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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오랜 고민과 방황 끝에 무사히 학위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돌아보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주위에 많은 분들의 격려와 

배려가 큰 힘이 되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논문을 지도해 주신 최모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툰 제 논문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부터 세심한 표현까지 

매끄럽게 다듬으며 이끌어 주신 덕에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주시고, 제가 맘이 약해지고, 조바심을 낼 때마다 잘 다독여 

주신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교수님이 되어 주신 이주희 교수님, 최종림 파트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주희 교수님의 예리한 조언을 통해 논문의 부족한 

부분이 더 다듬어질 수 있었고, 논문이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도구 개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종림 파트장님, 

파트장님께서 해주신 실질적인 조언들 덕에 연구가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수집을 허락해 주신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 논문 과정 동안 

여러모로 배려하고, 응원해주신 김은영 파트장님, 김미경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지 수집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셨던 최복연 파트장님, 최혜옥 파트장님, 탁은영 파트장님, 전도진 

파트장님, 함윤희 파트장님, 장미라 파트장님, 두 분의 김윤경 파트장님, 

박수현 파트장님, 곽미경 파트장님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입원환자  



 

 

 

 

보호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호와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병동 선생님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생겨 물어볼 때 마다 항상 친절히 알려주신 PICU 남송이 선생님, 19 층 

이유나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학하면서 선뜻 논문 쓰기를 결정하지 못할 때 격려해주고, 맘이 

약해질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었던 보미, 그대가 있어서 힘든 와중에도 항상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육아로 바쁜 와중에도 

SOS 를 칠 때 마다 성심, 성의껏 구조 요청에 응답해 준 희정 선생님, 논문 

과정 내내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조두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부모님, 

언니가 도움 요청할 때 마다 멀리서 도움의 손길을 준 동생 화정, 항상 

조용히 응원해준 동생 원복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저를 더 성숙시킨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귀한 

졸업장과 논문이라는 열매를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게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임상간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다시 한 번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8년 6월  

송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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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 

 

본 논문은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를 파악하고,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8 년 4 월 3 일부터 5 월 4 일까지 서울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152 명을 편의 표집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손위생 관련 인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종사자의 손위생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인 ‘Perception Survey for Health-Care Workers’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는 관련 문헌 및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로 측정하였다. 

손위생 관련 특성 중 일상생활 중 손위생에 관한 문항은 ACI 의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62.5%), 대학교 졸업자 이상(57.2%)이 

다수였으며, 평균 연령은 50.24±12.54 세였다. 64.5%가 간병 경험이 있었고, 

96.7%는 간병하는 환자의 진단명을 알고 있었다. 간병 중 일상적으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자는 58.6%였고,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를 

‘높다’와’매우 높다’로 인식하는 자는 92.1%였다. 환자안전 문제에서 

손위생의 우선순위를 ‘높다’와 ‘매우 높다’로 생각하는 자는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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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평점 4.25 ± 

0.60 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 대상자의 손위생 인식은 7 점 만점에 평균 평점 4.97±1.03 점으로 

중상 정도의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특성 중 손위생 교육을 받은 집단,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집단,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 우선순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집단의 손위생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자의 손위생 수행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0±0.76 점으로 

중상 정도의 수준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영역은 체액에의 

노출 후 3.95±0.94 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환자 접촉 후 

2.69±0.97 점이었다. 대상자의 특성 중 손위생 교육을 받은 집단, 간병 중 

손 소독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단,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집단,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 우선순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집단의 손위생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손위생 관련 인식(r=.160, p=.049) 및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r=.65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손위생 관련 인식과 손위생 수행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21, p<.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에 대한 인식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손위생 시점, 손위생의 효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병원생활 중 손위생은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위생 교육은 일상생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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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과 

수행도를 파악하고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입원환자 

보호자를 위한 손위생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관련감염 관리 시 보호자 중재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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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당시에는 잠복하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 혹은 퇴원 후 

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으로, 과거에는 병원감염 또는 원내감염이라 

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에 중점을 두었다(Siegel, Rhinehart, Jackson, & 

Chiarello, 2007; 최종림, 고일선, & 임영이, 2016). 그러나 최근에는 

급성치료중심의 의료환경에서 가정간호, 장기 요양보호와 같이 의료영역의 

확장으로 그 대상이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발생한 감염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Siegel et al., 

2007; 최종림 et al., 2016).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은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 개개인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환이 병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의 지연, 입원기간의 연장,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아서 의료재원의 부담 및 국가적 경제 손실을 유발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전체 의료 행위와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권인수 & 서영미, 2010). 또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침습적인 의료기술의 증가, 각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증가로 인해 

의료관련감염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의료관련감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근거중심의 지침이 개발되어 왔으며(Bo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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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tet, 2002; Siegel et al.,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국내에서도 각종 감염관리지침 및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병원인증평가에서도 

감염관리 항목이 강조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4, 2017).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위생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ongtin et al., 2010). 1960년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최초로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균 전파의 주 경로로 

밝혀진 손위생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Allegranzi & Pittet, 

2009; Erasmus et al., 2010; Mathur, 201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국내에서도 의료관련감염과 손위생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다수 출간 

되었는데,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주로 간호사나 기타 의료진 등 

병원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영중, 김희승, & 

장윤영, 2011; 신혜연, 김경희, & 김기숙, 2011; 조귀래 & 최정실, 2010). 

하지만 국내 의료실정 상 특수 병상을 제외한 입원 병동에서는 

보호자가 상주하며 식사나 이동보조, 개인위생 보조 등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간호사보다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관련감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보호자처럼 환자와 오랜 시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관련감염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권인수 & 서영미, 2010). 

그동안 비의료인의 손위생 지식이나 수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국내처럼 보호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로 방문객 대상의 

손위생 수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Birnbach et al., 2012; Birnbach, 



 

 

- 3 - 

 

Rosen, Fitzpatrick, Arheart, & Munoz-Price, 2015; Hobbs, Robinson, 

Neyens, & Steed, 2016).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감염에 대한 

지식이나 손위생 수행에 대한 연구는  소아과 병동 보호자와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권인수 & 서영미, 2010; 진수진, 송영미, 한혜영, 서경화, & 김순정, 

2015), 특정 병원균을  가진 보호자 대상(서정 & 강지연, 2012; 이은숙, 

2015)으로 국한되어 있어 일반병동 상주 보호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관련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위생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손위생 수행도를 조사하여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보호자의 감염예방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에 대한 인식 및 수행도를 

조사하여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의료관련감염관리 시 보호자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를 파악한다. 

2) 입원환자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에 따른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인식 및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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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손위생 인식 

 

1) 이론적 정의 

손위생(hand hygiene)은 손씻기(hand washing), 항균 손씻기(antiseptic 

handwash), 항균 손마찰(antiseptic hand rub), 수술 전 손소독(surgical 

hand antisepsis)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Boyce & Pittet,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인식(認識)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뜻한다(국립국어원). 따라서, 손위생 인식이란 손위생에 

대해 분별하여 판단하고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손위생 인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측정도구 ‘Perception 

Survey for Health-Care Workers’(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a)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도구(박진희 & 김희선, 2012)를 대상자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손위생 수행도 

 

1) 이론적 정의 

미생물의 침입과 유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물과 비누 또는 물과 

소독비누로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손소독 제제를 이용하여 손을 문지르는 

방법을 포함하여 손을 청결히 하는 손위생(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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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b)의 성과를,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The Joint Commission,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손위생 수행도는 본 연구자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손위생 관련 지침(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Patient Safety, 

2009a),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a), American Cleaning Institute의 웹 사이트 

자료(American Cleaning Institute, 2018), 질병관리본부의 손위생 관련 

자료(질병관리본부, 2014), 일반인 대상의 손위생 연구 자료(정재심 et al., 

2007)등을 토대로 개발한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위생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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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과 손위생 수행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료관련감염과 손위생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관련감염과 손위생, 손위생 관련 

인식과 수행도에 대하여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 의료관련감염 

 

2007년 발간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과거의 ‘병원 감염(nosocomial infection)’ 또는‘원내 감염(nosocomial 

infection)'이란 용어 대신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iegel et al., 2007). ‘원내 

감염’이란 병원에서 얻은 감염만을 지칭하는 것에 반해, 

'의료관련감염(HAI)'이란 병원, 장기요양보호시설, 외래진료시설, 

재택요양보호와 같은 모든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감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Siegel et al., 2007). 이러한 변화는 

환자에게 잠재적인 병원균이 서식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오기 전 외부 

환경에서 병원균에 노출되었거나, 또는 의료 전달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가 어디에서 획득되었는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Siegel et al., 2007). 즉, 

‘의료관련감염’은 입원뿐 아니라 외래 및 가정간호와 같은 방문 진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 행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감염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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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환자, 보호자, 의료종사자 또는 방문객이 의료와 관련하여 이환된 

감염을 포함하는, 기존의 ‘병원감염’이나 ‘원내감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관련감염은 진단이 어려워 정확한 발생규모 측정이 쉽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의료관련감염 환자는 140만명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유럽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는 유럽에서 4,131,000명의 환자가 매년 

4,544,100건의 의료관련감염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평균 의료관련감염율은 

7.1%라고 보고한 바 있다(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200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미국에서는 2002년 

