items),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8 items), participation in/performance of research (4 items), plan

of IPAC program (6 items), IPAC program management (6 items), communication

(13 items), management of IPAC team (9 items),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8 items), self-evaluation (2 items), self-development (2 items), and

professional refinement (8 items).

I dentifying competencies by clinical career

For the 135 behavioral indicators with content validity in the draft competency

model, expert panels who conducted the Delphi survey determined whether each

behavioral indicator was suitable for novice, proficient, or professional levels, based

on the APIC’s three career stages.

According to the APIC competency model, there are three career stages.

However, based on the views of more than 80% of the expert panels, the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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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sensus in the expert panel on the competency between proficient and expert

levels, thus integrating the two. In this study, Korea’s ICNs career stages were

identified as two—novice and proficient/expert. Competency by clinical ladder

identified 66 behavioral indicators for novice, 135 behavior indicators for

proficient/expert levels.

Clinical validity

General characteristics

A total of 174 ICNs participated in the clinical validity test. Of the respondents,

82 were novice and 72 were proficient/expert, and 98.9% were female. The

average reported clinical experience was 11 years for novice and 19.6 years for

proficient/expert, and the average IPAC experience was 1.1 years for novice and

8.3 years for proficient/expert. About 17.4% (novice), 70.7% (proficient/expert) of

the respondents were certified as ICN specialists through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or by a private expert though KAIC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hospital size, type of work, and hospital type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for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ir career (p <.05).

Reliability of IPAC competency

A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IPAC

competency for ICNs. The importance scale's reliability Cronbach's α value was

.97 for novice and .99 for proficient/expert. The performance scale's reliability

Cronbach's α value was .98 for novice and .99 for proficient/expert.

F inalization of IPAC competency for ICNs

The overall importance score was 4.34 for novice and 4.47 for proficient/expert.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 level, all the competencies in the competen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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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ver 3.75, which satisfy the validity of the competency level. The final IPAC

competency for ICNs was completed without modificati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IPAC competency by clinical ladder

The Importance and P erformance of I PAC Competency

At the novice level, the most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a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while

“employee safety” showed the least difference. In the sub-competency, there was a

larg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IPAC program

management” and “research participation/performance,” while “infectious disease

crisi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PAC guidelines,” and “educational

practice”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IPAC

competency at the proficient/expert level was 0.31 (± 0.50),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novice ICNs 0.72 (± 0.64). In the proficient/expert level, the biggest mean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as in “education and

research” while “employee safety” showed the least difference. Among

sub-competencies, “self–evaluation,” “participation in/performance of research,” and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sub-competencies that had a relatively small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employee exposure,” “prevention of

employee infection,” and “surveillance plan and management.”

I dentifying competencies that require intensive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IPAC competencies requiring intensive development owing to thei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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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but low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PA 4 of the 66 (6.06%)

behavioral indicators required further development for novices. The

sub-competencies that included behavioral indicators were surveillance (1),

communication (1), quality 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 (1), and professional

literacy (1) competencies. For the proficient/expert level, 12 of 135 (8.8%)

indicators required further development. The sub-competencies that included the

behavioral indicators were outbreak (1), infectious diseases crisis (1), education

practice (1), IPAC program management (2), communication (2), self-evaluation

(2), self-development (1), and professional refinement (1).

Ⅳ. DISCUSSION

Developing IPAC competency

In the past, studies in Korea were conducted at different times to explore the

role and tasks of ICNs. Most of them adopted foreign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parameters to assess the same in Korea(Kim & Choi, 2014). However, no study

was found that tried to elucidate or develop the competency of ICNs reflecting the

Korean healthcare environment and context. This study is, thus, valuable in that it

is the first of its kind to have developed a basic practical competency of ICNs in

