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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 확보수준과 수술환자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청결 또는 청결-오염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자료 및 의료기관 정보를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분리청구될 수 있으므로 입원 시작일이

2016년 10월 자료부터 2017년 12월까지인 청구명세서로부터 추출했다. 추출한

자료는 입원기간이 2일 이상, 청결 또는 청결-오염수술을 받은 환자, 첫 번째 수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배제 등과 같은 자료 선택 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

자료가 선별되었다. 최종분석은 312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69개),

136,916명(상급종합병원 81,301명, 종합병원 55,615명) 자료로 실시했다.

본 연구의 환자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유형, Elixhauser

comorbidity measure score,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여부, 침습적 처치,

수술종류, 수술 부위가 2부위 이상 여부, 중환자실 2일 이상 재원여부 등이며,

의료기관 특성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의료기관 소재 지역, 설립구분, 수련기관

여부, 병상 수 등이다.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이

용하였고,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이용

했다. 결과변수는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에 의료관련 감염 상병(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항생제 내성균) 기재 여부와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이다. 통계 분석방법은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 현황,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여부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의 관계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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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있었으며 1등급 의료기관이 81.4%로 많았다. 반면 종합

병원은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이 72.5%로 가장 많았다.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은

상급종합병원은 1-3등급 중 하나에 해당했다. 종합병원은 1-7등급에 분포했으며

3등급이 23.0%로 가장 많았고, 7등급도 20.1%로 의료기관간 편차가 컸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은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종합

병원에 비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은 요로

감염 2.8%, 폐렴 1.8%, 패혈증 0.5%, 항생제 내성균 0.1%였고,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환자 수는 전체 환자 중 3.2%였다.

다수준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이나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에 비해 1등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적었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 의료기관에 비해 1-6등급 의료기관에서 의료

관련 감염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

병원에서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의

료기관 간 간호사 확보수준의 편차가 크지 않고 종합병원에 비해 인력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준 분석 결과 간호사 확보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관리 간호사와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구로서 간호사 인력확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는 정부정책에 근거가 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간호사 확보수준, 의료관련 감염, 건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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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 필요성

병원감염(Hospital acquired infection, HAI)은의료기관에서발생한감염을 의미

한다. 즉, 입원당시에는없었고 잠복(incubation) 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기간

중 발생하는 것으로 입원 48시간 이후의 감염으로 정의한다(Jang, 2009). 최근에는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HCAI)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HCAI는 HAI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장기요양시설, 재가돌

봄, 외래 등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입원 후 48시간 이상 또는 건강관리(health

care)를 받고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한다(Haque et al., 2018).

의료관련 감염은 환자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용 뿐 아니라 사망률까지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Vincent et al., 2009; Jain, Miller, Belt, King, &

Berwick, 2006; Park et al., 2005) 의료관련 감염 감시 및 관리활동을 통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Xu et al., 2015).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은 의료관련 감염 발생 감시 및 감염예방 관리 평가,

직원 대상 감염관리교육 및 자문, 위원회 활동, 정책과 규정 마련 등의 업무수행

이다(CBIC, 2018;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즉 실

질적인실무역할을하고있으므로의료관련감염 관리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 2016년

국내 의료기관 273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염관리실 인력 수는

감염관리 활동 수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관리활

동을 위해서는 감염관리간호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등, 2017).

감염관리 간호사와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국내외 연구는 많

지 않다. 국내연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국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관절 수술환자, 의료 및 보건 관련 기관(healthcare facilities)을 대상으로 4편의 연

구가 확인되었다(Xu et al., 2015; Geubbels et al., 2005; Parry et al, 2005; Richet

et al., 2003). 이 중 3편의연구에서감염관리간호사확보가의료관련감염발생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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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있다고보고하고있다(Xu et al., 2015; Parry et al, 2005; Richet et al., 2003).

감염감시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감염관리 간호사 외에도 환자를 접하고 간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확보도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g et al., 2009; Kim & Lim, 2015;

Suh & Oh, 2010; 정연욱 등, 2008). 따라서의료관련감염억제를위해서는감염관리

간호사와 더불어 일반병동 등에서 직접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인력확보

가 중요하다.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수준과 의료관련 감염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와

해당 연구들을 포함한 환자 건강결과와의 연관성 문헌고찰 연구가 있으므로 관련

문헌 수는 많다(Kane et al., 2007; McGahan et al., 2012; Penoyer, 2010; West

et al., 2009). 그리고 국내에서 실시된 임상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

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Lee, 2016; Kim et al., 2012; Park, 2003). 많

은 연구들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양호할수록 의료관련 감염 발생 감소가 보고

되나 모든 연구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는다(Kane et al., 2007; 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 차이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원

특성, 특정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적정인력 차이, 개념적 기틀에 맞는 위험도

보정 정도(risk adjustment), 의료관련 감염 발생 측정방법 등에 기인할 수 있다

(Mark., 2006; Sh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료관련 감염 지표는 폐렴, 패혈증, 요로감염, 항생제

내성 상병이다.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건강보험청구명세서 자료임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 상병을 지표로 삼았다. 이 감염 지표들은 국내

외 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 지표로 사용 중이거나(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2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2018; Kim et al., 202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9) 선행연구들에서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이다(Kane et al., 2007). 한편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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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코드를 통한 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연구가(Kim et

al., 2017; Redondo-González et al., 2018) 있으므로 추가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

에 주로 사용하는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를 지표로 사용했다.

본연구는 2017년기준수술환자대상국내감염관리간호사 및일반병동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보상인 ‘감염예방·관리료’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시행 초기인 2017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

료기관의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 정책에 대한 향후 효과분석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 확보 수준이 수술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한다.

2)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현황을 파악한다.

3)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 특성별 의료관련 감염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여부 차이를 분석한다.

4)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이 입원한 수술환자의 의료

관련 감염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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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의료관련 감염

1) 이론적 정의

입원 후 48시간 이상 또는 건강관리(health care)를 받고 30일 이내에 발생

하는 감염을 의미한다(Haque et al., 2018).

2) 조작적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청구명세서의 의료관련 감염 상병 기재와 내성균

유효 항생제 청구여부이다.

2. 간호사 확보수준

1) 이론적 정의

보건의료기관(health care setting)에서종사하는간호사수로간호사유형, 자격증,

경력, 환자나 병상 수 기준 간호사 수 등을 의미한다(Whitehead & Myers, 201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은 감염관리 간호사는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통해 확인하고, 일반병동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통해 확인한다.

두지표모두병상수대비간호사수를기준으로등급이분류된다. 아울러, 감염관리간호사

는 감염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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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의료관련 감염지표

의료관련 감염발생 지표로 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요로감염, 폐렴, 수술부위

상처감염, 혈관카테터 관련 혈행감염, 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 등이다(김홍빈 등,

2019;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2021). 이 외에도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infection, VRE) 등과 같은 항생제 내성균주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

실레감염증(Clostridioids difficile infection)등이지표로사용되고있다(김홍빈등, 2019).

중환자실에서는 침습적인 의료기구 사용이 의료관련 감염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HIRA, 2018a; Rosenthal et al., 2012; Saint et al., 2013) 대표적인 사용지표

는 의료기구와 관련된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CAUTIs),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central

line-associated primary blood stream infections, CLABSIs)이다(CDC, 2021; 김은진

등, 2020).

2020년 9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관련 감염 감시의 대상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혈류감염, 요

로감염, 폐렴), 수술한 부위의 감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손위생 수

행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기타 그 밖에 질병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의료관련 감염 감시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3호, 2020. 9. 14.)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은 반코마이

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

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

증,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등 6종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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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 선행연구들에 대한 체

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을 확인하면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된 지표들은 요로감염,

폐렴, 수술부위 상처 감염, 혈관카테터 관련 감염, 수술 후 패혈증, MRSA, Viral

gastrointestinal infection, Enterobacter cloacae and Serratia macrcesces 등이다

(Kane et al., 2007; 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

본 연구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 중 건강보험 청구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폐렴, 패혈증, 요로감염 및 MRSA, VRE 등 항생제 내성균 상병과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으로항생제내성균에주로인정하고있는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여부를지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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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료관련 감염 영향요인

1. 환자특성과 의료관련 감염 연관성

의료관련 감염에 취약한 환자 특성은 고령이거나 면역결핍 환자, 중환자실

입원, 침습적 처치, 악성 암이나 당뇨 이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Emmerson et al.,

1996; I Klavs et al., 2003.; Rosenthal et al., 2012; 김영희 & 염영희, 2014, 차경숙

등, 2010). 연령은 8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8.3%인 반면 50-79세는 5.9%, 50세 이하

는 2.6%라는 보고가 있다(I Klavs et al., 2003). 또한 수술부위 감염 발생 위험은

60세 미만 환자보다 60세 이상 환자가 의료관련 감염 발생 오즈비가 1.59배로 높

게 보고 되기도 한다(김영희 & 염영희, 2014). 환자의 기저질환 또한 의료관련

감염발생에 위험요인이 된다. 환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와 같이 면역결핍 질환인 경우 의료관련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Mitha et al., 2014; Stroud et al., 1997). 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의료기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입원일 1,000일 당 3.5명이라면

HIV에 이환된 환자인 경우는 입원일 1,000일 당 6.1명의 환자에서 의료관련 감염

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Stroud et al., 1997). 더불어 면역결핍 질환이 없는

경우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은 4.3%이나, 면역결핍 질환이 있는 경우는 7.3%라는

보고도 있다(I Klavs et al., 2003). 당뇨병의 경우도 당뇨병이 없는 환자의 의료

관련 감염발생률은 4.3%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7.3%으로 발생률이 높다(I Klavs

et al., 2003).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는 침습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된다(I Klavs et al., 2003; Rosenthal et al.,

2012). 의료관련 감염 발생 오즈비는 침습적인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중

심정맥카테터 삽입이 3.2배(95% CI 2.1-4.9), 유치도뇨관은 2.4배(95% CI

1.6-3.4), 말초혈관카테터가 1.7배(95% CI 1.2-2.4) 순이라는 보고가 있다(I Klavs

et al., 2003).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은데 질환이 중증

이면서 많은 중환자실 환자가 침습적인 처치(기관내 삽관, 유치도뇨관 등)를 받

고 있고, 환자 질환의 심각성으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므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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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기 때문이다(I Klavs et al., 2003; Mihaly et al., 2016; Weber et al., 1999;

차경숙 등 2010). 유럽의 2017년 CDC 보고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체류

한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은 8.3% 였으며, 이 환자들에서 폐렴이 6%, 혈류감

염 4%, 요로감염 2% 순으로 발생했다(ECDC, 2017).

2. 의료기관 특성과 의료관련 감염 연관성

의료기관 특성과 의료관련 감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국내연구에서

주로 확인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원보다 요로감염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

거나(김윤미 등, 2012)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종합병원의 감염확률이 2.01배로

높다는 보고가 있다(김묘경, 2017).