의료관련감염 발생율이 4.5%였으며, 매일 환자 1000명당 9.3건에 해당하는 

감염이 발생하여 총 170만명의 환자가 영향을 받았고, 약 9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다(Klevens et al.,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또한 이로 인해 2007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357억~450억으로 

추산되었다(Scott II, 2009). 최근의 자료를 보면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atheter-associated blood stream infection: CABSI)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CAUTI)은 50% 감소하였고, 수술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s: SSI)은 17%가 감소하였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b)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매일 약 25명 환자 중 1명은 병원치료 중 한가지 

이상의 감염에 이환되어(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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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b) 지속적인 감염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1996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13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감염률을 조사하였는데, 

병원감염율은 평균 3.7%였고, 중환자실은 13.8%였다(김의종, 2011). 이후 

2006년부터 표준화된 방법으로 의료관련감염의 규모와 발생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매년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의 발생을 감시 중이다.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의 재원일수 1000일 당 

의료관련감염율은 7.21(2006년~2011년)에서 3.40(2012년~2016년)으로 

감소하였고, 요로감염(UTI)은 3.82에서 1.07로, 혈류감염(BSI)은 1.99에서 

1.42로, 폐렴(PNEU)은 1.41에서 0.91로 총 감염율,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모두 감소하였다(이은주, 2017). 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의료관련감염 

임상증례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체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을 살펴보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90.4%에서 92.8%,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IRAB(Imi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가 74.8%에서 87.5%로 증가하여(이은주, 2017)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감염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러 종류의 내성균이 

새롭게 출현하고,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으로 

재원 기간 연장과 추가 항생제 사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비용 발생이 연간 

800억원에서 1,000억원라는 보고(김도윤, 2011)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료관련감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치료의 지연, 

사망, 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에 의한 항생제 내성으로 효과적인 치료의 



 

 

- 9 - 

 

어려움 등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중증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등 환자의 

면역 저하를 초래하는 치료방법 적용과 인체 내 삽입기구 사용의 증가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으로 의료관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Gardam, Lemieux, 

Reason, van Dijk, & Goel, 2009) 의료관련감염은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 의료관련감염과 손위생 

 

의료관련감염은 크게 환자 자신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인성 감염’과 외부에 있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외인성 감염’으로 나뉜다(김성대, 손동완, 김세웅, & 조용현, 2007). 그 

중에서도 ‘외인성 감염’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처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나 물품, 혹은 

의료인이나 환자의 피부나 손에 있던 정상 상재균이나 일시적인 오염균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감염을 의미한다(김성대 et al., 2007). 

이러한 교차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손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arson, Early, Cloonan, 

Sugrue, & Parides, 2000). 손위생(hand hygiene)은 손씻기(hand washing), 

항균 손씻기(antiseptic handwash), 항균 손마찰(antiseptic hand rub), 수술 전 

손소독(surgical hand antisepsis)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Boyce & 

Pittet, 2002). 손씻기란 일반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을 말하며, 

항균 손씻기는 물과 비누 또는 항균제가 함유된 다른 세제로 손을 씻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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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용어이다. 항균 손마찰은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손의 

모든 표면에 손을 문지르는 항균 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전 

손소독이란 손 상재균을 감소시키고 일시적 오염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항균 제제를 이용한 손씻기나 손마찰을 하는 것을 뜻한다(Boyce & 

Pittet, 2002). 적절한 손위생은 환자의 내인성 및 외인성 감염, 잠재적 

병원균의 병원 환경 오염, 환자간의 미생물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적절한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관련 종사자들을 직업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Longtin, Sax, Allegranzi, Schneider, & 

Pittet, 2011).  

160여 년 전 신생아 사망률과 손위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래(Raju, 

1999), 150 년이 넘는 동안 손위생 증진과 의료관련감염(HAI) 감소 사이의 

연관성은 다양한 환경에서 입증되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손위생은 감염 예방 및 제어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Gould, Moralejo, Drey, Chudleigh, & Taljaard, 2017). 2000년 Pittet 

등은 다방면의 다양한 손위생 홍보 전략을 사용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위생 수행율을 

48%에서 66%까지 향상함으로써, 동일한 기간 동안 의료관련감염율은 

16.9%에서 9.9%로 감소하였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전파율은 하루 환자 만명당 2.16건에서 

0.93건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Pittet et al., 2000). 타 선행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을 54.3%에서 75.8%로 향상시킴으로써, 

의료관련감염성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의 발생밀도(Incidence density)가 0.92/1,000 

hospital-days에서 0.25/1,000 hospital-days로 감소되었다고 하였다(Sa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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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l, Mousa, Al-Abdulghani, & Rotimi, 2013).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3년간 손위생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손위생 수행율은 43.8%에서 

83.2%까지 증가한 반면 황색포도구균 균혈증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검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인 바 있다(권오미 et al., 2012). 

이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위생 수행은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병원성 균주의 전파 차단에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실제 손위생 수행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llegranzi 

& Pittet, 2009; Gould et al., 2017; Pittet, 2000; 천희경, 2014).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권장된 손위생 절차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순응도는 매우 다양하여 평균 기준선 비율은 5%에서 89%로, 

전체 평균은 38.7%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환자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24.8%(이명해 & 강현숙, 2007), 46.8%(Chun & Park, 

2009)의 손위생 수행률을 보였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함께 관찰한 

연구에서는 손위생 증진활동 전의 손위생 수행율이 58.7%(천희경, 2014)로 

보고되어 대체로 25~60%로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손위생 

수행의 원인으로는 (a)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술자 같은 특정 

직업, (b) 남성, (c) 중환자. 수술실. 응급실 근무와 같은 특수 부서 근무, (d) 

주말 보다는 평일 근무, (e)장갑 착용, (f) 교차감염의 위험이 높은 활동의 

수행, (g) 일손 부족, (h) 환자 돌봄 중 많은 손위생 수행 기회 등이 

지목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이외에도 손위생의 장애 

요인으로는 (a) 손소독제의 피부 자극, (b) 손소독 물품의 부족, (c) 부족한 

시간과 업무량 과중, (d) 지침의 부재, (e)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의 부재, (f) 

손위생 수행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 부족, (g) 역할모델 부족, (h) 잊어버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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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위생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 (j) 개인 또는 기관의 손위생 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 부족, (k) 손위생에 대한 제도적 우선순위 부족, (l) 의료종사자의 손위생 

수행 책임에 대한 제도적 안전 환경/문화의 부족 등이 보고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이에 2009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Clean Your Hands”라는 캠페인을 통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원하는 손위생 증진 활동을 지속 전개 중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또한 각국의 질병관리기관이나 국내, 외 개별 

의료기관 등에서도 손위생 증진을 위해 가이드라인 또는 질병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개선, 손위생 교육 및 수행도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의 

다양한 중재 전략들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순히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외국과 달리 

보호자가 환자의 입원생활에 많은 부분 참여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권인수 & 서영미, 2010; 길현희 & 

최정실, 2012; 진수진 et al., 2015). 

또한, 입원병실에 상주하며 간병하는 보호자와 같은 개념이 없기에 

손위생 수행 실태에 대한 연구도 의료진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거나 

방문객의 손위생에 대한 연구(Birnbach et al., 2015)만 있을 뿐 

의료관련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원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대상 손위생 수행 실태 

연구(진수진 et al., 2015)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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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손위생 인식 및 수행도 

 

인식과 태도는 특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Burnett, 2009; 

Larson, Bryan, Adler, & Blane, 1997)로서, 손씻기 실천 부족의 원인으로는 

시설부족 등의 외적 요인보다는 손씻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같은 내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Larson et al., 1991).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의료인의 

손위생 수행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손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를 

언급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이처럼 손위생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손위생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Allegranzi & Pittet, 2009; Sax, Uckay, Richet, 

Allegranzi, & Pittet, 2007).  

손위생 인식과 수행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163명의 

대학병원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행동 규범으로서의 손위생 인식, 

교차감염위험에 대한 인식, 손위생 지표에 대한 인식과 지식 모두가 손위생 

수행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ttet et al., 2004).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손씻기 행위 관련 요인 중 손씻기에 

대한 인식도가 손씻기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이미라, 소희영, & 

조미경, 2005). 일 대학병원 직원들 대상의 연구에서는 손위생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손위생 인식 개선으로 손위생 수행도가 향상되었고, 특히 

동료에게 역할모델이 된다고 의식하는 것이 손위생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4). 방문요양 보호사와 시설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중요성의 인지도와 수행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는 

감염관리에 대한 시설요양보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 간의 관계는 중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r=.50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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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았다(고유미, 2014). 일반인 대상의 연구인 

29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손씻기 인식이 실천에 유의한 

영향(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pali & 정인숙, 2018). 또한 

입원환자의 손위생 인식과 의료진 손위생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손위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의료진 손위생 증진활동에 대한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백은화, 2014).  