Korea. This study identifie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fection control from

the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competency

components and the understanding of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It adopted the

framework of the core competency group of the APIC competency model. An

additional FGI was conducted twice in order to reflect the domestic phenomena

and practical experiences undocumented in the reviewed literature. The FGI

revealed that, at the novice level, personnel management took place without any

prior preparation for role shift to ICN from clinical nurse as the demand for ICNs

increased by enactment of medical insurance fee in September 2016. This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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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unprepared competenci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competencies were

required such as computer skills, writing skills, obtaining professional certificates,

ethics, and stress management skills. At the experienced and specialist level,

intuitive problem-prediction and -solving skills, and skills to communicate with the

healthcare authorities were required. In comparison to other competency studies

solely based on literature review(Youk, 2003; Sung & Jeong, 2006; Park, 2014) this

study actively reflected th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infection control, and it is

expected to be highly applicable to real clinical fields.

It was also found in the FGI that nurses did feel the necessity for self-learning

after being appointed as ICNs, but were confused about what and how to study

due to the lack of adequate guidelines. Relatively recent studies of infection control

conducted in the UK (2011) and Canada (2016) categorized competency into

knowledge (things to know) and performance (things to be able to perform). This

study also categorized the competency which should be learned and developed in

ICNs into knowledge and performance to support self-learning and provide

guidance to ICNs.

In studies identifying new competencies through the behavioral event interview

meth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s mainly conducted to categorize the

extracted competencies and exclude the unnecessary ones. This study extracted

competencies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FGI. The core competencies were

modeled from the existing APIC model, and our model was validated by surveying

the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behavioral indicators) rather than

wit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the importance survey of ICNs, the

importance scale's reliability Cronbach's α value was .97 for novice and .99 for

proficient/expert. The importance score was between 3.79 and 4.80. It is expected

that their utility as practical standards for ICNs will be quite high.

In the analysis, 7 competency domains, 23 sub-competencies and 135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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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were identified as the competency of an ICNs. The competency domain

of specialization development, which is part of the basic competency required from

an ICNs as a healthcare specialist, was added to the 6 competency domains of

APIC (2012) through the FGI. The Canadian model is similar to the Korean in

that i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time

management, and professional knowledge development as vocational consciousness

competency in the core competency domains for support.

The sub-competencies traditionally include surveillance and outbreak control,

operation of IPAC programs, and leadership and management, as in other

countries. Foreign studies considered the response to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

as part of outbreak management, and did not separate it as a different

competency. In Korea, disaster control for high-risk infectious diseases was added

to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ealthcare setting after the MERS outbreak to

prevent future recurrences. Therefore, crisis management policy for high-risk

infectious disease are needed, and a drill should be conducted at least once a year.

In this respect, this study categorized competency of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crisis separately from the surveillance conventionally performed within healthcare

setting.Increasing a number of ICNs, the tasks which used to be undertaken by

one nurse were divided and assigned to multiple nurses. As a result, the necessity

arose for the competency of examining the task relevancy between workers

working in the infection control office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dditionally, the ICNs in charge of infection control tasks either had to assume

the role of manager also, or were appointed as managers. Therefore, the

competenc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within the infection control office was

added.

The incidence of antibiotics resistant bacteria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n infection control across the world. Other centuries’ competency (Murph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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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D, 2013; IPA, 2011, IPAC, 2016) and the WHO’s IPAC components (2016)

commonly indicate the importance of antibiotic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view that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antibiotics management as the competency

of the infection control doctor, it was excluded in the competency of ICNs in the

Delphi survey.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oceae (CRE) is a recent social

problem. It was designated as a group III notifiable disease in sample surveillance,

and national antibiotics control is becoming more strengthene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RE in healthcare setting, multi-modal interven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allow simultaneous operations,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of

appropriate antibiotics in cooperation with the infection control doctor, the isolation

of patients of CR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Based on this, the tasks

related to understanding of the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applying the

standard precautions, and additional precaution were identified as behavioral

indicator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IPAC competency

In the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the APIC competency model, the

process of identifying infection control competencies in each career stage

categorized the career into three stages, novice, proficient, and expert. However,

our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consensus in the expert panel

concern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oficient and expert stages. Therefore, the

career stages were categorized into two—namely, novice and proficient/expert.