국내 감염관리 간호사의 감염관리 활동이나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의료기관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미 & 최정실, 2014; 이지영 등,

2017). 감염관리 간호사 역량은 의료기관의 종별이나 소재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량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역량이 높았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역량이 높게 보고된다(김경미 & 최정실, 2014). 감염관리 활동은 중

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감염관리 활동 수준

이 높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보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보고가 있다(이지영 등,

2017). 또한 감염관리실 인력이 2명 이상인 의료기관이 1명인 의료기관보다 의

료기관 감염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등, 2017).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국내는 의료기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나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의료관련 감염활동 수준이 높고, 그 결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도

다른 하위 종별의 의료기관과 비교해 더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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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제도 및 확보수준

국내에서 감염관리 관련 자격증으로 감염관리전문간호사와 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내 전문간호사 자격증으로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관련

분야 시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

복지부령 제778호). 감염관리 실무 전문가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부여하

는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의 감염관리 전담

실무경력 및 대한감염관리사회 정회원 유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등의 자격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대한감염

관리간호사회, 2021).

미국에서는 Certification Board of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Inc.(CBIC)에서 부여하는 감염 예방·관리사 자격증(Certification i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or CICⓇ, credential)이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Registered nurse(RN) 자격증과

감염성 질환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 설문과 역학조사, 감염원의 전파 예방·관리와

관련해 2년 정도의 충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직원/직업 건강,

관리 또는 의사소통, 교육과 연구, 환경관리, 세척, 멸균, 소독, 무균 중 최소 2가지

영역 이상의 경력을 뜻한다(CBIC, 2018). 국내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은 제외국과

거의 유사해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Her et al.,

2012; 오향순&이성은, 2005; 의료법시행규칙제43조). 감염관리 간호사 중 일부만이

감염관리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감염관리 간호사의 적정 수는 미국에서 1974년에서 1983년까지 10년 동안

의료관련 감염관리 효과를 분석한 Study on the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SENIC) Project(Hughes, 1988)에서 25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0.4명/100병상). 이후 20개 주 32명의 패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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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실시한 연구(O'Boyle et al., 2002)에서는 80-100병상 당 1

명의 감염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외국의 감염관리간호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까지 수행된 호주의 웹기반 설문조사(Mitchell et al., 2015)는 152개 병원을 대

상으로 49건의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100병상 당 평균 0.66명(95% CI,

0.55-0.77)의 감염관리 간호사가 있었으며, 공공병원이 100병상당 평균 0.79명으

로 민간병원 0.43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수가 더 많았다. 미국은 289개

의료기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감염관리자(Infection Preventionist)는 54.9%가

RN이었고, 병원 역학자(Hospital epidemiologist)는 83.8%가 의사였다. 중간값으

로 167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자가 있었고, 감염 관리자 수는 병상 수와 부적인 관

계가 있어 병상 수가 적은 의료기관에 더 많은 감염관리자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경력 2년 미만인 감염관리자가 24.3%였으나 15년 이상인 감염 관리자도 27.6%나 되

었다(Stone et al., 2009).

한편 국내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한달 간 감염관리 담당자가 배치된 국내

273개 의료기관을 대상, 199개 의료기관에서 답변을 받은 설문조사 연구에서(이지영

등, 2017) 감염관리간호사 1인당 평균 병상 수는 311병상(0.32명/100병상), 최종

학력은 학사 이상이 94.2%였고 병원근무 경력은 평균 14.62년, 감염관리 경력은

평균 4.94년이었다. 이 중 감염관리 경력이 2년 미만인 간호사가 34.1%로 경력

이 짧은 간호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8.3%가 감염관리 자격

증을 가지고 있었고,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은 20.4%, 대한감염

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은 18.7%가 소지하고 있었다. 국내 종

합병원 300병상 이상 감염관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오향순 & 이성은 (2005) 연

구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감염관리간호사가 1명 이상 있는

전체 의료기관 136 기관 192명 중 102개 의료기관 125명(61%)이었다. 병상 수 대

비율은 평균 396병상당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면

의료법 개정이나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기 전에는 국내 감염관리 간호사 대

병상 수 비율은 호주 실태 조사와 비교해 약 절반 정도로 그 수가 적으며, 경력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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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간호사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또한병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감염관

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있었다. 이 설치

기준은 점차 확대되어 2021년 6월 말부터는 치과병원이나한방병원을 포함해 1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 의무화 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021.6.30.)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9월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당 병상 수로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했다. 2017년 기준 1등급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2등급은 200:1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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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병실 간호사 확보수준

미국은 연방법으로 간호사(registered nurse)와 간호 조무사(nurse aides)에

대해 적정 인력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ederal

goverment, 2018).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최소 간호사 확보 수준이 법제화되어 있

으며,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간호 행정직(수간호사 등)은 확보 인

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이 규정에 따르면 내과 및 외과분야는 간호인

력 대비 환자 수(nurse-to-patient)가 중환자실(신생아 중환자실 동일) 1:2, 일반

병동은 1:5이다(Southern California's Registered Nurse Union, 2018). 또한 정책

개발을 위한 보건정책위원회(Health Policy Commission)에서도 2014년 9월에 새

로운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급성기 의료기관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nurse-to-patient staffing ratio)을 1:1 또는 1:2 수준을 유지

하도록 했다(Andrew Levine, 2018).

우리나라는 병상 수 또는 환자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

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다르

게 지급하는 제도로 종합병원 기준 일반병실 1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2.5:1 미만의 간호인력이 있어야 하며, 성인 중환자실 1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0.5:1 미만인 경우 산정할 수 있다(HIRA, 2021). 우리나라 의

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국내 간호사 인력 수는 2014년 147,210명에서 2018년

195,314명으로 32.68%가 증가했다(HIRA, 2019a). 입원병상 수가 2014년 660,099

개에서 2018년 707,349개로 1.7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간호사 확보수준은 매

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성현 등, 2021; HIRA, 2019a).

국내 간호사 일반병실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연구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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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ports about Korean nurse staffing level

Author(year) Unit Measures Results

박보현 등
(2003)

General ward Patient-to-nurse ratio 5.2:1

Cho, S.H. et al
(2008)

ICU Patient-to-nurse ratio 2.8

Cho, S.H. &
Yun S.C.
(2009)

ICU
Grade based on the
bed-to-nurse

Grade 6-7: 41.6%

General ward Grade 5-6: 84.3%

조수진 등
(2011)

General ward
Grade based on the
bed-to-nurse

Tertiary: 3-4: 83.72%
General: 6-7: 47.88%
Hospital: 7: 75.80%
(Grade range 1-7)

이한주 등
(2011)

General ward Bed-to-nurse 7.93

이영주(2016) Neonatal ICU Nurse-to-patient ratio
Tertiary: 4.34
General: 4.63

조성현 등,
(2021)

General ward of
general hospitals

Grade based on the
bed-to-nurse

Grade 1: 39.6%
Grade 2: 23.3%
Grade 3: 10.4%
Grade 4: 4.4%
Grade 5: 4.7%
Grade 6: 6.9%
Grade 7(reported): 10.7%
Grade 7(not report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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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 선행연구

1.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는 많지 않다. 확인된 3편의 연구들에서 감염관리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관련 감염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u et al., 2015; Parry et

al., 2005, Richet et al., 2003).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는 소아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사망률, 기관내 삽관으로 인한 폐렴 등의 감소나(Xu et al., 2015)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의 병원감염 균혈증 발생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Parry et al., 2005). 이밖에도의료및돌봄시설간(healthcare facilites) 비교연구

에서감염관리간호사당 환자 수가 MRSA 발생률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Richet et al., 2003). 한편 고관절 치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감염관리 간호사를 포함한 감염관리자 확보와 수술 후 감염발생과의연관

성을 확인하였으나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되지는 않았다(Geubbels et al.,2005). 이 밖

에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이 감염관리 간호사의 감염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

치므로 병상 수당 적정한 수의 감염관리 간호사와 전담 감염관리간호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이지영 등, 2017).

2. 임상 간호사 확보수준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실시하는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가

2편이 있었고(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를 확인한 문헌고찰 연구에도 건강결과 지표로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포함되어 있었다(Kane et al.,2007; McGahan et al., 2012; Penoyer., 2010; Wes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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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

료관련 발생과의 연관성 수준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Mitchell et al.(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는 혈행감염(blood stream infections, BSI) 지표 연구 7편 중 4편, 요로감염

(urinary tract infections, UTI) 지표 연구 1편 중 1편, 폐렴 지표 연구 1편 중 1

편에서 간호사 확보수준과 발생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다기관 연구

에서는 BSI는 20편의 연구 중 11편, UTI는 19편 중 6편, 폐렴은 20편 중 10편에서

간호사 확보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상처감염을 지표로 한 4

편에서는 모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RSA 등 특정 감염균이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문헌 6편 중에서는 4편의 문헌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Stone et al.(2008)은 1990년부터 발표된 문헌을 고찰했다. 1개 기관 대상

연구 중 BSI를 지표로 한 문헌 7편 중 4편, UTI는 1편 중 1편, 폐렴은 1편 중 1편

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다기관 연구에서는 BSI는 10편 중 6편, 폐렴

은 15편 중 10편, UTI는 14편 중 3편, 상처 부위는 7편 중 1편이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Kan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입원일 당 간호사가 1

Full time equivalents(FTE) 증가하게 되면 외과환자에서 수술부위 상처 감염이

오즈비 0.15배(95% CI 0.03-0.82) 감소, 병원성 혈행감염은 오즈비 0.64배(95%

CI 0.55-0.86)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 성인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

으로 문헌을 고찰한 McGaha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VAP는 4편 중 3편,

MRSA는 3편 중 3편, CLBSI 3편 중 2편에서간호사확보수준과의연관성을보고했다.

이 밖에 6년 동안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의 출근 확인(payroll check)

을 통한 간호사 인력수준과 의료관련 감염발생 시기와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Shang et al., 2019). 의료관련 감염발생 2일 전

간호사 순번(shift)에 따른 인력수준이 평소 근무자 수보다 적은 경우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국내에서 연구된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을 결과지표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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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은 6편의 문헌이 확인되었다(Choi et al., 2021; Lee, 2016; Kim, 2019; Kim,

2017.; Kim et al., 2012; Park, 2003). 12가지 수술군(주요 개두술, 기타 개두술,

외상 치료목적 개두술, 심장판막수술 등)에 해당하는 외과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적을수록 사망률

및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요로감염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수술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0-1등급에 비해 2-3등급은 오즈비가 6.63배(95% CI, 3.00-14.62), 6-7등

급은 8.4배(95% CI, 1.82-38.84)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묘경, 2017).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가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의료관련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Lee, 2016), 다기관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비

뇨기계 감염, 호흡기계 감염, 창상 및 주사부위 감염)에 대해 확인한 연구에서 의

료관련 감염은 간호사 확보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ark. et al., 20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환자대상 연구에서는 간호사

당 평균 환자 수가 5명에 비해 6명 이상인 경우 의료관련 감염 발생 오즈비는

2.06∼14.8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윤정, 2019).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당 입소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요로감염 발생오즈비가 1.009배(95% CI, 1.001-1.017)로보고되었다(조성현등, 2021).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수는 많으나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있지만 문헌의

질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구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환자의 중증도

보정 여부나 의료관련 감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적절히 통제된

결과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수술로 입원한

전체 환자자료를 이용해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

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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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Donabedian model은 Avedis Donabedian에 의해 1966년 개발된 개념적 기

틀로서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

의료의 질(health care quality) 평가 및 비교에 수십 년동안 사용되어 왔다

(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8). 이 개념은 선형적 형태의 모델(liner

model)로서 구조(인력, 조직 구성, 장비 등)는 과정(돌봄을 제공하거나 받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건강상태 등)를

초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Mitchell and Shortell(1997)는 환자의 사망이나 유해

사건과 같은 건강결과가 구조 변수보다는 환자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

시함으로써 환자의 중증도와 같은 위험성 보정(risk adjustment)의 중요성과 더

불어 Donabedian Model로 결과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시된 모델 중 하나가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이다.