이와 같이 손위생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올바른 손위생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유미영, 2016; 유성미, 2013). 하지만 국, 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위생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중 다수는 그 대상자가 

의료진(Al-Hosis, 2017; 신혜연 et al., 2011), 간호학생(유성미, 2013), 

또는 학령기의 학생들이며, 손위생 인식과 수행의 관계보다는 손위생 지식과 

손위생 수행의 상관관계, 손위생 교육의 효과(박진희 & 김희선, 2012; 

유미영, 2016; 정향미 & 권만기, 2009), 또는 손위생을 포함한 개념인 

표준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행도(조귀래 & 최정실, 2010)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환자의 입원생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보호자에 대한 

인식 조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아무리 손위생을 열심히 

하여도 입원환자 보호자의 올바른 손위생 실천이 없다면 효과적인 

의료관련감염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 

향상 활동 및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손위생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보호자의 손위생 인식(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효율적인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에 

관한 인식 및 수행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5 - 

 

I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과 손위생 수행도를 

조사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돌보는 

일반병동 보호자들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해당 환자의 간병을 시작한지 24시간 이상 경과된 보호자 

2) 하루 8시간 이상 상주하는 보호자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한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1) 중환자실과 같이 보호자의 상주가 제한되는 특수부서의 보호자 

2) 조혈모세포이식 병동과 같이 철저한 무균술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상주가 제한되는 병동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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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연구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효과크기 .30,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95로 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34명으로,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손위생 인식 및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를 측정할 것이다.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및 손위생 관련 특성과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 및 문헌고찰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성별, 나이, 환자와의 관계, 간병경험 유. 무, 최종학력, 간병하는 

환자의 진단명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손위생 관련 특성은 

손위생 관련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 여부, 대상자가 생각하는 손위생의 

효과와 중요도,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 중 손위생에 대한 문항은 ACI의 자료(American Cleaning 

Institute, 2018)를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정재심 et al., 2007)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 중 보편성이 낮은 3문항을 제외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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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부터 ‘항상 한다’5점으로,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났다.  

 

2. 손위생 인식 

 

손위생 인식 측정 도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종사자의 

손위생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인 ‘Perception Survey for Health-Care 

Workers’(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a)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도구(박진희 & 김희선, 2012)를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로서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인 부서장과 동료가 손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습 병동 

수간호사(또는 교수)가 손씻기에 관심이 있고 공개적으로 손씻기를 

권장한다’와 같은 문항은 본 연구자가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부서의 

의료진이 손위생에 관심이 있고 공개적으로 손위생을 권장한다’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간호학 교수 1인과 감염관리실 파트장 1인이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보호자 5인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의미전달이 불명확한 부분은 보완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손위생 인식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손위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행동 8문항, 손위생 수행의 중요성 1문항, 환자 돌봄 

시의 손위생에 대한 노력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효과적이지 않다’ 1점부터 ‘매우 효과적이다’7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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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0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손위생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진희와 김희선(20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 이다. 

 

3. 손위생 수행도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는 본 연구자가 의료시설에서 

손위생이 필요한 ‘5 moments’의 기본 개념, 즉 환자와 접촉 전, 

청결/무균적 시술 시행 전, 체액에의 노출 가능 행위 시행 후, 환자와 접촉 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의 손위생 수행 근거 및 각 영역 별 예시, 손위생 

시나리오 자료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 사이트와 ‘A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multimodal hand hygiene improvement strategy’(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Patient Safety, 2009a), ‘Hand Hygiene in 

Outpatient and Home-based Care and Long-term Care 

Facilities’(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2012), ‘Hand hygiene 

technical reference manual’(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Patient 

Safety, 2009b), ‘의료기관의 손위생 지침(Guideline for Hand Hygiene in 

Healthcare Facilities)’(질병관리본부, 2014)을 참고하였다. 이후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 및 지침개발(대한간호협회, 

2007), 보호자와 간병인 없는 병실 간병인의 간병업무 중요도, 지식 정도와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길현희 & 최정실, 2012)및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병원 환경을 감안하여 입원환자 보호자의 다빈도 간병 행위를 선정, 

총 21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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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3개 병원의 감염관리전문간호사 3인, 

석사학위를 소지한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내,외과 간호사 3인 총 6인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를 검증 받았다(Lynn, 

1986). 검증 결과 도구의 문항 중에서 9번 문항‘새 환자복을 받아와 환자의 

옷을 갈아 입히기 전 손위생을 한다’는 환자 접촉 전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손을 씻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4번 문항 ‘환자복을 갈아 입힌 

후 오물실로 환자복을 가져가기 전에 손위생을 한다’는 한 사람만 보는 

것이라면 환자복을 입히고 오물실에 옷을 가져다 두고 손위생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I-CVI(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점수 .80 

미만을 받아 제거하였다. S-CVI/Avg(Scale- Level Content Validity 

Index/Avg)값은 계산 결과 0.94였다. 또한 입원환자 보호자 5인에게 예비 

조사를 시행하여 질문에 대한 항목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 후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환자 접촉 전 4문항, 환자 

접촉 후 4문항, 체액에의 노출 후 5문항,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5문항, 

청결적 행위 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안한다’1점, ‘거의 안한다’2점, ‘가끔 한다’3점, ‘자주한다’4점, 

‘항상 한다’5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손위생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3으로 나타났고, 환자 접촉 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0, 

체액에의 노출 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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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 

 

본 연구는 S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간호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각 부서의 파트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부서 보호자들을 만나 연구 목적을 설명한 다음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 응답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후 밀봉된 

수거함에 수거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한 

후 3,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배부하였다. 총 154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였으나 빈칸 등 부적절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15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과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구하였다. 

3) 일반적 특성, 손위생 관련 특성에 따른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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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시행하였다.  

 

F.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일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SMC 2018-03-075-

001).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기로 결정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회수 시 각 부서에 밀봉된 수거함을 비치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입력 시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코딩을 하였다. 모든 기록은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이며 그 

동안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연구 종료 3년 이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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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보호자 상주가 제한되지 않는 일반병동 

보호자로 총 152 부(98.7%)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는 여성이 

95 명(62.5%)으로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24±12.54 세였으며, 50 세 이상 60 세 미만 집단이 51 명(3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 중 98 명(64.5%)은 이전에도 간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87 명(57.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간병하는 환자의 진단명 인지 여부는 

147 명(96.7%)으로 대부분의 보호자가 진단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의 59.9%가 입원 전 손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병원생활 중 손위생 홍보자료를 접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58.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환자 간병 중 손 소독제의 일상적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는 58.6%(89 명)가‘예’라고 응답하였다.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에서는 90% 이상이 

‘높다’또는 ‘매우 높다’로 응답하여 손위생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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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문제 중 대상자가 생각하는 

손위생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에서는 85% 이상이 ‘높다’또는 ‘매우 

높다’로 응답하여 손위생이 환자안전 문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상생활 중 

손위생 관련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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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Hand Hygien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 SD 

Sex Male 57 37.5  

Female 95 62.5  

Age(years) ≤39 28 18.4 50.24±12.54 

40≤ ~ ＜50 37 24.3  

50≤ ~ ＜60 51 33.6  

60≤  36 23.7  

Care experience Yes 54 35.5  

No 98 64.5  

Education ≤ High school  65 42.8  

College ≤ 87 57.2  

Diagnosis 

recognition 

Yes 147 96.7  

No 5 3.3  

Hand hygiene 

education 

Yes 61 40.1  

No 91 59.9  

Promotion 

material 

Yes 89 58.6  

No 63 41.4  

Daily use of hand 

sanitizers  

Yes 89 58.6  

No 63 41.4  

HAI prevention 

effect of hand 

hygiene 

Very low~low 12 7.9  

High 94 61.8  

Very High 46 30.3  

Hand hygiene 

priority  

Very low~low 18 11.9  

High 87 57.2  

Very High 47 30.9  

HAI: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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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총점 50 점 만점에 

최고점은 40 점, 최저점은 20 점, 평균 34.00±4.80 점, 평균 평점은 5 점 

만점에 4.25 ± 0.60 점이었다. 수행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공중 화장실을 

사용 후 손위생을 한다’4.75± 0.48 점이었고, 수행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돈을 만진 후에 손위생을 한다’3.48 ± 1.27 점이었다.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 점수 및 측정 도구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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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Daily Hand Hygiene Performance of 

the Participants 

(n=152) 

Items Mean ± SD 

After using public toilet 4.75±0.48 

After using toilet at home 4.59±0.64 

After returning home 4.46±0.79 

Before touching food 4.36±0.92 

Before eating food at home. 4.30±0.90 

Before eating food at a restaurant 4.25±0.94 

After blowing nose, coughing, or sneezing 3.82±0.98 

After touching money 3.48±1.27 

Total Average Mean ± SD 4.25±0.60 

Total Mean ± SD 34.00±4.80 

Note. 5-Point Likert sca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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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손위생 수행도 

 

1.  대상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대상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손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70 점 만점에 최고점은 70 점, 최저점은 23 점, 

평균 49.72±10.31 점, 평균 평점은 7 점 만점에 4.97± 1.03 점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귀하께서는 환자를 돌볼 

때에 적절한 손위생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6.14 

± 1.09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손 소독제가 필요한 곳 

어디든지 있다.’로 5.91 ± 1.0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환자가 의료진 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손위생을 하도록 상기시켜 

준다’4.08 ± 2.03점, ‘(귀하께서)환자 간병 시 손위생 수행에 대해 

수시로 조언을 받는다.’ 4.08 ± 1.92점이었다. 손위생 관련 인식 점수 및   

측정 도구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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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Hand Hygiene Perception of the 

Participants 

(n=152) 

Items Mean ± SD 

An effort of good hand hygiene when caring for patients. 6.14±1.09 

Hand sanitizers are readily available when you need at 

the health-care facility . 