Infection control in Korea now has a history of more than 20 years, but the

average IPAC experience of the ICNs was less than 5 years. This can be possibly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the resignation and turnover rates are high in nurses

by excessive workload and job stress(Park, 2011, Her & Kim, 2013). The

opportunity for growth as a specialist for ICNs may have been diminished b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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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institution’s polic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dentified the most basic tasks as the core component of standard practices in

infection control. Therefore, if the nurse is proficient or better, it can be safely

judged that he/she is capable enough to perform the basic practice standards. This

is quite similar to the European junior and senior system (ECDC, 2013). As the

career stage of several competency skills was elevated in USA studies (Murphy,

2012), the scope of infection control targets and the contents of competency were

described in more detail. In Korea as well, it is required to legislate concrete

national policies going beyond the proficient level. Further, the competency

development should continue further at the expert level with an expanded area of

infection control, covering the community as well as medical institu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reer stage.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was higher than

that of performance, showing a pattern similar to other competency studies(Kim,

2016; Lee 2013).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IPAC was high as the social

interest and demand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have gradually

increased. On the contrary, the performance was low probably because the real

tasks of infection control are carried out in restricted facilities an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growth of the performance through a follow-up

study, as the medical supplies and supportive budget for infection control will be

allocated in the near future. Further, a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importance. It is ultimately required to confirm the effectivity of

infection prevention efforts following the increased performance importance.

The sub-competencies belonging to the IPAC all demonstrated high importance

and performance scores, and there was relatively little difference in the averages

of the two factors. This finding was similar to the outcome of an I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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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study which used an adapted version of the APIC’s core

competencies(Kim & Choi, 2015). This is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the tasks of

novices with less than 3 years of experience mainly consist of monitoring hand

hygiene, contact precau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in real clinical practice,

and monitoring HAI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scores of the competency

domains including employee safety, IPAC, and surveillance were both high. The

competency domain of employee safety is becoming a social issue because of

some recent cases in which healthcare-worker contracted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uberculosis or chickenpox. Infection incidents in healthcare-worker affect

outpatients as well as inpatients. This is thus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the

tasks related to employee health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are on the increase

in healthcare setting.

In both the novice and proficient/expert levels, education and research was

identified as a great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scores, and both

the scores were quite low. This is similar to a study examining nurs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Hall, & Mitchell, 2015), which found that research was

the least infection control activity. A domestic study by Kim (2015) examining

Korean nurses also reported a similar finding. Infection control is an

evidence-based practice. A continued development in this area is only possible

when research outcomes continue to be suggested based on real clinical outcomes.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proficient/expert group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84.2% were master’s degree holders. It is thought that the subjects are

sufficiently educated to be able to conduct research. It requires a minimum of two

research papers within three years to be certified as a clinical specialist of

KAICN. To facilitate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research from the stage of designing the novice-level clinical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In reference to foreign competencies, the UK (2011) suggests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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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domains—clinical practice, education, research, and leadership

managem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research. Canada (2016)

also assign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core basic competency domain that is

required to perform the daily infection control tasks, putting an emphasis on

producing and applying evidence. A study by Jeong et al. (2006), on ICNs’ demand

for education also found that the nurses most desired to get statistics education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practi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provide education programs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ducation, in order to

foster Korean ICNs’ education and research competency.

The IPA identified 4 out of 66 behavioral indicators at the novice level, and 12

out of 135 at the proficient/expert level, as competencies with a high importance

in the career ladder and a low performance, thus requiring intensive development.

At the novice level, most of the behavioral indicators of the competency domains

were items asking about knowledge, except for the domains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identification of infectious disease. At this level, critical analysis of

surveillance data was identified as the competency requiring intensive development.

Surveillance data should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definitions, and

should be critically analyzed in comparison to domestic and overseas surveillance

data in order for early detection of problems in the subject medical institution.