이 모델은 1998년 the Expert Panel on Quality Health Care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ing이 구조, 과정,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적 기틀로 전통적인 Donabedian Model과 환자, 제공자, 배경

(setting) 관계를 다수준 분석한 Holzemer의 3-dimenstional expansion of the

Donabedian triad’(Holzemer & Reilly, 1995)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Mitchell et

al., 1998; Mitchell & Lang et al., 2004). 이 모델의 구성요소를 의료기관 단위로

예를 들면 시스템은 병상구분, 설립유형, 간호사 확보수준 등을 의미하며, 중재

는 환자의 자가 간호 등을 포함한 임상적인 직·간접적인 과정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환자 특성은 환자의 건강상태, 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소 등을 의미한다.

결과는 사망, 장애, 질환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등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할 수 있

다(Mitchell et al., 1998). 이 모델은 역동적인 형태의 모형으로 시스템 특성, 환

자특성, 결과, 중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 즉, 하나의 영향요인이 독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결과에 줄 수는 없다. 이 모델은 산부인과와 암병동, 의료기

관에서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등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Gilmartin & Sousa.

2016; Mayberry et al., 2001; Radw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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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Mitchell et al., 1998)

Donabedian model이 구조-과정-결과라는 모델에서 구조가 과정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과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형관계를 제시한

반면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은 결과에 시스템 즉 구조적인 요소와 개인

적인 요소가 함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은 환자수준 변수와 의료기관 수준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고 간호사 확보수

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환자수준 변수와 의료기관 수준

변수가 모두 환자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에서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적합하다. 이 외에도 다수준 분석이

층위간 상호작용 개연성을 고려해 개발된 연구방법이라는 점에서도 모델의 각 구

성요소를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본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 적용이 적절하

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은 의료기관 특성인 감염예방·관리료 등급(감염관리간호

사 확보수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병상

수, 설립유형, 수련기관 여부,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이며, 환자특성은

Elixhauser comorbidity measure(ECM) 점수, 산정특례 대상 여부, 중환자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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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원여부, 침습적 처치 경험 여부, 연령, 성별, 보험유형, 수술 종류, 진료과가

다른 수술을 두 곳 이상 실시했는 지 여부 등이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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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이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의 의료관련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 연구자료

본 연구자료는 진료개시년월이 2016년 10월∼2017년 12월이면서 퇴원일이

2018년 3월까지인 심평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청구내역과 2017년 의료

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자료 활용을 위해 심평원의 기관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심의(B-2019-015-002)를 받았고, 연구수행을 위해 Y대학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의 심의(Y-2019-0177)를 받았다. 자료는 심평원의 청구자료 데이터베

이스에서 자료를 추출해 연구자료를 확보했다. 동 자료는 환자단위의 정보가

H-pin이라는 코드로 구분되므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포함하

고 있지 않다. 자료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92(32-bit)를 이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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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석대상 및 자료구축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2017년 수술을 받은 18세 이상 환자로 48시간 이상 입원환자이다

(Appendix Table 3.). 본 연구에서 수술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청결 창상과 청결-

오염수술로 심평원의 2017년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평가대상 수

술을 참고했다(HIRA, 2019). 해당 평가대상 수술은 청결창상과 청결-오염수술에

해당하는 수술로 창상부위에 감염이 없거나 수술 과정 중 오염통제가 가능한 수술

이다(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2014). 연구대상

환자는 연구대상 수술빈도가 연간 총 10건 이상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로서 입원기간이 2017년 1월에서 2018년 3월 말 사이인 환자이다.

동일 환자가 연구기간 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첫 입원 청구명세서를 분석대

상으로 했다.

연구대상 제외기준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왔거나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결핵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일 이상 받은 환자 등이다. 다른 병원에

서 전원 온 환자는 의료관련 감염의 요인이 이전 병원에 있을 수 있고, 결핵환자

는 치료를 위해 내성균에 유효한 항생제 투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웅급수술은 정규수술에 비해 사망률이나 수술부위감염을 포함한 이환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므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는 배제하였다(Havens et al.,

20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

사가 총체적인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력구조가 일반병동과 다

르면서 일반병동 입원을 대신하므로 전체 입원기간 중 비중이 클 수 있으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2일 이상 입원환자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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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구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연구대상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 입

원환자로 입원 시작일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입원 종료일이 2018년 3

월까지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건강보험청구명세서는 분리청구될 수 있으므로 입원시작일 확인을 위해 입원

시작일 2017년 1월보다 앞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추출했다.

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단위이므로 환자 당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진료내역(이하 ‘입원 에피소드’) 단위로 구축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기호와

암호화된환자번호, 청구내역날짜(입퇴원일자)를기준으로연구대상수술을받은환자

의 청구명세서를 에피소드 단위로 구축했다. 이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일 이상

제공받은 환자, 입원기간이 2일 미만인 환자 명세서는 제외했다. 아울러 연구 기간 중

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 첫 번째 입원 에피소드만을 선택했다. 선택된 에피소드

중에서 연구대상 수술이 청구된 에피소드만을 선택한 후 진료개시 일자가 2017년

1월이면서 진료종료일은 2018년 3월 이전인 환자만을 선택했다. 선택한 에피소드

중 타 기관에서 전원 온 환자와 수술건수 10건 미만인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결핵환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에피소드를 차례로 제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자료와 환자자료를 제외했다. 의료기관 자료 구축과정에서 병

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간호사 인력 신고기관 수가 2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2016년 12월 기준), 일반병동 간호사 인원 신고의 결측률도 50% 이상으로 매우 높

아 자료구축 과정 중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2017년기간중의료기관을개설했거나 폐업한기관, 2017년연간전체입원환자

의입원일수 합이 30일 이하인 의료기관, 2017년 중 개설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에 입

원한 환자, 업무상 재해나 특수 직종(집단)이 주로 입원하는 보훈병원이나 군인병원

등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제외시켰다. 최종 선

택된 환자 수는 136,916명이었고, 의료기관 수는 312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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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cess of data construction

Patient data Hospital data

진료개시년월이 2016년 10월~2018년 12월동안
연구대상 수술을 받은 18세 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입원 청구명세서를 에피소드 단위로
구축(n=1,155,587)

2017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체
의료기관 수(n=2,073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일 이상 제공받은 에피소드
배제(n=1,019,862)

환자 데이터셋에 있는 의료기관(n=1,129개소)
정보추출

입원기간 2일 이상인 에피소드(n=937,045)

첫 번째 입원 에피소드(n=494,947)

연구대상 수술이 청구된 에피소드(n=356,021)

진료개시일자 2017년 1월-진료종료일 2018년 3월인
에피소드(n=269,763)

타기관에서전원온환자에피소드배제(n=258,497)

수술 건수 10건 미만인 요양기관 입원 에피소드
배제(n=258,496)

결핵환자 입원 에피소드 배제(n=256,474)

응급실 입원 에피소드 배제(n=231,332)

환자 수 231,332명, 의료기관 1,129개소

· 병원급의료기관입원환자배제

환자 수 247,882명, 의료기관 340개소

· 2017년중개설또는폐업배제
·보훈병원,근로복지공단,국군병원등배제
·의료기관중연구대상전체환자의
재원일수합이30일이하기관배제

환자 수 136,916명, 의료기관 3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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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분석 변수

1. 환자특성

환자특성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건강보험 유형을 변수

로 포함하였고, 기저 건강상태로 입원 전 1년 동안의 입원과 외래 방문 시 제1주

상병과 제1부상병을 통합해 산출한 질병 중증도 점수 및 현재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산정특례 환자 여부, 침습적 처치 여부, 중환자실 2일 이상 체류

여부, 수술 부위, 두 부위 이상의 수술 여부 등을 포함했다. 해당 특성은 의료관

련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이다.

1) 성별- 남, 녀

2) 연령- 환자의 통계연령으로 진료개시일 당시의 환자 연령

3)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4) Elixhauser comorbidity measure(ECM) 점수

환자의 중증도 보정을 위해 ECM 점수를 산출했다. ECM은 행정자료를 기반

으로 30개 동반질환으로 계산되다가 고혈압과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

이 분리되어 31개 상병이 되었다. 점수산출은 하나의 지수로 산출되지 않고 각

각의 동반질환을 이분형으로 사용해 오다 Van Walraven et al.(2009)가 점수 시

스템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병원 내 사망 예측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회귀계

수를 사용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31개 동반질환에 부여된 점수로 –7점

에서 12점까지의 점수가중치를 합산해 산출한다. 본 연구는 Van Walrven et

al.,(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가중치를 적용해 ECM 점수를 산출했다. ECM 점

수 산출에 사용한 상병명은 입원 전 1년 동안의 외래와 입원 청구명세서의 주상병과

제1부상병을 이용했다(김경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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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expansion of health insurace coverage) 대상 여부

- 동제도는중증질환자나희귀난치성질환자등을대상으로의료기관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ECM이 31개

상병유무로 질환의 중증도를 산출하는 반면 산정특례 대상은 중대한 심장및

뇌 수술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환자를 포함해 해당 질환이나 수술을

받았는 지 여부를 나타낸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 1. 13.).

6) 침습적 처치

- 중심정맥내 카테터유치술, 기관절개술, 인공호흡, 유치카테터여부

7) 수술종류

- 수술 부위에 따라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수술, 일반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 기타 수술로 분류했다.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수술은 머리 및 심장,

폐수술을 포함하고, 일반외과 수술은 유방, 대장, 담낭수술을 포함한다.

정형외과 수술은 고관절, 무릎, 어깨, 척추수술을 포함하고, 기타수술은

그 외 수술 부위로 탈장, 전립선, 갑상선, 자궁수술을 포함한다(HIRA,

2018a)(Appendix Table 3).

8) 수술 부위 두 곳 이상 여부

- 진료과가 다른 수술이 동일 에피소드에 함께 청구되었는지 여부로 본 연구의

환자 특성 변수 중 수술분류를 기준으로 했다.

9) 입원기간 중 중환자실 2일 이상 입원 여부

- 수술후환자의경과관찰을위해중환자실에수술후환자를체류하도록하는경우가

있으므로중환자실 2일이상입원으로중환자실입원여부를포함했다(대한중환자의

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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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특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다.

가.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나. 지역- 서울(Seoul), 6대 광역시(metropolis)(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구(big city)(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방자치법 제3조), 도(province)

다. 설립- 공공 의료기관(국립, 공립, 특수법인), 민간 의료기관(개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라. 수련기관 여부 – 수련기관은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있는 기관이다.

마. 병상 수- 2017년 1분기 기준 허가 병상 수

바. 간호사 확보수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1)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등급(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은 감염예방·관리료산정등급으로측정했다. 본연구

에서감염관리간호사는다른업무와겸임한겸임간호사가아닌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는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의미한다. 심평원에감염관리간호사수를 신고한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이 가능한 기관이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며 병상 수 대 감염관리 전

담간호사 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1등급은 분기별 평균 150:1 이하인

경우, 2등급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200:1 이하인 경우이다.