5.91±1.08 

Hand hygiene posters are presented at anywhere to 

remind hand hygiene. 

5.31±1.45 

The department's health care workers is interested in 

hand hygiene and openly encourage it. 

5.20±1.44 

Patients consider hand hygiene of health care workers 

important. 

5.05±1.64 

Simple and clear hand hygiene procedures are presented 

at anywhere. 

4.90±1.58 

There are some caregivers who are exemplary at hand 

hygiene. 

4.54±1.55 

You receives education on hand hygiene. 4.51±1.93 

Frequent advices on hand hygiene practices are 

provided for patient care. 

4.08±1.92 

Patients are invited to remind health-care workers to 

perform hand hygiene. 

4.08±2.03 

Total Average Mean ± SD 4.97±1.03 

Total Mean ± SD 49.72±10.31 

Note. 7-Point Likert sca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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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손위생 수행도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는 총점 105 점 만점에 

67.14±17.65 점, 평균 평점은 5 점 만점에 3.40±0.76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액에의 노출 후’영역이 평균 18.66±5.53 점, 평균 평점 3.95 ± 

0.94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손위생 수행도의 영역별 

점수와 평균 평점은 각각 청결적 행위 전 10.17±3.42 점, 3.77±1.01 점, 

환자 접촉 전 13.09±3.59 점, 3.45±0.82 점,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15.81±4.65 점, 3.21±0.94 점, 환자 접촉 후 10.11±3.97 점, 

2.69±0.97 점이었다. 대상자의 손위생 수행도 측정 도구 각 문항의 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체액에의 노출 

후’영역에서는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또는 대, 소변 보는 것을 도와준 

후 손위생을 한다'가 4.48±0.90 점으로 가장 높았다. '청결적 행위 전' 

영역에서는 '운동 후 병실로 돌아와 환자 식사를 준비 전 손위생을 한다'가 

4.03±1.04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 접촉 전' 영역에서는 '나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환자 자세를 바꿔주기 전, 또는 옷 매무새를 만져주기 전손위생을 

한다' 가 3.99±0.98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영역에서는 '환자복을 오물실 바구니에 넣은 후 손위생을 한다'가 

3.84±1.22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 접촉 후'영역에서는 

'환자환자에게 눈물액을 넣어준 후 손위생을 한다'가 3.13±1.38 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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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tems of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n=152) 

Items Average 

Mean ± SD 

After body fluid exposure(5) 3.95±0.94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changing 

patient's diapers, or helping him/her to urinate/defecate . 

4.48±0.90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wiping patient's 

saliva or sweat. 

4.02±1.13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submitting 

patient’s examination sample to nurse station. 

3.96±1.25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touching or 

disposing alcohol cotton used to wipe patient’s blood. 

3.94±1.13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disposing 

tissues which patient used to blow his/her nose(No 

direct infection on hands). 

3.60±1.19 

Before clean activity(3) 3.77±1.01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prepare 

patients’meals after returning from physical therapy. 

4.03±1.04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helping patient 

to brush his/her teeth or mouthwash. 

3.62±1.13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putting artificial 

tearin the patient’eyes. 

3.56±1.27 

Note. 5-Point Likert scale(1-5); ( ): Number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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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tems of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Continued) 

(n=152) 

Items Average 

Mean ± SD 

Before contact with the patient (4) 3.45±0.82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changing the 

patient's position or dressing after I went to restroom 

3.99±0.98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replacing the 

patient's diapers, helping them to urinate/defecate or 

helping them moving to the toilet. 

3.88±1.14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hemostasis 

with alcohol cotton after injection removal or blood test. 

3.08±1.27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helping 

patients to move after bringing food from public 

refrigerator. 

2.86±1.11 

After contact with the patient’ surroundings(5) 3.21±0.94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putting the 

patient's clothes in the dirt-chamber basket. 

3.84±1.22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removing 

finished meals of patients. 

3.52±1.24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brushing teeth 

after cleaning patient’s bed(for single room, When 

using a public toilet) 

3.39±1.30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getting water 

from the kitchenette after cleaning patient’s bed. 

2.77±1.25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going to 

restroom after raise/lower patient’s bed side rail. 

2.53±1.18 

Note. 5-Point Likert scale(1-5); ( ): Number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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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tems of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Continued) 

(n=152) 

Items Average 

Mean ± SD 

After contact with the patient 2.69±0.97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after putting 

artificial tear in the patients’ eyes. 

3.13±1.38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getting 

water from kitchenette after helping patients to move. 

2.74±1.22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getting food 

from kitchenette after changing patient’s position to 

make it easier for him/her to have meal. 

2.69±1.08 

I perform hand hygiene procedure before going to 

nurse’s station for a new patients’suits after 

helping patient to sit/lay on his/her bed. 

2.30±1.13 

Total Average Mean ± SD 3.40±0.76 

Total Mean ± SD 67.14±17.65 

Note. 5-Point Likert scale(1-5); ( ): Number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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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에 따른 손위생 

인식과 손위생 수행도의 차이 및 상관관계 

 

입원환자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에 따른 손위생 

관련 인식과 손위생 수행도는 <Table 5>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중에서 손위생 관련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손위생 교육 여부와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생각,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었다. 분석한 결과 손위생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손위생 인식 점수(t=2.872,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손위생이 의료관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F=4.996, p=.008)일수록,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F=5.962, p=.003)일수록 손위생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손위생 관련 특성 중에서 손위생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손위생 교육 여부, 간병 중 손소독제의 일상적 

사용,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생각,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었다. 분석한 결과 손위생 교육을 받은 집단이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259, 

p=0.025), 간병 중 손 소독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단 역시 입원 중 

손위생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508, p=.001). 그리고, 손위생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F= 7.588, p=.001)와 입원 중 손위생 수행도가 높았다(F=13.373, 

p=<.001). 또한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의 우선순위를 높게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가 높았다(F=5.264, p=.006). 



 

 

- 34 -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와 손위생 인식 및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의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평균과 손위생 인식 평균(r=.160, p=.049)및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평균(r=.65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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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Hand Hygiene Perception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and Hygiene Related Characteristics 

(n=152) 

Characteristics n Daily Hand hygiene 

Performance 

Hand hygiene 

Perception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ex         

Male 57 4.18±0.63 -1.188 5.02±1.01 .417 3.38±0.74 -.257 

Female 95 4.29±0.58 (.237) 4.95±1.05 (.677) 3.41±0.77 (.798) 

Age        

~≤39 28 4.17±0.63 .980 5.06±0.96 .795 3.23±0.80 .686 

40≤~＜50 37 4.29±0.61 (.404) 4.76±0.94 (.498) 3.46±0.68 (.562) 

50≤~＜60 51 4.34±0.55  5.09±1.09  3.46±0.72  

60≤ 36 4.15±0.64  4.96±1.10  3.37±0.87  

Care experience       

No 54 4.24±0.64 -.211 4.94±1.08 -.280 3.38±0.75 -.204 

Yes 98 4.26±0.58 (.833) 4.99±1.01 (.780) 3.41±0.77 (.839) 

Education        

≤High school 65 4.20±0.61 -.818 5.02±0.99 .475 3.38±0.75 -.206 

College≤ 87 4.28±0.59 (.415) 4.94±1.07 (.635) 3.41±0.77 (.837) 

Note.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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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Hand Hygiene Perception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and Hygiene 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152) 

Characteristics n Daily Hand hygiene 

Performance 

Hand hygiene  

Perception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iagnosis recognition       

Yes 147 4.25±0.61 .378 4.97±1.03 .115 3.40±0.75 -.186 

No 5 4.15±0.38 (.706) 4.92±1.08 (.909) 3.46±1.05 (.853) 

Hand hygiene education       

Educated 61 4.36±0.55 1.840 5.26±0.93 2.872 3.57±0.76 2.259 

Uneducated 91 4.18±0.62 (.068) 4.78±1.06 (.005)** 3.29±0.74 (.025)* 

Promotion material        

Heve seen 89 4.28±0.55 .760 5.08±0.95 1.500 3.47±0.73 1.354 

Have never seen 63 4.20±0.67 (.449) 4.82±1.13 (.136) 3.30±0.79 (.178) 

Daily use of hand sanitizers       

Yes 89 4.30±0.58 1.167 5.12±1.04 2.125 3.58±0.75 3.508 

No 63 4.18±0.62 (.245) 4.76±0.99 (0.35) 3.15±0.71 (.001)** 

Note.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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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Hand Hygiene Perception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and Hygiene 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152) 

Characteristics n Daily Hand hygiene 

Performance 

Hand hygiene  

Perception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M±SD t or F(p) 

Scheffe’s 

HAI prevention effect of hand hygiene      

Very low~lowa 12 4.06±0.74 7.588 4.58±1.21 4.996 2.96±0.69 13.373 

Highb 94 4.14±0.61 (.001)** 4.84±0.92 (.008)* 3.24±0.73 (<.001)*** 

Very highc 46 4.52±0.45 b<c 5.35±1.11 b<c 3.83±0.64 a, b<c 

Hand hygiene priority       

Very low~lowa 18 4.15±0.73 .775 4.53±1.04 5.962 3.09±0.90 5.264 

Highb 87 4.23±0.61 (.462) 4.85±0.87 (.003)** 3.32±0.73 (.006)** 

Very highc 47 4.33±0.53  5.36±1.19 a, b<c 3.67±0.69 a, b<c 

Note. *: p<.05, **: p<.01, ***:p<.001 ;  a,b,c: Scheffe test ; HAI: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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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손위생 인식과 손위생 수행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손위생 인식 및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의 손위생 인식과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21, 

p=<.001). 대상자의 손위생 인식과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의 관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Hand Hygiene Perception and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n=152) 