The early recognition of an infection is the key to minimizing the damage caused

by HAI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quire sufficient epidem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knowledge to perform surveillance, and training to apply it in

practice.

At the proficient/expert level, nurses are the agents who plan and manage IPAC

programs. The identified competencies requiring intensive development were the

behavioral indicato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IPAC mission and vision, and

the communic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to accomplish th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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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velopment competency which is to explore and learn ways to identify and

improve one’s weaknesses was also identified as a competency requiring intensive

development. Proficient and expert ICNs were assigned excessive work as a small

number of them supervised the infection control of the entire medical institution. It

is recommended to make efforts to grow into a nursing specialist by

complementing their weaknesses through self-evaluation.

Communication and job stress management were commonly required at both the

novice and proficient/expert levels. Through FGI, it was found that novice nurses

had difficulties in monitoring and giving feedback in the clinical setting; while the

proficient/expert nurses found the art of communication difficult in persuading the

executive board and in cooperating with related departments in order to integrate

the national policy into their medical institution. The infection control tasks

increase the rate of IPAC practice, and ultimately promote the safety of patients

and staff from infection. Behavioral science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have been recently applied to the infection control areas to promote th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such as hand hygiene(WHO, 2009; Jeong, 2012).

However, studies are extremely insufficient, and investigations should be furthered

in the area.

A study measuring the stress of Korean ICNs reported that 70.5% recorded the

VAS (Visual Analogue Scale) 7 or higher(Her & Kim, 2012). More than 70% of

the nurses responded that they wished to transfer to another department or quit

their job soon. The study concluded that ICNs’ job stress is serious. Among job

stress, the quantitative workload burden and the psychological burden of infection

control were both high, with both respectively scoring 3.95 points on a 5-point

scale. To improve the quality of infection control, a nursing specialist, or an ICN

with experience of 3 years or more is allocated per 500 beds. However, the

education that develops the competencies required to perform this complex du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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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imited, and there are no incentives offered. Excessive workload and stress

lead nurses to burnout, and this often causes career interruption among ICNs. The

establishment of an ICN reward system based on the healthcare setting’s clinical

environment and nurses’ experience will enhance ICNs’ job satisfaction. Further, it

will also contribute to human resources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s organization. For a continued development of ICNs into proficient

/expert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reward system including additional charges for

infection control nursing specialists, and to continue to conduct studies for the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ICNs’ job stress.

Ⅴ.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the competency modeling method, and tentatively identified

ICNs’ competency domains, sub-competencie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e

tentative competencies were validated with an expert panel and ICNs. The

competencies were then modified to finalize ICNs’ competencies by career ladder.

In all, 7 competency domains, 23 sub-competencies, and 135 behavioral indicators

were identified as ICNs’ competencies. Korean ICNs’ career ladder was classified

into two stages, namely novice and proficient/expert.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competency infection control was analyzed. The level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both high i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whereas education

and research demonstrated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At the novice level in the clinical ladder, critical analysis of

surveillance data, and promotion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were identified

as competencies requiring further development owing to the high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At the proficient/expert level, development of a crisis manual,

and self-development as a specialist were identified as such. Both novi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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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cient/experts commonly needed to develop competences such as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of stress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quality of

IPAC program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clinical practice standards for ICNs by clinical

ladder suitable for the Korean healthcare environment. This serves as a practical

guide, and provide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for infection

control competency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programs according to the

clinical ladder.

The following are proposed based on our study findings. The competency

required of ICNs changes over time, thus replicated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his study developed competencies primarily focusing on the basic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 more

concrete clinical protocol and measurement too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n control by clinical ladder. Future follow-up studies shall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competency training to improve the competencies requiring

intensive development at each stage of the clinical ladder, as demonstrated in this

study. Follow-up studies should also assess the effectivity. Final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ICNs’ competencies and a

corresponding reward system.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olicy of a systematic

ICN human resources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