의료기관이감염예방·관리료수가를인정받기위해서는이외에도다른기본

요건이 필요하다. 수가 산정을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가 병상 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300:1 이하(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 2인이 있는 것으로 산정)가

확보되야 한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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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관리’, ‘유행성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등급은 2016년 12월 신고기준 자료를 연구에 활용

하였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2016년 9월에 신설된 이후 2017년 동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총 574명에서 2017년 12월 기준 704.07명으로 22.7%로 급격

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감염관리 업무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경력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Oh, 2019; 김경미

& 최정실, 2014) 2016년 4분기 기준 인력확보 자료를 이용했다.

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Nurse staffing grade)

-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으로 측정했다.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은직전분기평균병상수대비당해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등급을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은1-6등급, 종합병원은1-7등급으로구분된다.

의료기관종별에따라등급기준이다르다. 예를들면상급종합병원1등급은병상수

대간호사수의비가 2.0:1 미만이나 종합병원 1등급은2.5:1 미만이다.본연구는

2017년 1분기 기준 인력자료를 이용했다.(HIRA, 2017)(Table 2).

Table 2. Tertiary & general ward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2017

Bed to nurse ratio Tertinary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General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beds<2.0:1 1

2.0≦ beds <2.5 2 1**

2.5≦ beds <3.0 3 2
3.0≦ beds <3.5 4 3
3.5≦ beds <4.0 5 4
4.0≦ beds <4.5 6* 5
4.5≦ beds <6.0 6
6.0≦ beds 7

* beds≧4.0, ** bed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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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건강결과

국내외에서 의료관련 주요 감염지표는 혈행 감염, 폐렴, 요로감염, 수술부위

상처 감염 등이다(CDC, 2021; HIRA, 2018; Kim et al., 2020, OECD, 2019).

1) 의료관련 감염발생

- 요양급여청구명세서에폐렴, 패혈증, 요로감염, 항생제 내성균 상병이 1개이상

기재된 경우를 의료관련 감염발생으로 조작적 정의 했다. 이 상병들은 요양

급여청구명세서상병기재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HIRA, 2018b)(Appendix

Table 1). 이 중 항생제 내성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법률제14316호, 2016.12.2., 일부개정)에서 ‘의료감염병’이면서유행을

감시하기 위한 “지정 감염병”(지정감염증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244호, 2016.12.29.)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2)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

- 의료관련 감염 상병에 대한 행정자료의 감염상병 사용에 대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김남순 등, 2017.; 박은철 등, 2017) 항생제 내성균에

많이사용하는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여부를 환자의 건강결과 지표에 포함

했다(이은지 등, 2019)(Appendix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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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은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두 번째, 환자특성 및 의료기관의 특성과 결과지표와의 연관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해 분석했다.

세 번째,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환자건강 결과와의 관련성은 종속변수가

의료관련 감염 여부나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여부와 같이 이분형이므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첫 번째로 어떤 독립변수도 포함하지 않은 기초모형(Null model)

을 분석했고 다음은 환자의 개인 특성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Model 1),

의료기관 특성변수만을 포함한 모형(Model 2),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 변수을 모두

포함한 모형(Model 3) 순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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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연구결과

A. 일반적 특성

1. 의료기관 특성

연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312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3.8%(43개), 종합

병원 86.2%(269개)이다. 설립유형은 민간 의료기관이 83.0%(259개)로 많았고, 수련

기관이 47.12%(147개)로 비수련기관 52.9%(165개)와 비율이 유사했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이 38.5%(120개)로 비율이 높았다. 병상규모는평균443.21±340.15개였으나병

상수가가장작은의료기관의병상 수가 100개, 가장 많은 기관은 2,704개로 의료기관

규모는 차이가 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다르므로

종별로 확인하면 상급종합병원 2등급 69.8%(30개), 3등급 16.3%(7개), 1등급은

14.0%(6개) 순으로 2등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은 3등급이 23.0%(62

개), 2등급과 7등급이 20.1%(54개), 6등급이 12.3%(33개), 4등급 11.9%(32개), 1등급

과 5등급이 6.3%(17개)기관 순으로 3등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감염예방·관리료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 중 37.5%(117개)

였다. 감염관리간호사확보수준은 1등급 기관이 31.1%(97개)였고, 2등급이 6.4%(20개)

였다. 감염예방·관리료 청구를 위한 인력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은 62.5%(195개)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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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hospital

(n=31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

Max
missing
n(%)(Median, IQR)

Hospital type
Tertiary 43(13.8)
General 269(86.2)

Ownership
Public 53(17.0)
Private 259(83.0)

Training hospital
YES 147(47.1)
NO 165(52.9)

Location
Seoul 53(17.0)
Metropolis 88(28.2)
Big city 51(16.3)
Province 120(38.5)

Number of beds 443.21±340.15
(299, 231.0-582.5) 100-2,704

100-300 166(53.2)
301-600 73(23.4)
601- 73(23.4)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rade 1 97(31.1)
Grade 2 20( 6.4)
No graded 195(62.5)

Tertiary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6(14.0)
Grade 2 30(69.8)
Grade 3 7(16.3)
Grade 4 0(0)
Grade 5 0(0)
Grade 6 0(0)

General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17(6.3)
Grade 2 54(20.1)
Grade 3 62(23.0)
Grade 4 32(11.9)
Grade 5 17( 6.3)
Grade 6 33(12.3)
Grade 7*** 54(20.1)

*n=43; **n=269; *** Including 22 hospitals(7.05%) that didn’t report nurse staffing grade;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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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확보수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기준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다르

므로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확보수준을 확인했다.

1)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기준에 부합했다. 상급종합병원 중 민간 의료기관의 1등급 의료기관 비율이

87.5%(28개)로 공공 의료기관 63.6%(7개)보다 많았고, 종합병원은 1등급 민간

의료기관이 22.5%(51개), 공공의료기관은 26.2%(11개)로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이

서울 92.9%(13개), 구 87.5%(7개), 도 83.3%(5개), 광역시 66.7%(10개)순으로 서

울지역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은 1등급 기관이 서울 53.9%(21개), 구

30.2%(13개), 광역시 19.2%(14개), 도 12.3%(14개) 순이었다. 종합병원은 감염예

방·관리료 청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기관비율이 높았는데 도 84.2%(96개), 광

역시 75.3%(55개), 구 65.1%(28개), 서울 41%(16개) 순이었다. 수련병원 여부는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의료기간이 수련기관이었으므로 종합병원에서 확인했다.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중 감염예방·관리료 청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

기관은 90.3%(149개), 수련기관은 44.2%(46개)로 비수련기관이 감염예방·관리료

청구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2)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은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

모두 2등급 기관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은 3등급 25.1%(57개),

공공 의료기관은 4등급 기관이 19.1%(8개)로 가장 많았다. 7등급 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이 21.6%(49개), 공공 의료기관이 11.9%(5개)로 민간 의료기관이 더 많았다.

종합병원에서 수련기관이 비수련기관에 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더 양호

했다. 1등급 의료기관은 수련기관이 11.5%(12개), 비수련기관 3.0%(5개)였고, 7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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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이 3.9%(4개), 비수련기관은 30.3%(50개)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은

1∼2등급 비율이 51.3%(20개), 도 지역이 14.1%(16개)로 서울지역 의료기관의

등급이 양호했고. 7등급 기관은 광역시가 광역시 소재 기관 중 2.7%(2개)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고, 도 지역은 36.8%(42개)로 가장 높았다(Table 4 & 5).

Table 4. Nursing staffing level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at tertiary hospitals(n=43)
n(%)

Variable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2 none 1 2 3 4 5 6
n(%) 35(81.4) 8(18.6) (0) 6(14.0) 30(69.8) 7(16.3) 0(0) 0(0) 0(0)

Ownership
Private 28(87.5) 4(12.5) 0(0) 4(12.5) 24(75.0) 4(12.5) 0(0) 0(0) 0(0)
Public 7(63.6) 4(36.4) 0(0) 2(18.2) 6(54.6) 3(27.3) 0(0) 0(0) 0(0)
Training
Yes 35(81.4) 8(18.6) 0(0) 6(14.00) 30(69.8) 7(16.3) 0(0) 0(0) 0(0)
No 0(0) 0(0) 0(0) 0(0) 0(0) 0(0) 0(0) 0(0) 0(0)
Location
Seoul 13(92.9) 1(7.1) 0 5(35.7) 9(64.3) 0(0) 0(0) 0(0) 0(0)
Metropolis 10(66.7) 5(33.3) 0 0(0) 11(73.3) 4(26.7) 0(0) 0(0) 0(0)
Big city 7(87.5) 1(12.5) 0 1(12.5) 6(75.0) 1(12.5) 0(0) 0(0) 0(0)
Province 5(83.3) 1(16.7) 0 0(0) 4(66.7) 2(33.3) 0(0) 0(0) 0(0)

Table 5. Nursing staffing level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at general hospitals(n=269)
n(%)

Variable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2 none 1 2 3 4 5 6 7
62(23.0) 12(4.5) 195(72.5) 17(6.3) 54(20.1) 62(23.0) 32(11.9) 17(6.3) 33(12.3) 54(20.1)

Ownership
Private 51(22.5) 8(3.5) 168(74.0) 11(4.9) 49(21.6) 57(25.1) 24(10.6) 12(5.3) 25(11.0) 49(21.6)
Public 11(26.2) 4(9.5) 27(64.3) 6(14.3) 5(11.9) 5(11.9) 8(19.1) 5(11.9) 8(19.1) 5(11.9)
Training
Yes 49(47.1) 9(8.7) 46(44.2) 12(11.5) 43(41.4) 25(24.0) 10(9.6) 4(3.9) 6(5.8) 4(3.9)
No 13(7.9) 3(1.8) 149(90.3) 5(3.0) 11(6.7) 37(22.4) 22(13.3) 13(7.9) 27(16.4) 50(30.3)
Location
Seoul 21(53.9) 2(5.1) 16(41.0) 5(12.8) 15(38.5) 9(23.1) 5(12.8) 0(0) 2(5.1) 3(7.7)
Metropolis 14(19.2) 4(5.5) 55(75.3) 4(5.5) 17(23.3) 30(41.1) 10(13.7) 3(4.1) 7(9.6) 2(2.7)
Big city 13(30.2) 2(4.7) 28(65.1) 6(14.0) 8(18.6) 9(20.9) 4(9.3) 5(11.6) 4(9.3) 7(16.3)
Province 14(12.3) 4(3.5) 96(84.2) 2(1.8) 14(12.3) 14(12.3) 13(11.4) 9(7.9) 20(17.5) 42(36.8)

* including 22 hospitals(8.2%) that didn’t report nurse staffing grade; RN=Registered nurse;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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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특성

연구대상 수술환자 수는 전체 136,916명이었다. 여성 60.7%(83,040명), 남성

39.4%(53,876명)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환자 연령은 평균 59.96±15.10세 였

고, 60-79세 환자 비율이 46.5%(63,720명)로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유

형은 건강보험 환자 비율이 94.9%(129,966명), 의료급여 5.1%(6.950명)으로 대부

분의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였다. 수술은 정형외과 환자가 42.5%(58,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수술환자가 9.4%(12,914명)로 가장 적었다.

진료과가 다른 2곳 이상의 수술을 받은 환자는 0.5%(619명)였고 대부분의 환자

는 동일 진료과만의 수술을 받았다(99.55%, 136,297명).