Variable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r(p) 

Hand hygiene perception .321** 

Note.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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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의 보호자 15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은 7 점 만점에 평균 평점 

4.97±1.03 점으로 척도를 고려할 때 손위생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중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평균 평점 6 점 이상(박진희 

& 김희선, 2012), 평균 평점 5 점 이상(황은숙 & 박진희, 201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대학생들로 90% 

이상이 이미 손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입원환자 보호자들에 비해 

교과과정 중에 감염이나 손위생 관련 정보 등을 접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손위생 인식 점수가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은 손위생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 손소독제의 접근 

용이성과 안내 포스터를 통한 손위생 안내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손 소독제 접근 용이성은 

이미 손위생 수행도의 강력한 예측인자(Pittet et al., 2004)로 지목되었고, 

이후에도 수행도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Rupp et al., 200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이에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 접점 

포인트마다 손소독제를 구비하여 손위생을 장려하고, 병실 입구와 각종 

게시판 등에 손위생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병원생활 중 손위생 안내자료를 접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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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 중 58.6%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여,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 만이 손위생 안내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병원에 게시 중인 손위생 안내 포스터가 일반인 보다는 

병원직원의 손위생 수행 장려를 위한 목적이 더 많아, 주요 홍보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손위생 안내 포스터를 안내. 

홍보자료로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보호자 손위생 증진 활동을 할 때에는 안내 및 홍보 대상을 명확히 한 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구권에서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서 환자가 참여하는 

능동적인 환자의 역할이 이미 1960 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Longtin et 

al., 2010). 최근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 참여를 늘리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 WHO 에서도 환자와 그 가족이 건강 증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이와 같은 개념은 손위생 증진 활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Longtin et al., 2010). 의료진이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환자가 

직접 ‘손위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이 그 예인데,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 참여의 효과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에서는 환자 

교육 후 직접 의료진에게 손위생을 요구하도록 한 결과 손소독제 사용량이 

34%에서 94%(p=0.021)로 증가하였고(McGuckin et al., 1999), 이후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McGuckin, Taylor, Martin, Porten, & 

Salcido, 2004; McGuckin et al., 2001). 그러나 환자 스스로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어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역시 본인이 직접 손위생 증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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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 환자가 직접 의료진에게 손위생을 요구하는 것이 의료진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Pittet et al., 2011) 환자와 보호자의 의식 전환뿐만 아니라 환자 

참여 활동에 대한 의료진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 입원환자 보호자들의 

손위생은 의료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환자 교육을 

통한 손위생 증진활동 참여로 보호자와 방문객들의 손위생 지도와 손위생 

수행도 향상도 함께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0±0.76 점이었고, 이 역시 척도를 고려하였을 때 손위생 수행도는 중상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손위생 수행도를 

본 연구와 같이 5 점 척도로 환산한 선행 연구 중 소아병동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가 3.78±0.64 점(진수진 et al., 2015), 손위생 교육 전 일반대학생의 

손위생 수행도가 3.26 ±0.43(최은희, 장인순, & 최지연, 2014)이었던 것을 

참고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손위생 수행도는 기존 일반인 대상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측정 영역 

중 손위생 수행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체액에의 노출 후(3.95±0.94)로 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au, Tang, Mak, & Leung, 2014; 

Lebovic, Siddiqui, & Muller, 2013; Moghnieh et al., 2017). 하지만, 환자 

접촉 후 영역의 점수가 특히 낮았던 것은 다른 도구를 사용한 의료진 또는 

간호대생과 의대생 대상의 연구 결과에서 환자 접촉 후 영역이 5 가지 영역 

중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Lau et al., 2014; 

Lebovic et al., 2013; Sunkesula et al., 2015; 이용균 & 신현희, 2017). 

이는 체액은 눈에 보이는 오염으로 손위생 교육이 없더라도 비교적 쉽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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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환자 접촉 후의 손위생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체액에의 노출 후 손위생은 

대상자의 오염으로부터 대상자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 접촉 후 손위생은 병원균이 대상자의 손에서 대상자와 환경, 또는 다른 

환자들과 접촉 시 옮겨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Kendall, Landers, 

Kirk, & Young, 2012).  

이처럼 WHO 에서 제시하는 손위생이 필요한 ‘5 moments’는 환자 

접촉 전과 환자 접촉 후, 청결/무균적 시술 시행전과 체액에 노출 가능행위 

시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와 환자 접촉 전처럼 일련의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의료진에 

비해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손위생을 각각의 시점으로만 

인식, 즉 비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인실이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환경에서는 여러 환자 및 

보호자가 접촉할 기회가 많으므로 특히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상자의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별, 나이, 간병 경험, 교육수준, 간병하는 환자의 진단명 인지 여

부와 같은 일반적 특성은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에 차이가 있었

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Burnett(2009)은 연령과 손위생 인식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특히 56 세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긍정적 손

위생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재심 등(2007)의 연구에서는 2,30

대가 10 대와 40 대 이상보다 손위생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수진 

등(2015)의 연구에서는 25 세 이상이 25 세 이하보다 손위생 수행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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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행도가 높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Pittet, 2001; Rosenthal, McCormick, Guzman, 

Villamayor, & Orellano, 2003; 이무식, 2013; 정재심 et al., 2007). 이와 같

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연구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한 일부 선행 연구의 결

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 A),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의료관련감염 사건들로 인해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중들에게

도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손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성별과 

연령 등 집단간의 격차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시 소재의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

호자들로서 지방이나 중소병원들에 비해 간병하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고, 

일반인 대상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손위생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각 변수의 집단간의 차이가 작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 대상자의 손위생 인식 및 수행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손

위생 교육 여부,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생각, 환자안전 문

제 중 손위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 간병 중 손소독제의 일상적인 사용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생활 전 손위생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

은 집단보다 손위생 인식 평점과 손위생 수행도가 더 높았다. 손위생 교육 여

부가 손위생 관련 인식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손위생 인식 차

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

이다(박진희 & 김희선, 2012; 황은숙 & 박진희, 2016).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고, 두 연구 모두 대상자의 90% 이상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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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손위생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로 손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

지(황은숙 & 박진희, 2016)하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40.1% 

만이 손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손위생 교육 유.무가 손위생 인식에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위생 교육 여부가 손위생 수행도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것은 손위

생 교육 여부와 손위생 수행도의 양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Burnett, 2009; Pittet, 2000; 박진희 & 김희선, 2012; 윤은주 

& 김미향, 2013; 정선영 & 김옥수,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병원생활 전 

손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40.1%에 불과하고, 국내 

일반인 대상의 선행 연구에서도 10 명 중 약 9 명(87.2%)정도가 손위생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이무식, 2013)한 결과는 의료 직군뿐 아니라 일

반인 대상의 손위생 교육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게다가 일상생활 손위생 수행도와 손위생 관련 인식(r=.160, p=.049) 

및 수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때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교육은 병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부터 시작되어 습관화 

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초등교육 

기관에서부터 기초적인 손위생 교육을 시행하여 학령기부터 손위생의 습관형성

에 힘쓰고 있다(이윤재, 2018). 하지만 현재 환자 입원 시 주 보호자로 있게 

되는 중.장년층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러한 손위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

으로 거의 없어 손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많은 매체 등을 통하여 

손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접하여 과거보다 손위생 인식은 향상되었으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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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측정 항목 중 돈을 만진 후에 

손위생을 수행한다, 기침이나 코를 풀고 손위생을 한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무

식, 2013; 정재심 et al., 2007).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보호자 대상의 손위

생 수행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복 연구를 통하여 보호자

의 손위생 수행도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손위생 실천 점수에 비해 손위생 정확도가 낮음을 보

고한 선행 연구(Hwang, Lee, & Park, 2011; Kelcikova, Skodova, & Straka, 

2012)를 통해 손위생 수행도 확인 시 실천 유무 뿐만 아니라 수행방법이 정

확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일

수록 손위생 인식 점수와 손위생 수행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 중 두 가지 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찾

아보기 어려워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비누를 이용한 

30 초 이상 손씻기 실천자의 실제 손씻기율과 손씻기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이무식, 

2013)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90% 이

상이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높다’또는 ‘매우 높다’로 

응답한 것을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007 년 연구에서 손씻기가 질병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7.6%였고(정재심 et al., 

2007), 2013 년 연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

이 80% 내외로 높게 나타난 것(이무식, 2013)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이미 의료진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위생의 감염 예방효과에 대해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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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손위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3 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철저한 손씻기’ 범국민 운동을 통한 교육, 홍보 활동의 영향과 각종 매체

를 통해서  손위생이 신종 감염병의 주요 예방법으로 보도(이무식, 2013)되

면서 일반인들도 손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들을 자주 접해보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그룹일수

록 손위생 인식 점수와 손위생 수행도가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백은화(2014)의 연구에서 입원환자는 ‘의료진의 손위생이 나의 건강관

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손위생을 하는 것은 나의 건강관

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 의료진의 손위생 증진활동에 참

여의지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원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타 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의 