Elixhauser 점수는 1-7점인 환자비율이 40.4%(55,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15점 이상이 환자가 16.1%(22,039명)으로 가장 낮았다.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게 부여되는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13.4%(18,348명)이었고,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는 6.4%(8,725명)이었다.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환자는 3.9%(5,312명)

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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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36,916)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edian, IQR)

Min-Max

Sex
Male 53,876(39.4)
Female 83,040(60.7)

Age(year)
59.96±15.10
(61,50-71)

18-110

18-39 13,832(10.1)
40-59 48,158(35.2)
60-79 63,720(46.5)
80≦ 11,206(8.3)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129,966(94.9)
Medical aid 6,950(5.1)

Type of surgery
NS, CS Head 5,588(4.1)

Heart 2,074(1.5)
Lung 5,256(3.8)

NS, CS total* 12,914(9.4)

GS Breast 16,795(12.3)
Colon 10,014(7.3)
Gall 1,268(0.9)
Stomach 10,429(7.6)
GS total* 37,244(27.2)

OS Hip 5,681(4.2)
Knee 13,526(9.9)
Shoulder 14,680(10.7)
Spine 24,404(17.8)
OS total* 58,215(42.5)

Others Prostate 6,096(4.5)
Hernia 3,070(2.2)
Thyroid 19,253(14.1)
Uterine 779(0.6)
Others total* 29,162(21.3)

Two or more of different anatomical sites of surgery
Yes 619 (0.5)
No 136,29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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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edian, IQR)

Min-Max

ECM Score
6.60±6.61
(4,-1-51)

-1-51

-1-0 36,203(26.4)
1-7 55,305(40.4)
8-14 23,369(17.1)
15≦ 22,039(16.1)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Yes 18,348(13.4)
No 118,568(86.6)

Invasive procedure
Undergone pt. 8,725(6.4)
Not undergone pt. 128,191(93.6)

ICU stay≧2 days
Yes 5,321(3.9)
No 131,595(96.1)

* CS=cardiothoracic surgery; ECM=elixhauser’s comorbidity measure; GS=general surgery; ICU=intensive 
care unit; IQR=Interquartile range; M=mean; Min=minimun; Max=maximum; NS=neurosurgery; OS=orthopedics 
surgery;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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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술환자의 의료관련 감염 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여부

연구대상 환자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 환자는 4.6%(6,317명)이었고, 전체

환자 중 요로감염 발생이 2.8%(3,795명), 폐렴 1.8%(2,433명), 폐혈증 0.5%(709명),

항생제 내성균 발생 0.1%(100명) 이었다.

내성균 유효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 수는 전체 환자 중 3.2%(4,387명)이었다

(Table 7).

Table 7. Hospital acquired infection and using th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t surgery patients

(n=136,916)

Variables Categories n(%)

Hospital acquired infection 6,317(4.6)

Urinary tract infection 3,795(2.8)

Pneumonia 2,433(1.8)

Sepsis 709(0.5)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100(0.1)
No. of patients received th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4,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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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료기관 및 환자 특성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1. 의료기관 특성별 의료관련 감염 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의료관련 감염발생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2%(1,755명), 종합병원

8.2%(4,562명)의 환자에서 발생해 종합병원에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설립구분을 보면 민간의료기관의의료관련감염발생률이 5.1%(5,432명)로

공공 의료기관 2.9%(885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수련기관 여부는

비수련기관은 10.9%(2,273명)으로 수련병원의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 3.5%(4,044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도 7.1%(1,770명), 광역시

5.5%(1,708명), 구 4.8%(1,211명), 서울 2.9%(1,628명) 순으로 의료관련 감염률이 나

타나 서울지역이 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의료기관 규

모는 작을수록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관련 감염 발생

은 6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이 2.6%(2,594명), 300병상 초과 600병상 이하는

9.4%(1,619명),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10.1%(2,104명)로 나타났다(p<.001). 일반

병동 간호사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은 1-2등급은 2.1%(1,575명), 3등급

2.6%(180명)으로 등급이 양호할수록 의료관련 감염이 낮게 나타났다(p<.01). 종합

병원은 1-2등급은 6.2%(1,658명), 3-4등급 8.8%(1,476명), 5-6등급 8.7%(561명), 7등급은

15.3%(867명)으로 등급이 양호할수록 의료관련 감염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p<.001).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이

10.1%(2,839명),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당 병상 수 200개 이하(2등급) 기관은

4.5%(586명),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당 병상 수 150개 이하(1등급) 기관이 3.0%(2,892

명)으로 등급이 양호한 의료기관일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1%(2,505명), 종합

병원 3.4%(1,882명)로 종합병원에서 사용환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설립구분은 민간 의료기관의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률이 3.2%(3,429명), 공공

의료기관이 3.1%(958명)으로유사하게나타났다(p>.05). 수련기관여부에따른내성균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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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은 수련기관에 입원 환자 중 3.2%(3,656명), 비수련병원이 3.5%(731명)로

수련기관에서 사용이 낮게 나타났다(p<.05).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도 3.8%(941명),

구 3.5%(877명), 광역시 2.9%(1,708명), 서울 3.0%(1,658명)로도지역에위치한의료기관

입원환자에서 사용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비율은 301-6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3.7%(637

명), 600병상 초과 의료기관 3.2%(3,157명), 100-300병상 의료기관 2.8%(593명)으로

나타났다(p<.001). 일반병동 간호사 차등제 관리료 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

급과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종합

병원은 간호등급이 양호할수록 사용이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균 유

효 항생제 사용환자 비율은 7등급이 5.9%(332명), 5-6등급이 3.5%(227명), 3-4등급

2.7%(442명), 1-2등급 3.29%(881명) 순이었다(p<.001).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에 따른

내성균 유효항생제사용환자비율은감염관리 전담간호사당 병상 수 150개 이하(1등

급) 기관이 3.0%(2,910명),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당 병상 수 200개 이하(2등급) 기관은

3.8%(484명)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 3.5%(983명)로 등급이 양호할수록 내성균 유효 항

생제 사용이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8).



- 40 -

Table 8. Hospital acquired infection and using th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t hospital level

(n=136,916)

Variables Categories
Hospital acquired infection Using th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n(%) χ 2 p n(%) χ 2 p

Hospital type
Tertiary 1,755(2.2)

2,741.36 <.001
2,505(3.1)

9.77 <.001
General 4,562(8.2) 1,882(3.4)

Ownership
Public 885(2.9)

280.93 <.001
958(3.1)

1.62 >.05
Private 5,432(5.1) 3,429(3.2)

Training hospital
Yes 4,044( 3.5)

2,183.86 <.001
3,656(3.2)

6.43 <.05
No 2,273(10.9) 731(3.5)

Location
Seoul 1,628(2.9)

763.54 <.001
(pa<0.01)

1,658(3.0)

50.46 <.001
(pa<0.01)

Metropolis 1,708(5.5) 911(2.9)
Big city 1,211(4.8) 877(3.5)
Province 1,770(7.1) 941(3.8)

Number of beds
100-300 2,104(10.1)

3,175.21 <.001
(pa<0.01)

593(2.8)
21.96 <.001301-600 1,619(9.4) 637(3.7)

601≦ 2,594(2.6) 3,157(3.2)
Nursing staffing grade at tertiary hospitals*

1-2 1,575(2.1) 7.308 <.01 2,292(3.1) 0.002 >.053 180(2.6) 213(3.1)
Nursing staffing grade at general hospitals**

1-2 1,658(6.2)

537.38 <.001
(pa<0.01)

881(3.3)

135.89 <.001
(pa<0.01)

3-4 1,476(8.8) 442(2.7)
5-6 561(8.7) 227(3.5)
7*** 867(15.3) 332(5.9)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rade 1 2,892(3.0)

2,498.35 <.001
(pa<0.01)

2,920(3.0)
28.76 <.001

(pa<0.01)Grade 2 586(4.5) 484(3.8)
No graded 2,839(10.1) 983(3.5)

Pa-values by Cochran-Amitage test for trend; * n=81,301; **n=55,615; ***including unreported nurse
staffing hospi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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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특성별 의료관련 감염 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의료관련 감염발생은 남성환자는 5.3%(2,866명), 여성 환자는 4.2%(3,456명)

로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p<.001). 연령은 80세 이상 환자에서 14.1%(1,584

명), 60-79세 환자가 5.7%(3,630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관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건강보험 유형은 건강보험 환자 중

4.3%(5,645명), 의료급여 환자 중 9.7%(672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수술유형은 신경외과 또는 흉

부외과 환자 중 7.7%(992명), 정형외과 환자 중 6.0%(3,483명), 기타수술

3.5%(1,012명), 일반외과 2.2%(83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진료과가 다른 2부위 이상의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7.8%(48명)에서 발생했고, 1개 부위만 수술받은 환자 중에서는

4.6%(6,269명)에서 발생했다(p<.001). 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중환자실 입원기간

이 2일 이상인 환자 중에서는 24.1%(1,283명),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거나

하루 입원한 환자에서는 3.8%(5,034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 중에서는 15.8%(1,375명), 침습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3.9%(4,942명)으로 나타났다(p<.001). ECM점수는 8-14점인 환자

중 6.0%(1,399명), 15점 이상 환자 중 5.5%(1,206명), -1-0점 환자 중

4.5%(1,639명), 1-7점 환자 중 3.8%(2,073명) 순으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경향 있었다(p<.001). 산정특례 환자에서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11.9%(2,178명), 산정특례 환자가 아닌 환자에서는

3.5%(4,139명)로 산정특례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았다(p<.001).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은 남성 환자 중 3.9%(2,115명), 여성 환자 중

2.7%(2,272명)으로 남성에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연령은 80세

이상 환자에서 5.4%(607명), 60-79세 4.0%(2,572명), 40-59세 2.1%(1,002명) 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내성균 유효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비율이 높았다(p<.001). 보험유

형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비율이 6.2%(432명), 건강보험 환

자가 3.0%(3,955명)로 의료급여 환자에서 사용이 많았다(p<.001). 수술유형은 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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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흉부외과 환자에서 8.3%(1,065명), 정형외과 4.4%(2,567명), 일반외과

1.7%(636명) 순으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은 진료과가 다른 2부위 이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7.8%(48명), 1개 부위만 수술받은 환자에서 3.2%(4,357명)로 2부위 이

상 수술 받은 환자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중환자실에 2

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서는 25.5%(1,354명),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거나 하

루 입원한 환자 중에서는 2.3%(3,033명)로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침습적 처치를 받

은 환자에서는 17.6%(1,538명), 침습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2.2%(2,849

명)로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에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았다

(p<.001). ECM 점수는 8-14점인 환자에서 4.2%(988명), 15점 이상인 환자에서

3.6%(793명), -1-0점 환자에서 3.3%(1,179명), 1-7점 환자에서 2.6%(1,427명) 순

이었다(p<.001). 산정특례 환자에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량 비율은

7.5%(1,375명), 산정특례가 아닌 환자에서 2.5%(3,012명)로 산정특례 환자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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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ospital acquired infection and using th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t patient level

(n=136,916)

Variables Categories Hospital acquired infection Using th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n(%) χ 2 p n(%) χ 2 p
Sex

Male 2,861(5.3) 97.94 <.001 2,115(3.9) 149.11 <.001Female 3,456(4.2) 2,272(2.7)
Age(year)