손위생 수행도를 직접 관찰을 통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 손위생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Boyce, 2008; The Joint Commission, 

2009)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손위생 수행을 평가 방법 중 객관성이 높다고 알려진 직접 관찰법(Boyce, 

2008; Sax et al., 2009; The Joint Commission, 2009)으로 그 실태를 

면밀히 반복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의료관련감염관리에서 간과되어 왔던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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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손위생 수행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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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를 

파악하고,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인식과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는 모두 중상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도에서는 체액에의 노출 후, 청결적 

행위 전, 환자 접촉 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환자 접촉 후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손위생 5 가지 영역 중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주변 환경 접촉 

후 및 환자 접촉 후 영역 수행도 개선을 위해 손위생의 연속적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손위생 교육 여부에 따라 손위생 인식 점수와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가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위생 교육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생각과 환자안전 문제 중 손위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은 손위생 관련 

인식과 수행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손위생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손위생의 

감염예방 효과와 중요도에 대해 보호자들에게 전달하여 손위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손위생 수행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인식과 수행도, 그리고 두 가지 요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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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간호 교육, 실무, 연구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측면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손위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손위생의 개념, ‘5 moments’의 

개념, 감염예방에의 효과, 정확한 손위생 시점 및 방법, 다양한 손위생 제제 

등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특히, 의료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환자의 

간병은 비단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시행하는 시점은 입원 시뿐만 아니라, 퇴원 시, 혹은 퇴원 후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간호전문인력을 활용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할 것을 것을 제언한다. 더 나아가 보호자뿐 아니라 

입원환자 또한 손위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환자 대상의 교육 

또한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일상생활 중 손위생 수행이 손위생 관련 

인식과 병원생활 중 손위생 수행도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손위생 인식 향상 및 올바른 손위생의 습관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손위생 교육을 모든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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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실무 측면 

 

보호자의 간병이 환자의 입원생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의 특수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보호자를 위한 손위생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한 환자의 질환과 면역 및 감염 상태에 

따른 보호자 대상의 구체적인 손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손위생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효과와 환자안전 문제 중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엘리베이터나 병동 출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손위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위해 포스터나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과 수행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에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원환자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과 의료환경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실시 할 

것을 제언한다. 더 나아가 입원환자 또한 손위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호자뿐 아니라 환자 대상의 정확한 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 

평가에 의한 조사보다는 직접 관찰을 통해, 더 나아가 손위생 수행 유,무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손위생 방법과 시간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손위생의 

질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도 함께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 51 - 

 

VII. 참고 문헌 

 

고유미. (2014). I 지역 방문요양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인천.  

국립국어원. 인식.  Retrieved 2018. February. 14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권오미, 박은숙, 이동숙, 이주현, 하은진, 용동은, . . . 이경원. (2012). 손위생 문화 정

착 프로그램을 통한 수행률 증진 효과: 한 대학병원의 3 개년 활동 중심. 병

원감염관리, 17(2), 53-60.  

권인수, & 서영미. (2010). 입원 아동 보호자의 병원감염예방 지식과 실천.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3(2), 102-109.  

길현희, & 최정실. (2012).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의 간병업무 중요도, 지식정도와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1(1), 55-65.  

김도윤. (2011). 병원감염으로 최고 1,000억원 추가 비용발생. Retrieved from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2668&M

ainKind=A 

김성대, 손동완, 김세웅, & 조용현. (2007). 병원감염의 현황과 대책.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지, 2(1), 1-11.  

김영중, 김희승, & 장윤영. (2011).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행위 전․ 후 손씻기 수행

율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18(2), 195-200.  

김의종. (2011). 국내 의료관련감염 현황. Hanyang Medical Reviews, 31(3), 135-

140.  

대한간호협회. (2007). 간병인 표준 교육과정 및 지침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박진희, & 김희선. (2012). 손위생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손위생 지식, 손위생 

인식, 비강 내 황색포도알균 집락 및 손위생 이행에 미치는 효과. 기초간호  

자연과학회지, 14(3), 156-165.  



 

 

- 52 - 

 

백은화. (2014). 입원환자의 손위생 인식과 의료진 손위생 증진활동에 대한 참여의지.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주.  

서정, & 강지연. (2012). VRE 환자의 보호자를 위한 감염관리 교육의 효과. 기본간호 

학회지, 19(2), 212-222.  

신혜연, 김경희, & 김기숙. (2011). 아동병동 간호사의 병원감염 표준주의에 대한    

인지도와 이행도. 아동간호학회지, 17(4), 238-246.  

유미영. (2016). 손 위생 교육이 요양 보호사의 손 위생 지식, 인식 및 손의 균 집락 

수에 미치는 효과.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유성미. (2013). 보건계 대학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 한국산학기술

학회 논문지, 14(8), 3916-3924.  

윤은주, & 김미향. (2013). 병원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의 손 위생 지식과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3), 455-464.  

이명해, & 강현숙. (2007). 중환자실 의료정사자의 직종별 손 씻기에 관한 비교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3), 297-305.  

이무식. (201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실태조사 및 실천률 향상 전략 개발.    

청주: 질병관리본부. 

이미라, 소희영, & 조미경. (2005).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손씻기 행위 결정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7(2), 268-275.  

이용균, & 신현희. (2017). 국내병원의 유형별 손위생 수행실태 조사분석. 의료·복지 

건축, 23(3), 9-17.  

이윤재. (2018, 5.17).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손씻기·기침예절도~.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

NU_ID=0403&page=1&CONT_SEQ=344828 

이은숙. (2015).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환자 보호자의 질병 불확실성과 감염관리   

수행. 한국콘텐츠학회, 15(6), 346-357.  

이은주, 우연희, & 이형민. (2017).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운영  결과. 주간 건강과 질병, 10(34), 914-919.  



 

 

- 53 - 

 

정선영, & 김옥수. (2012). 병원간호사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에 관한   

구조모형. 성인간호학회지, 24(2), 119-129.  

정재심, 최준길, 정인숙, 백경란, 인혜경, & 박기동. (2007). 전 국민의 손씻기 이행 

및 인식 실태. 예방의학회지, 40(3), 197-204.  

정향미, & 권만기. (2009). 손씻기 교육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손의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4-124.  

조귀래, & 최정실. (2010). 중환자실 간호사의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행도.      

기본간호학회지, 17(1), 73-81.  

진수진, 송영미, 한혜영, 서경화, & 김순정. (2015).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수

행 영향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4), 285-292.  

질병관리본부. (2014). 의료기관의 손위생 지침(Guideline for Hand Hygiene in 

Healthcare Facilities). 청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2017).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청주: 질병관리본부. 

천희경, 김미라., & 황지인. (2014). WHO 의 다각적인 손위생 증진전략을 적용한의

료기관에서의 손위생 증진활동. 병원감염관리, 19(1), 1-14.  

최은희, 장인순, & 최지연. (2014). 손씻기 교육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이

행 정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7(1), 39-49.  

최종림, 고일선, & 임영이. (2016). 간호학생의 의료관련감염예방 수행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3(2), 136-148.  

황은숙, & 박진희. (2016). 사례기반 손위생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손위생 지

식, 인식, 이행률 및 방법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3(2), 194-203.  

Al-Hosis, K. F. (2017). Hand Hygiene Perception and Practice Among Health Care Workers in 

Saudi Hospitals: A Cross 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Annals of Medicine, 1(8).   

Allegranzi, B., & Pittet, D. (2009). Role of hand hygiene i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prevention.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73(4), 305-315.  

American Cleaning Institute. (2018). Clean Hands>When should you clean your hands? Retrieved 

from http://www.cleaninginstitute.org/cleanhands/ 



 

 

- 54 - 

 

Birnbach, D. J., Nevo, I., Barnes, S., Fitzpatrick, M., Rosen, L. F., Everett-Thomas, R., . . . Arheart, 

K. L. (2012). Do hospital visitors wash their hands? Assessing the use of alcohol-based 

hand sanitizer in a hospital lobby.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0(4), 340-343. 

Birnbach, D. J., Rosen, L. F., Fitzpatrick, M., Arheart, K. L., & Munoz-Price, L. S. (2015). An 

evaluation of hand hygiene in an intensive care unit: Are visitors a potential vector for 

pathogens? 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8(6), 570-574.  

Boyce, J. M. (2008). Hand hygiene compliance monitoring: current perspectives from the USA.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70(Suppl 1), 2-7.  

Boyce, J. M., & Pittet, D. (2002). Guideline for Hand Hygiene in Health-Care Settings. 

Recommendations of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and 

the HICPAC/SHEA/APIC/IDSA Hand Hygiene Task Force.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0(8), S1-S46. 

Burnett, E. (2009).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patient hand hygiene.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7(8), 638-64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a, April 28, 2016). Clean Hands Count for 

Patients. Retrieved from https://www.cdc.gov/handhygiene/patients/index.htm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b). National and state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progress report.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hun, H. K., & Park, H. R. (2009). The Effects of Hand Washing Programs Including Individual 

Feedback on the Frequency and Method of Hand Washing, MRSA Acquired Incidence 

Rate and Colonization Pressure in MRSA.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112-112.  

Erasmus, V., Daha, T. J., Brug, H., Richardus, J. H., Behrendt, M. D., Vos, M. C., & van Beeck, E. 