18-39 177(1.3)

3,620.04 <.001
(pa<0.01)

206(1.5)

646.33 <.001
(pa<0.01)

40-59 926(1.9) 1,002(2.1)
60-79 3,630( 5.7) 2,572(4.0)
80≦ 1,584(14.1) 607(5.4)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5,645(4.3) 425.17 <.001 3,955(3.0) 214.12 <.001
Medical aid 672(9.7) 432(6.2)

Type of surgery
NS, CS 992(7.7)

1,082.85 <.001

1,065(8.3)

2,321.10 <.001GS 830(2.2) 636(1.7)
OS 3,483(6.0) 2,567(4.4)
others 1,012(3.5) 119(0.4)

Number of different
anatomical sites of surgery

1 6,269(4.6) 13.94 <.001 4,357(3.2) 5.41 <.052≦ 48(7.8) 30(4.9)
ICU stay(day)

0 or 1 5,034( 3.8) 4,782.51 <.001 3,033(2.3) 8,830.66 <.0012≦ 1,283(24.1) 1,354(25.5)
Invasive procedure

Yes 1,375(15.8) 2,630.40 <.001 1,538(17.6) 6,250.64 <.001No 4,942(3.9) 2,849( 2.2)
ECM Score

-1-0 1,639(4.5)

231.71 <.001
(pa<0.01)

1,179(3.3)

159.72 <.001
(pa<0.01)

1-7 2,073(3.8) 1,427(2.6)
8-14 1,399(6.0) 988(4.2)
15≦ 1,206(5.5) 793(3.6)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Yes 2,178(11.9) 2,535.21 <.001 1,375(7.5) 1,257.16 <.001No 4,139( 3.5) 3,012(2.5)
Pa-values by Cochran-Armitage trend test for trend; ECM=Elixhauser’s comorbidit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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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간호사확보수준에따른의료관련감염발생및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

여부 다수준 분석결과

분석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으며, 종속변수는 심평원 청구명세서에 의료관련 감염 상병이 있는지 여부,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여부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전체 의료

기관을 분석하지 않고 종별로 구분해 분석한 이유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상급종합

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이가 컸고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38호, 2020.6.29., 일부개정)에따라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

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에 대한 평가 후 지정된다는 점에서 종합병원과

구분되는 점을 감안했다.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련의가 있으

므로 의료기관 특성 변수 중 수련병원 여부 변수를 제외했다.

1. 의료관련 감염 발생여부

가. 감염관리간호사 확보수준

외래를 통해 종합병원 이상되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외과수술 환자 136,916명의

환자에 대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집단 내 잔차(환자수준 잔차)에 대한 로지스틱

분포의분산은 π2/3=3.29이고, τ0 은 집단 간분산(임의절편 분산)으로계산식은 아래와

같다(Snijders, T. A. B., & Bosker, R. J.,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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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유의수준 0.001 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산은 0.6434로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1636이었으므로다수준분석이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간의료관련감염발생변동차이는모형에포함된의료기관특

성변수가 33.31%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가 환자 및 의료기관 수준 변수가 모두 포함된

model 3에서가장작았고, 모형의설명력도model 3에서가장높았으므로model 3의고정

효과변수는 의료관련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Model 3에서의료기관수준에서는감염관리간호사확보수준은의료관련감염발생

과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의료기관특성중의료관련감염발생과

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는없었다.

환자 수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오즈비는 0.563배(95% CI 0.508-0.625)로 높

았다(p<0.001). 연령은 18-39세 환자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오즈비가 높았다. 연령은

40-59세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 오즈비는 1.461배(95% CI 1.089-1.959)(p<0.05), 60-79

세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 오즈비는 3.896배(95% CI 2.946-5.152)(p<0.001), 80세 이상

환자는8.762배(95% CI 6.469-11.867)였다(p<0.001). 건강보험환자에비해의료급여환자의

오즈비는 1.685배(95% CI 1.368-2.075)로 높았다(p<0.001). 수술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

과수술에비해일반외과및정형외과에서의료관련감염이적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

났다. 일반외과는오즈비 0.652배(95% CI 0.548-0.777), 정형외과는오즈비 0.673배(95%

CI 0.564-0.803)로 높았다(p<0.001). 산정특례 환자는 산정특례 환자가 아닌 환자에 비

해 의료감염 발생이 model 3에서 오즈비가 2.703배(95% CI 2.357-3.099)로 높았다

(p<0.001).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는 침습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오즈비가

3.100배(95% CI 2.639-3.640)로높았다(p<0.001). 중환자실에2일이상입원환자는중환자실

에입원하지않았거나하루입원한 환자에 비해 오즈비는 3.396배(95% CI 2.838-4.063)로

높았다(p<0.001)(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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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lationship between tertiary hospital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hospital acquired infection,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81,301)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3.704(0.1279)*** -4.7713(0.1989)*** -2.6778(0.4683)*** -3.7205(0.4855)***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561*** 0.506-0.622 0.563*** 0.508-0.625
Age(ref: 18-39)(years)
40-59 1.458* 1.087-1.956 1.461* 1.089-1.959
60-79 3.885*** 2.938-5.138 3.896*** 2.946-5.152
80≦ 8.740*** 6.454-11.836 8.762*** 6.469-11.867*
Medical aid(ref: health) 1.675*** 1.359-2.064 1.685*** 1.368-2.075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659*** 0.554-0.785 0.652*** 0.548-0.777
Orthopedic surgery 0.681*** 0.571-0.813 0.673*** 0.564-0.803
Other 0.935 0.772-1.133 0.929 0.767-1.126

Surgery more than two sites 0.868 0.439-1.714 0.867 0.439-1.714
ECM score 1.005 0.997-1.012 1.005 0.997-1.012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2.706*** 2.360-3.103 2.703*** 2.357-3.099
Invasive procedure(ref: none) 3.097*** 2.637-3.638 3.100*** 2.639-3.640
ICUstay for more than 2 days 3.416*** 2.854-4.087 3.396*** 2.838-4.063
Hospital characteristics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f: Grade 2)
Grade 1 0.783 0.431-1.420 0.773 0.430-1.388
Number of beds 0.999 0.999-1.000 0.999 0.999-1.000
Public(ref: private) 0.653 0.382-1.118 0.661 0.390-1.120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1.249 0.715-2.183 1.068 0.617-1.848
Big city 1.286 0.675-2.453 1.341 0.713-2.524
Province 1.449 0.698-3.011 1.545 0.755-3.163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0.6434(0.1477)*** 0.5934(0.1349)*** 0.4.291(0.1006)*** 0.4076(0.0957)***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 7.77% 33.31% 36.65%
ICC((p-value†) 0.1636(p<0.0001) 0.1530(p<0.0001) 0.1154(p<0.0001) 0.1102(p<0.0001) 
AIC 15,727.82 13,440.62 15,724.49 13,437.74

*p<.05; **p<.01; ***p<.001;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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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

정이 유의수준 0.001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

산은 0.8771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2105였으므로다수준분석은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간의료관련감염발생변동차이는모형에포함된의료기관특성

변수가 25.88%를 설명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가 환자 및 의료기관 수준 변수가 모두 포함된

model 3에서 가장 작았고, 모형의 설명력도 model 3에서 42.94%로 가장 높았으므로

model 3의 고정효과 변수가 의료관련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에 비해 1등급 의료기관은 의료관련 감염이

오즈비 0.713(95% CI 0.535-0.949)으로높게나타났다(p<0.05). 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

료기관에 비해 오즈비가 0.571(95% CI 0.416-0.784)로높게나타났다(p<0.05).

환자 수준에서의료관련감염발생은남성에비해여성에서적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에비해여성의의료관련감염발생오즈비는 0.824배(95% CI 0.766-0.886)로높았다

(p<0.001). 연령은 18-39세환자에비해연령이많을수록의료관련감염발생이많은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79세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 오즈비는 2.622배(95% CI

2.164-3.178), 80세 이상환자는 4.847배(95% CI 3.963-5.929)였다(p<0.001). 건강보험환자

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 오즈비는 1.655배(95% CI 1.481-1.849)로

높았다(p<0.001). 수술은신경외과및흉부외과수술에비해일반외과및정형외과수술

환자의 오즈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외과 환자의 오즈비는 0.449배(95% CI

0.380-0.530)(p<0.001), 정형외과 환자는 오즈비 0.646배(95% CI 0.552-0.755)(p<0.05),

기타수술은오즈비가 1.193배(95% CI 1.009-1.411)로높았다(p<0.01). 진료과가 다른수

술을 2부위이상받은환자는한부위만수술받은환자에비해의료관련감염발생오즈

비가 2.075배(95% CI 1.337-3.218)였다(p<0.01). ECM 점수는 1점이 올라갈 때마다

1.007배(95% CI 1.002-1.012) 높은것으로나타났다(p<0.01). 산정특례환자는산정특례

환자가 아닌 환자에 비해 의료관련 감염 발생 오즈비가 2.304배(95% CI 2.116-2.509)로

높았다(p<0.001).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는 침습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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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가 2.689배(95% CI 2.364-3.058)로 높았다(p<0.001).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재원하지 않았거나 1일 입원한 환자에 비해 오즈비가 3.402배(95%

CI 2.975-3.889)로 높았다(p<0.001)(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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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hospital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hospital acquired infection,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55,615)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2.476(0.0637)*** -3.6004(0.1308)*** -1.8881(0.1987)*** -2.5051(0.2128)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816*** 0.758-0.877 0.824*** 0.766-0.886
Age(ref: 18-39)(years)
40-59 1.284* 1.044-1.581 1.202 0.983-1.470
60-79 2.824*** 2.315-3.443 2.622*** 2.164-3.178
80≦ 5.323*** 4.326-6.550 4.847*** 3.963-5.929
Medical aid(ref: health) 1.672*** 1.496-1.869 1.655*** 1.481-1.849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510*** 0.431-0.603 0.449*** 0.380-0.530
Orthopedic surgery 0.713*** 0.608-0.835 0.646*** 0.552-0.755
Other 1.283** 1.082-1.521 1.193 1.009-1.411

Surgery more than two sites 2.298*** 1.498-3.524 2.075** 1.337-3.218
ECM score 1.006* 1.001-1.011 1.007** 1.002-1.012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2.384*** 2.189-2.596 2.304*** 2.116-2.509
Invasive procedure(ref: none) 2.639*** 2.320-3.003 2.689*** 2.364-3.058
ICU stay for more than 2 days 3.514*** 3.072-4.019 3.402*** 2.975-3.889
Hospital characteristics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ref: no graded)

Grade 1 0.741 0.539-1.019 0.713* 0.535-0.949
Grade 2 1.243 0.711-2.173 1.061 0.643-1.750
Number of beds 0.999 0.998-1.000 0.999 0.998-1.000
Public(ref: private) 0.295 0.207-0.419 0.571*** 0.416-0.784
Training(ref: no) 0.948 0.703-1.277 0.834 0.637-1.092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0.869 0.593-1.273 0.666* 0.471-0.941
Big city 0.895 0.588-1.363 0.707 0.484-1.031
Province 1.055 0.727-1.53 0.628** 0.447-0.881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0.8771(0.0936)*** 0.6732(0.0743)*** 0.6501(0.0720)*** 0.5005(0.0571)***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 23.25% 25.88% 42.94%
ICC(p-value†) 0.2105(p<0.0001) 0.1699(p<0.0001) 0.1650(p<0.0001) 0.1320(p<0.0001)
AIC 28,683.50 25,655.75 28,633.19 25,628.11
*p<.05; **p<.01; ***p<.001;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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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1)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유의수준 0.001 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산은 0.6434로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1636이었으므로다수준분석이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간의료관련감염발생변동차이는모형에포함된의료기관특

성변수가 35.16%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가 환자 및 의료기관 수준 변수가 모두 포함된

model 3에서가장작았고, 모형의설명력도model 3에서가장높았으므로model 3의고정

효과변수는 의료관련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료기관수준에서는일반병동간호사확보수준은의료관련감염발생과통계적으로유의한

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른의료기관특성도유의한연관성이있는변수는없었다.