F. (2010).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compliance with hand hygiene guidelines in 

hospital care. Infection Control and Hospital Epidemiology, 31(3), 283-294.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2008). Annual epidemiological report on 

communicable diseases in Europe 2008. Stockholm: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Gardam, M. A., Lemieux, C., Reason, P., van Dijk, M., & Goel, V. (2009).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as patient safety indicators. Healthcarepapers, 9(3), 8-24.  

Gould, D. J., Moralejo, D., Drey, N., Chudleigh, J. H., & Taljaard, M. (2017). Interventions to 



 

 

- 55 - 

 

improve hand hygiene compliance in patient care.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9), Cd005186.  

Hobbs, M. A., Robinson, S., Neyens, D. M., & Steed, C. (2016). Visitor characteristics and 

alcohol-based hand sanitizer dispenser locations at the hospital entrance: Effect on visitor 

use rate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4(3), 258-262.  

Hwang, H., Lee, S., & Park, K. (2011). Handwashing practices, properly cleaning hands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f college students. The Bulletin of Natural Sciences, 22, 33-42.  

Kapali, M., & 정인숙. (2018). 일개 중학교 학생들의 손씻기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융합

적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2), 51-60.  

Kelcikova, S., Skodova, Z., & Straka, S. (2012). Effectiveness of hand hygiene education in a 

basic nursing school curricula. Public Health Nursing, 29(2), 152-159.  

Kendall, A., Landers, T., Kirk, J., & Young, E. (2012). Point-of-care hand hygiene: preventing 

infection behind the curtain.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0(4 Suppl 1), S3-10.  

Klevens, R. M., Edwards, J. R., Richards, C. L., Jr., Horan, T. C., Gaynes, R. P., Pollock, D. A., & 

Cardo, D. M. (2007). Estimating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and deaths in U.S. 

hospitals, 2002. Public Health Reports (Washington, D.C.), 122(2), 160-166.  

Larson, E. L., Bryan, J. L., Adler, L. M., & Blane, C. (1997). A multifaceted approach to changing 

handwashin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25(1), 3-10.  

Larson, E. L., Early, E., Cloonan, P., Sugrue, S., & Parides, M. (2000). An organizational climate 

intervention associated with increased handwashing and decreased nosocomial infections. 

Behavioral Medicine, 26(1), 14-22. 

Larson, E. L., McGeer, A., Quraishi, Z. A., Krenzischek, D., Parsons, B., Holdford, J., & 

Hierholzer, W. J. (1991). Effect of an automated sink on handwashing practices and 

attitudes in high-risk units. Infection Control & Hospital Epidemiology, 12(7), 422-428.  

Lau, T., Tang, G., Mak, K. L., & Leung, G. (2014). Moment-specific compliance with hand 

hygiene. The Clinical Teacher, 11(3), 159-164. 

Lebovic, G., Siddiqui, N., & Muller, M. (2013). Predictors of hand hygiene compliance in the era 

of alcohol-based hand rinse.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83(4), 276-283.  

Lee, S. S., Park, S. J., Chung, M. J., Lee, J. H., Kang, H. J., Lee, J.-., & Kim, Y. K. (2014). 



 

 

- 56 - 

 

Improved hand hygiene compliance is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perception toward 

hand hygiene among medical personnel. Infection & Chemotherapy, 46(3), 165-171.  

Longtin, Y., Sax, H., Allegranzi, B., Schneider, F., & Pittet, D. (2011). Hand hygien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4, e24.  

Longtin, Y., Sax, H., Leape, L. L., Sheridan, S. E., Donaldson, L., & Pittet, D. (2010). Patient 

participation: current knowledge and applicability to patient safety. Mayo Clinic 

Proceedings, 85(1), 53-62.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Mathur, P. (2011). Hand hygiene: back to the basics of infection control. The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34(5), 611-620. 

McGuckin, M., Taylor, A., Martin, V., Porten, L., & Salcido, R. (2004). Evaluation of a patient 

education model for increasing hand hygiene compliance in an inpatient rehabilitation 

unit.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2(4), 235-238.  

McGuckin, M., Waterman, R., Porten, L., Bello, S., Caruso, M., Juzaitis, B., . . . Ostrawski, S. 

(1999). Patient education model for increasing handwashing compliance.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27(4), 309-314.  

McGuckin, M., Waterman, R., Storr, I. J., Bowler, I. C., Ashby, M., Topley, K., & Porten, L. 

(2001). Evaluation of a patient-empowering hand hygiene programme in the UK.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48(3), 222-227. 

Moghnieh, R., Soboh, R., Abdallah, D., El-Helou, M., Al Hassan, S., Ajjour, L., . . . Mugharbil, A. 

(2017). Health care workers' compliance to the My 5 Moments for Hand Hygiene: 

Comparison of 2 interventional method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5(1), 

89-91. 

Pittet, D. (2000). Improving compliance with hand hygiene in hospitals. Infection Control and 

Hospital Epidemiology, 21(6), 381-386. 

Pittet, D. (2001). Improving adherence to hand hygiene practic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7(2), 234-240. 

Pittet, D., Hugonnet, S., Harbarth, S., Mourouga, P., Sauvan, V., Touveneau, S., & Perneger, T. V. 

(2000). Effectiveness of a hospital-wide programme to improve compliance with hand 



 

 

- 57 - 

 

hygiene. Infection Control Programme. Lancet, 356(9238), 1307-1312.  

Pittet, D., Panesar, S. S., Wilson, K., Longtin, Y., Morris, T., Allan, V., . . . Donaldson, L. (2011). 

Involving the patient to ask about hospital hand hygiene: a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feasibility study.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77(4), 299-303.  

Pittet, D., Simon, A., Hugonnet, S., Pessoa-Silva, C. L., Sauvan, V., & Perneger, T. V. (2004). 

Hand hygiene among physicians: performance, beliefs, and percepti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41(1), 1-8.  

Raju, T. N. (1999). Ignac Semmelweis and the etiology of fetal and neonatal sepsis. Journal of 

Perinatology, 19(4), 307-310.  

Rosenthal, V. D., McCormick, R. D., Guzman, S., Villamayor, C., & Orellano, P. W. (2003). Effect 

of education and performance feedback on handwashing: the benefit of administrative 

support in Argentinean hospital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1(2), 85-92.  

Rupp, M. E., Fitzgerald, T., Puumala, S., Anderson, J. R., Craig, R., Iwen, P. C., . . . Smith, V. 

(2008). Prospective, controlled, cross-over trial of alcohol-based hand gel in critical care 

units. Infection Control and Hospital Epidemiology, 29(1), 8-15. 

Salama, M. F., Jamal, W. Y., Mousa, H. A., Al-Abdulghani, K. A., & Rotimi, V. O. (2013). The 

effect of hand hygiene compliance on hospital-acquired infections in an ICU setting in a 

Kuwaiti teaching hospital. 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6(1), 27-34.  

Sax, H., Allegranzi, B., Chraiti, M. N., Boyce, J., Larson, E., & Pittet, D. (200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nd hygiene observation method.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7(10), 827-834. 

Sax, H., Uckay, I., Richet, H., Allegranzi, B., & Pittet, D. (2007). Determinants of good adherence 

to hand hygiene among healthcare workers who have extensive exposure to hand hygiene 

campaigns. Infection Control and Hospital Epidemiology, 28(11), 1267-1274.  

Scott II, R. D. (2009). THE DIRECT MEDICAL COSTS OF.  

Siegel, J. D., Rhinehart, E., Jackson, M., & Chiarello, L. (2007).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35(10 Suppl 2), S65-164.  

Sunkesula, V. C., Meranda, D., Kundrapu, S., Zabarsky, T. F., McKee, M., Macinga, D. R., & 

Donskey, C. J. (2015). Comparison of hand hygiene monitoring using the 5 Moments for 



 

 

- 58 - 

 

Hand Hygiene method versus a wash in-wash out method.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3(1), 16-19. 

Joint Commission. (2009). Measuring hand hygiene adherence: overcoming the challenges. 

Oakbrook Terrace, IL: The Joint Commiss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Hand Hygiene in Outpatient and Home-based Care and Long-

term Care Facilities. In A Guide to the Application of the WHO Multimodal Hand 

Hygiene Improvement Strategy and the “My Five Moments for Hand Hygiene” Approac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a). Perception Survey for Health-Care Workers (revised August 

2009).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gpsc/5may/tools/evaluation_feedback/e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b).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First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Clean Care Is Safer Car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Report on the burden of endemic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 worldw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Evidence of hand hygiene to reduce transmission and 

infections by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in health-care settings.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SAVE LIVES: Clean Your 

Hands. Retrieved from http://www.who.int/infection-prevention/en/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Patient Safety. (2009a). A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multimodal hand hygiene improvement strateg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Patient Safety. (2009b). Hand hygiene technical reference 

manual. In to be used by health-care workers, trainers and observers of hand hygiene 

practic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59 

 

부록 1. 설명문  

 

 

 

 

 

 

 

 

 

 

 

 

 

 

 

 

 

 

 

 

 

 

 

연구대상자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 석사과정생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연구 제목 

입원 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 

 

2. 연구 목적 

손위생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 

연구는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도를 조사하는 연구이고, 보호자와 간병인의 

손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154명이 참여 예정이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당일 설문지를 1회 작성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1) 해당 환자의 간병을 시작한지 24시간 이상 경과된 보호자와 간병인 

2) 하루 8시간 이상 상주하는 보호자와 간병인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한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제외 기준 

  1) 해당 환자의 간병을 시작한지 24시간 미만인 보호자와 간병인 

  2) 하루 8시간 미만 상주하는 보호자와 간병인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 입원 중인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 연구자를 통해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연구 대상자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이후 연구 담당자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함께 설명문, 답례품을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배부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대상자가 완성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별도로 마련된   

밀봉된 수거함에 각각 제출하시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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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서 

 

 

 

 

 

 

 

 

 

 

 

 

 

 

 

 

 

 

 

 

 

 

 

 

 

 

5.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입원 환자 보호자의 손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의료관련감염 감소 및 손위생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6. 연구 위험성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약간의 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성이 예상됩니다. 필요 시 휴식을 취한 후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7. 연구대상자 보호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성명과 같은 개인 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에 관련된 담당자만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학술적 목적으로 게재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연구에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 

답례품으로 3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연구책임자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송민정 

- 연구자 전화번호:  

- E-mail: time****@naver.com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서울병원 피험자보호연구윤리담당자 02-341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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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서 

 

 

 

 

 

 

 

 

 

 

 

 

 

 

 

 

 

 

 

 

 

 

 

 

 

 

 

 

 

 

 

 

 

 

 

 

No.(         )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관련 인식 및 수행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밀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점검자가 연구 실시 절차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날짜 년          월          일 

성명 (서명) 

 

연구자 

날짜 년          월          일 

성명 송민정 (서명) 

연락처 010.8725.**** / time****@naver.com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서울병원 피험자보호연구윤리담당자 02-341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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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임상전문간호 석사과정생이며, 학위 논문으로 

<입원환자 보호자의 손위생 인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설문지의 내용

은 비밀 보장되며 누구의 설문인지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설문지 작성까지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연구자: 송민정(연세대학교 대학원 임상전문간호 석사과정) 

연락처:  

연구 책임자: 김은영(삼성서울병원 15서 병동) 

연구 지도 교수: 최모나 교수(연세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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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의견이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V”표 하십시오. 

 

1. 귀하께서는 병원 생활 전에 손위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➀ 예                □ ➁ 아니오 

 

2. 귀하께서는 병원 생활 중 손위생 관련 홍보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 ➀ 예                □ ➁ 아니오 

 

3. 귀하께서는 환자 간병 중 손소독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십니까? 

□ ➀ 예                □ ➁ 아니오 

 

4. 귀하께서 보시기에, 병원에서 환자가 의료관련감염에 걸릴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모르겠다. 

 

5. 귀하께서 보시기에 보통, 의료관련감염이 환자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➀ 매우 낮다       □ ➁ 낮다       □ ➂ 높다       □ ➃ 매우 높다. 

 

6. 귀하께서는 손위생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➀ 매우 낮다       □ ➁ 낮다       □ ➂ 높다       □ ➃ 매우 높다 

 

7. 귀하께서는 환자안전 문제 중에서 손위생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➀ 매우 낮다      □ ➁ 낮다.        □ ➂ 높다.      □ ➃ 매우 높다 

 

8. 평균적으로 보호자/간병인들이 손위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몇 %에서 실제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0 %) 

□  (         )%        □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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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께서 보시기에 다음 행동이 병원에서 손위생 향상을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부분에 “ 〇 ” 표시 해주십시오. 

① . 부서의 의료진이 손위생에 관심이 있고 공개적으로 손위생을 권장한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② 병원에서 손소독제가 필요한 곳 어디든지 있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③ 손위생 안내 포스터가 어느 곳에나 부착되어 있어 손위생을 알려준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④ (귀하께서) 손위생 교육을 받는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⑤ 단순 명료한 손위생 순서와 방법을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⑥ (귀하께서) 환자 간병 시 손위생 수행에 대해 수시로 조언을 받는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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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함께 있는 보호자나 간병인 중에 모범적으로 손위생을 잘하는 이가 있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⑧ 환자가 의료진 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손위생을 하도록 상기시켜 준다. 

1 2 3 4 5 6 7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매우 효과가 

있다. 

 

 

 

12. 귀하께서는 평균적으로,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 중 몇 % 정도에서 손씻기 또는 손소독을    

실제로 하십니까? (0~100%)    (                  )% 

 

 

 

 

 

 

10. 귀하께서 보시기에 환자들이 병원직원들의 손위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1. 귀하께서는 환자를 돌볼 때에 적절한 손위생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특별히 

노력이 

필요없음. 

  보통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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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을 읽고 손위생의 필요 여부와 실제 본인이 손위생을 수행하는 경우와 가까운 곳

에 'V'표 하십시오. (손위생이란 병원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문지르거나 세

면대에 비치된 물비누로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접촉 전>  

(나는)화장실에 다녀온 후 환자 자세를 바꿔주기 전(또는 옷 매무새를 만져주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하기 전(또는 대, 소변 보는 것을 도와주거나, 환자의 화장실 이동을 돕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공용)냉장고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온 후 환자 이동을 도와주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 주사 제거 후(또는 피검사 후) 알코올 솜으로 지혈하는 것을 도와 주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 접촉 후> 

환자가 식사하기 편하게  자세를 바꿔준 후 (공용)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지러 가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에게 눈물액을 넣어 준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앉히고) 간호사실에 새 환자복을 받으러 가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이동을 도와주고 간이주방에 물을 가지러 가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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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환자의 침상 난간을 올리거나 내린 후 (공용)화장실에 가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침상 정리 후 간이주방에 물 뜨러 가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복을 오물실 바구니에 넣은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 식사 후 식사한 것을 정리하고 나서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나는)환자 침상 정리 후 세면대에 양치질 하러 갈 때 손위생을 한다(1인실의 경우 공용세면대를 

사용할 경우).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체액에의 노출 후>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또는 대, 소변 보는 것을 도와준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침이나 땀을 닦아준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 검체통을 간호사실에 제출한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코 푼 휴지를 버려 준 후 손위생을 한다(손에는 코가 묻지 않았음).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혈액이 뭍은 알코올솜을 만진 후(버린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68 

 

<청결적 행위 전> 

환자에게 눈물액을 넣어 주기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운동 후 병실로 돌아와 환자 식사를 준비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환자의 양치질을 도와주기 전(구강 소독 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➀ 남(    ) □ ➁ 여(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3.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➀ 가족(    )  □ ➁ 간병인(    )  

3-1. 가족이신 경우 이전에도 간병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➀ 이번이 처음이다.  

□ ➁ 이전에도 간병한 경험이 있다.  

3-2 간병인이신 경우 귀하의 간병 경력   

기간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년 (        )개월 

 

4. 귀하의 최종 학력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➀ 초등학교 졸업  □ ➁ 중학교 졸업  □ ➂ 고등학교 졸업  □ ➂ 대학교 이상 졸업  

 

5. 귀하께서는 간병하는 환자의 진단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➀ 예                □ ➁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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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을 읽고 실제 본인이 손위생을 수행하는 경우와 가까운 곳에 'V'표 하십시오.  

<일상생활 중> 

집에서 화장실 사용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공중 화장실을 사용 후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집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기침을 하거나 코를 풀고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돈을 만진 후에 손위생을 수행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위생을 한다. 

안한다 거의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 없음 

1 2 3 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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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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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family caregivers’ 

hand hygiene 

 

Song, Min Jung 

Dep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resent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to 

identify the level of perception and performance related to hand hygiene 

family caregivers of inpatients, an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hand hygiene perception and performa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convenience sample of 152 

family caregivers of inpatients from a single tertiary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between April 3 and May 4, 2018. A structured self-

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hand hygiene perception, in-

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The SPSS 24.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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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With respect to hand hygiene perception, participants 

showed a mean score of 4.97±1.03 out of 7 points, representing a mid-

to-high level of perception. For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participants showed a mean score of 3.40±0.76 out of 5 points, 

representing a mid-to-high level of performance. Among the sub-

categories, the highest score was found in the category of after body 

fluid exposure (3.95±0.94 points), while the lowest score was found in 

the category of after contact with the patient (2.69±0.97). Participants 

who received hand hygiene education, held positive views on the 

preventive role of hand hygiene in relation to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and placed a high priority on hand hygiene among patient safety 

issu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hand hygiene perception scores. In 

addition, participants who received hand hygiene education, commonly 

used hand sanitizers during caregiving, held high views on the preventive 

effect of hand hygiene in relation to HAI, and placed high priority on hand 

hygiene among patient safety issu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hand 

hygiene performance scores. Daily hand hygiene performa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hand hygiene perception (r=.160, p=.049) and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r=.652, p<.001). And hand 

hygiene perception and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321, p<.001).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perception about hand hygiene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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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hand hygiene performance by the family caregivers of 

inpatients, that would require education and promotion about the 

appropriate moments for hand hygiene and the effects of hand hygiene. 

Moreover, as in-hospital hand hygiene and daily hand hygiene 

performa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 it is necessary to precede 

education for hand hygiene for daily lives to enhance in-hospital hand 

hygiene performance . 

 

 

 

 

 

 

 

 

 

 

 

 

 

 

 

 

 

 

 

 

 

Key words: hand hygiene perception, hand hygiene performance, 

family caregivers of in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