환자 수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오즈비가 0.561배(95% CI 0.506-0.622)로 높

았다(p<0.001). 연령은 18-39세 환자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오즈비가 높았다. 연령은

40-59세에서 오즈비가 1.464배(95% CI 1.087-1.956), 60-79세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

오즈비는 3.908배(95% CI 2.948-5.156), 80세 이상환자는 8.795배(95% CI 6.494-11.911)

였다(p<0.001).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오즈비는 1.679배(95% CI

1.363-2.068)로높았다(p<0.001). 수술은신경외과및흉부외과수술에비해일반외과및

정형외과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외과는 오즈비가 0.651배

(95% CI 0.546-0.775)(p<0.001), 정형외과는 오즈비 0.674배(95% CI 0.565-0.804)로 높

았다(p<0.01). 산정특례 환자는 산정특례 환자가 아닌 환자에 비해 의료감염 발생이 오

즈비 2.703배(95% CI 2.357-3.099)로높았다(p<0.001). 침습적 처치를받은환자는 침습

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오즈비 3.088배(95% CI 2.629-3.626)로 높았다

(p<0.001). 중환자실에2일이상입원환자는중환자실에입원하지않았거나하루입원한 환자

에 비해 오즈비가 3.405배(95% CI 2.846-4.074)로 높았다(p<0.001)(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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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lationship between tertiary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and hospital acquired

infection,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81,301)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3.704(0.1279)*** -4.7713(0.1989)*** -3.3007(0.4635)*** -4.4396(0.4752)***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561*** 0.506-0.622 0.561*** 0.506-0.622
Age(ref: 18-39)(years)
40-59 1.458* 1.087-1.956 1.458* 1.087-1.956
60-79 3.885*** 2.938-5.138 3.898*** 2.948-5.156
80≦ 8.740*** 6.454-11.836 8.795*** 6.494-11.911
Medical aid(ref: health) 1.675*** 1.359-2.064 1.679*** 1.363-2.068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659*** 0.554-0.785 0.651*** 0.546-0.775
Orthopedic surgery 0.681*** 0.571-0.813 0.674*** 0.565-0.804
Other 0.935 0.772-1.133 0.928 0.766-1.124

Surgery more than two sites 0.868 0.439-1.714 0.870 0.441-1.718
ECM score 1.005 0.997-1.012 1.005 0.997-1.012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2.706*** 2.360-3.103 2.703*** 2.357-3.099
Invasive procedure(ref: none) 3.097*** 2.637-3.638 3.088*** 2.629-3.626
ICUstay for more than 2 days 3.416*** 2.854-4.087 3.405*** 2.846-4.074
Hospital characteristics
Nurse staffing grade
(ref:. grade 3)
Grade 1-2 1.636 0.873-3.067 1.830 0.992-3.375
Number of beds 0.999 0.999-1.000 0.999 0.999-1.000
Public(ref: private) 0.736 0.442-1.225 0.765 0.467-1.254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1.413 0.812-2.459 1.219 0.713-2.085
Big city 1.301 0.688-2.461 1.359 0.734-2.517
Province 1.598 0.767-3.328 1.683 0.828-3.421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0.6434(0.1477)*** 0.5934(0.1349)*** 0.4172(0.0975)*** 0.3852(0.0908)***
Percentage change invariation - 7.77% 35.16% 40.13%
ICC(p-value†) 0.1636(p<0.0001) 0.1530(p<0.0001) 0.1125(p<0.0001) 0.1048(p<0.0001) 
AIC 15,727.82 13,440.62 15,722.8 13,434.75

*p<.05; **p<.01; ***p<.001;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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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

정이 유의수준 0.001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

산은 0.8771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2105였으므로다수준분석이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간의료관련감염발생변동차이는모형에포함된의료기관특성

변수가 10.59%를 설명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가 환자 및 의료기관 수준 변수가 모두 포함된

model 3에서 가장 작았고, 모형의 설명력도 model 3에서 24.60%로 가장 높았으므로

model 3의 고정효과 변수가 의료관련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의료기관수준변수중간호사확보수준은간호관리료차등제 7등급의료기관에비

해 1-2등급의 오즈비가 0.599배(95% CI 0.392-0.915)(p<0.01), 3-4등급의 오즈비는

0.595배(95% CI 0.414-0.855), 5-6등급의 오즈비는 0.583배(95% CI 0.398-0.855)로 의료

관련감염발생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p<0.01). 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료기관에비해

오즈비가0.647배(95% CI 0.451-0.929) 높게나타났다(p<0.05). 의료기관지역은서울지역에

비해도소재의료기관의의료관련감염발생이오즈비가 0.609배(95% CI 0.414-0.896)로

높게 나타났다(p<0.05).

환자 수준에서 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오즈비가 0.781배(95%

CI 0.726-0.840)로 높았다(p<0.001). 연령은 18-39세 환자에 비해 연령이많을수록 의료

관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79세에서 의료관련 감염발생

오즈비 2.612배(95% CI 2.156-3.165), 80세 이상 환자는 5.047배(95% CI 4.127-6.173)였

다(p<0.001). 건강보험환자에비해의료급여환자의의료관련감염발생오즈비는 1.693

배(95% CI 1.515-1.892)로 높았다(p<0.001). 수술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수술에 비해

일반외과 및정형외과 수술환자에서 의료관련감염발생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

외과 환자는 오즈비 0.461배(95% CI 0.391-0.545)로 높았다(p<0.001). 정형외과 환자는

오즈비 0.634배(95% CI 0.542-0.741)로 높았다(p<0.001). 진료과가 다른 수술을 2부위

이상 받은 환자는 한 부위만 수술받은 환자에 비해 의료관련 감염 발생 오즈비가 2.073

배(95% CI 1.338-3.210)였다(p<0.001). ECM 점수는 1점이 올라갈 때마다 오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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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배(95% CI 1.001-1.011) 높은것으로나타났다(p<0.01). 산정특례환자는산정특례

환자가 아닌 환자에 비해 의료관련 감염 발생 오즈비가 2.336배(95% CI 2.145-2.545)로

높았다(p<0.001).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는 침습적 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오

즈비가 2.595배(95% CI 2.280-2.952)로 높았다(p<0.001).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중환자실에재원하지않았거나 1일입원한환자에비해오즈비가 3.525배(95% CI

3.082-4.030)로 높았다(p<0.001)(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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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and hospital acquired

infection,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55,615)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2.476(0.0637)*** -3.6004(0.1308)*** 0.7842(0.10390)*** -2.0393(0.2665)***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816*** 0.758-0.877 0.781*** 0.726-0.840
Age(ref: 18-39)(years)
40-59 1.284* 1.044-1.581 1.161 0.949-1.420
60-79 2.824*** 2.315-3.443 2.612*** 2.156-3.165
80≦ 5.323*** 4.326-6.550 5.047*** 4.127-6.173
Medical aid(ref: health) 1.672*** 1.496-1.869 1.693*** 1.515-1.892
Type of surgery
(ref: Neuro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510*** 0.431-0.603 0.461*** 0.391-0.545
Orthopedic surgery 0.713*** 0.608-0.835 0.634*** 0.542-0.741
Other 1.283** 1.082-1.521 1.122 0.948-1.328

Surgery more than two sites 2.298*** 1.498-3.524 2.073** 1.338-3.210
ECMscore 1.006* 1.001-1.011 1.006* 1.001-1.011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2.384*** 2.189-2.596 2.336*** 2.145-2.545
Invasive procedure(ref: none) 2.639*** 2.320-3.003 2.595*** 2.280-2.952
ICUstayformore than2days 3.514*** 3.072-4.019 3.525*** 3.082-4.030
Hospital characteristics
Nurse staffing grade
(ref:.grade 7 or no reporting)
Grade 1-2 0.491** 0.313-0.768 0.599** 0.392-0.915
Grade 3-4 0.543** 0.371-0.795 0.595** 0.414-0.855
Grade 5-6 0.551** 0.368-0.826 0.583** 0.398-0.855
Number of beds 0.999** 0.998-0.999 0.999 0.998-1.000
Public(ref: private) 0.586** 0.399-0.863 0.647* 0.451-0.929
Training(ref: no) 0.974 0.707-1.342 0.811 0.600-1.096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0.727 0.486-1.088 0.735 0.503-1.074
Big city 0.686 0.437-1.076 0.702 0.460-1.072
Province 0.703 0.468-1.056 0.609* 0.414-0.896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0.8771(0.0936)*** 0.6732(0.0743)*** 0.7842(0.1039)*** 0.6613(0.0941)***
Percentage change invariation - 23.25% 10.59% 24.60%
ICC(p-value†) 0.2105(p<0.0001) 0.1699(p<0.0001) 0.1925(p<0.0001) 0.1674(p<0.0001)
AIC 28,683.50 25,655.75 28,663.36 25,651.26 

*p<.05; **p<.01; ***p<.001; †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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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여부

가.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

1)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유의수준 0.001 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산은 0.4915로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1300이었으므로다수준분석이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간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여부변동차이는모형에포함된의

료기관 특성 변수가 7.87%를설명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는 model 1에서 21,487.3, model 3에서 17,156.46로

거의비슷했다. 모델의설명력은 model 3에서가장높았으므로 model 3의고정효과변수

는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Model 3에서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은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나타났으며, 다른 의료기관수준변수도통계적으로유의한 연관성이나타

나지 않았다.

환자 수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오즈비는 0.714배

(95% CI 0.654-0.779)로 높았다(p<0.001). 연령은 18-39세 환자에 비해 80세 이상 환자

에서만 오즈비는 1.457배(95% CI 1.156-1.837)로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이많은것으

로 나타났다(p<0.01).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오즈비는 2.319배(95% CI

1.956-2.750)로높았다(p<0.001). 수술은신경외과및흉부외과수술에비해일반외과및

기타수술에서내성균 유효항생제 사용이 적은 것으로나타났고, 정형외과 수술은내성

균 유효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외과는 오즈비가 0.712배(95% CI

0.607-0.835), 기타수술은 0.221배(95% CI 0.168-0.291)로 높았다(p<0.001). 정형외과 수

술은오즈비 2.691배(95% CI 2.316-3.126)로높게나타났다(p<0.001). ECM점수는점수

가 1점씩 올라갈 때마다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이 1.011배(95% CI 1.005-1.017)로 높

게나타났다(p<0.001). 산정특례환자는산정특례환자가아닌환자에비해내성균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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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사용이 1.833배(95% CI 1.640-2.047)로 높았다(p<0.001).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

자는침습적처치를받지않은환자에비해오즈비 5.180(95% CI 4.509-5.950)로높았다

(p<0.001). 중환자실에2일이상입원환자는중환자실에입원하지않았거나하루입원한 환자

에 비해 오즈비 5.600배(95% CI 4.819-6.508)로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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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lationship between tertiary hospital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using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81,301)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3.5226(0.1124)*** -4.3554(0.1521)*** -2.9666(0.4782)*** -3.8873(0.4291)***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724*** 0.663-0.790 0.714*** 0.654-0.779
Age(ref: 18-39)(years)
40-59 0.929 0.766-1.126 0.931 0.768-1.129
60-79 1.108 0.920-1.334 1.120 0.931-1.348
80≦ 1.438** 1.141-1.813 1.457** 1.156-1.837
Medical aid(ref: health) 2.280*** 1.922-2.705 2.319*** 1.956-2.750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692*** 0.590-0.812 0.712*** 0.607-0.835
Orthopedic surgery 2.684*** 2.312-3.116 2.691*** 2.316-3.126
Other 0.179*** 0.133-0.240 0.221*** 0.168-0.291

Surgery more than two sites 1.227 0.689-2.183 1.209 0.678-2.156
ECM score 1.012*** 1.005-1.018 1.011*** 1.005-1.017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1.829*** 1.638-2.042 1.833*** 1.640-2.047
Invasive procedure(ref: none) 5.321*** 4.633-6.110 5.180*** 4.509-5.950
ICU stay for more than 2 days 5.143*** 4.426-5.977 5.600*** 4.819-6.508
Hospital characteristics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f: Grade 2)
Grade 1 0.669 0.363-1.232 0.630 0.370-1.074
Number of beds 1.000 0.999-1.000 1.000 0.999-1.000
Public(ref: private) 0.708 0.408-1.230 1.149 0.707-1.867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0.885 0.500-1.567 0.676 0.410-1.112
Big city 1.044 0.538-2.024 1.077 0.605-1.915
Province 1.137 0.538-2.406 1.283 0.669-2.458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0.4915(0.1151)*** 0.4254(0.1014)*** 0.4528(0.1069)*** 0.3303(0.0735)***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 13.45% 7.87% 32.80%
ICC(p-value†) 0.1300(p<0.0001) 0.1145(p<0.0001) 0.1210(p<0.0001) 0.0912(p<0.0001)
AIC 21,487.3 17,143.14 21,496.38 17,156.46
*p<.05; **p<.01; ***p<.001;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OPD=Out-Patient Department;
p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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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병원

종합병원을대상으로분석한기초모형에서임의효과절편의분산이 0이라는가정이

유의수준 0.001 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산은

1.06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해 다수준 분석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

특성변수는의료기관간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여부변동차이에대한설명력이 1.29%로

낮으므로유의한변수로 보기 어렵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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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hospital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using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55,615)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3.7579(0.0806)*** -4.9071(0.1859)*** -4.0649(0.2764)*** -4.7621(0.3171)***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700*** 0.630-0.779 0.691*** 0.621-0.768
Age(ref: 18-39)(years)
40-59 1.302 0.961-1.763 1.221 0.910-1.640
60-79 1.927*** 1.436-2.585 1.795*** 1.350-2.386
80≦ 2.147*** 1.568-2.941 2.010*** 1.480-2.731
Medical aid(ref: health) 1.752*** 1.481-2.072 1.787*** 1.511-2.113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721** 0.582-0.892 0.659*** 0.533-0.815
Orthopedic surgery 1.247* 1.017-1.530 1.142 0.933-1.397
Other 0.292*** 0.212-0.402 0.265*** 0.192-0.364

Surgery more than two sites 1.081 0.577-2.025 0.994 0.523-1.888
ECM score 1.009* 1.001-1.017 1.009* 1.001-1.016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2.221*** 1.957-2.521 2.301*** 2.028-2.611
Invasive procedure(ref: none) 3.789*** 3.221-4.456 3.606*** 3.065-4.242
ICU stay for more than 2 days 5.896*** 4.979-6.981 5.560*** 4.694-6.585
Hospital characteristics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ref: no graded)
Grade 1 0.905 0.592-1.384 0.925 0.604-1.417
Grade 2 0.798 0.378-1.688 0.538 0.251-1.156
Number of beds 1.001 1.000-1.002 1.001 1.000-1.002
Public(ref: private) 0.799 0.509-1.254 1.210 0.762-1.922
Training(ref: no) 1.120 0.747-1.680 0.981 0.651-1.476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0.815 0.482-1.378 0.638 0.377-1.079
Big city 1.001 0.567-1.765 0.791 0.449-1.393
Province 1.195 0.719-1.985 0.730 0.439-1.214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1.0699(0.1375)*** 1.0733(0.1383)*** 1.0561(0.1369) 1.0373(0.1378)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 - 1.29% 3.05%
ICC(p-value†) 0.2454(p<0.0001) 0.2468(p<0.0001) 0.2430(p<0.0001) 0.2397(p<0.0001)
AIC 15,185.03 12,874.90 15,191.99 12,886.47
*p<.05; **p<.01; ***p<.001;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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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1)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유의수준 0.001 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산은 0.4915로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1300이었으므로다수준분석이가능한

것으로나타났다. 의료기관간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여부변동차이는모형에포함된의료

기관특성변수가 3.19%를 설명하므로 설명력은낮았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가 model 1과 model 3에서 낮았는데 model 1에서

17,143.14, model 3에서 17,158.43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model 3에서 30.44%로 가장

높았으므로 model 3의고정효과변수는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에미치는영향을설명

할 수 있다고 보았다.

model 3에서 의료기관 수준 변수 중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을 포함해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 연관성이 있게 나타난 변수는 없었다.

환자수준에서는남성에비해여성의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오즈비는 0.713배(95%

CI 0.653-0.779)로높았다(p<0.001). 연령은18-39세환자에비해80세이상환자에서만 오즈비

1.462배(95%CI 1.160-1.842)로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p<0.01).건강보험

환자에비해의료급여환자의오즈비는 2.333배(95% CI 1.967-2.766)로높았다(p<0.001). 수

술은신경외과및흉부외과수술에비해일반외과및기타수술은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

이적은것으로나타났고, 정형외과수술은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이많은것으로나타났

다. 일반외과는오즈비 0.704배(95% CI 0.600-0.825), 기타수술은오즈비는 0.217배(95% CI

0.165-0.285)로높았다(p<0.001). 정형외과은오즈비가 2.644배(95% CI 2.277-3.070)로높았

다(p<0.001). ECM점수는점수가1점씩올라갈때마다오즈비1.011배(95% CI 1.005-1.017)

로높게나타났다(p<0.001). 산정특례환자는산정특례환자가아닌환자에비해내성균유

효 항생제 사용이 오즈비 1.840배(95% CI 1.647-2.056)로 높았다(p<0.001). 침습적 처치를

받은환자는침습적처치를받지않은환자에비해오즈비 5.126배(95% CI 4.463-5.888)로

높았다(p<0.001). 중환자실에2일이상입원환자는중환자실에입원하지않았거나하루입원한환자에

비해오즈비 5.596배(95% CI 4.817-6.503) 높았다(p<0.001)(Table 16).



- 61 -

Table 16. Relationship between tertiary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and using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81,301)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3.5226(0.1124)*** -4.3554(0.1521)*** -3.3264(0.489)*** -4.4780(0.4374)***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724*** 0.663-0.790 0.713*** 0.653-0.779
Age(ref: 18-39)(years)
40-59 0.929 0.766-1.126 0.933 0.770-1.131
60-79 1.108 0.920-1.334 1.124 0.934-1.353
80≦ 1.438** 1.141-1.813 1.462** 1.160-1.842
Medical aid(ref: health) 2.280*** 1.922-2.705 2.333*** 1.967-2.766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692*** 0.590-0.812 0.704*** 0.600-0.825
Orthopedic surgery 2.684*** 2.312-3.116 2.644*** 2.277-3.07
Other 0.179*** 0.133-0.240 0.217*** 0.165-0.285

Surgery more than two sites 1.227 0.689-2.183 1.218 0.684-2.17
ECM score 1.012*** 1.005-1.018 1.011*** 1.005-1.017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1.829*** 1.638-2.042 1.840*** 1.647-2.056
Invasive procedure(ref: none) 5.321*** 4.633-6.110 5.126*** 4.463-5.888
ICU stay for more than 2 days 5.143*** 4.426-5.977 5.596*** 4.817-6.503
Hospital characteristics
Nurse staffing grade
(ref:. grade 3)
Grade 1-2 1.007 0.521-1.945 1.232 0.692-2.194
Number of beds 1.000 0.999-1.000 1.000 0.999-1.000
Public(ref: private) 0.794 0.462-1.362 1.301 0.813-2.081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0.943 0.523-1.698 0.794 0.477-1.322
Big city 1.025 0.520-2.018 1.064 0.593-1.910
Province 1.119 0.512-2.446 1.316 0.671-2.584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0.4915(0.1151)*** 0.4254(0.1014)*** 0.4758(0.1117)*** 0.3419(0.0742)***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 13.45% 3.19% 30.44%
ICC(p-value†) 0.1300(p<0.0001) 0.1145(p<0.0001) 0.1263 (p<0.0001) 0.0941(p<0.0001) 
AIC 21,487.3 17,143.14 21,497.99 17,158.43 
*p<.05; **p<.01; ***p<.001; †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OPD=Out-Patient Department;
p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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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유의수준 0.001 하에서 기각되었고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간

분산은 1.0699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 ICC는 0.2454이었으므로 다수준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간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여부변동차이는모형에

포함된 의료기관특성변수가 30.66%를 설명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AIC는 model 1과 model 3에서 낮았는데 model 1의

AIC는 12,874.90, model 3의 AIC는 12,887.88로 유사했다. Model 1의 환자특성

변수는 의료기관 간 변동성을 더 높였으므로 환자특성 변수를 통해 모형을 설명

하기는 어렵다. Model 3의 설명력은 5.49%로 높지 않으나 고정효과변수중의료

기관특성변수를이용해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에미치는영향을확인할수는있었다.

Model 3에서 의료기관 수준 변수 중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연관성있게 분석된변수는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었다. 내성균유효

항생제사용은 7등급에비해오즈비가 1-2등급은 0.543배(95% CI 0.308-0.955)(p<0.05),

3-4등급은 0.434배(95% CI 0.266-0.709)(p<0.001), 5-6등급은 0.599배(95% CI

0.361-0.994)(p<0.05)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7).



- 63 -

Table 17.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and using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b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n=55,615)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3.7579(0.0806)*** -4.9071(0.1859)*** -2.814(0.2711)*** -4.1749(0.3531)***
Patients characteristics
Female(ref: male) 0.700*** 0.630-0.779 0.686*** 0.617-0.763
Age(ref: 18-39)(years)
40-59 1.302 0.961-1.763 1.191 0.889-1.597
60-79 1.927*** 1.436-2.585 1.766*** 1.331-2.344
80≦ 2.147*** 1.568-2.941 1.969*** 1.452-2.671
Medical aid(ref: health) 1.752*** 1.481-2.072 1.785*** 1.509-2.110
Type of surgery
(ref: Neuro or Chest surgery)
General surgery 0.721** 0.582-0.892 0.649*** 0.525-0.803
Orthopedic surgery 1.247* 1.017-1.530 1.124 0.919-1.375
Other 0.292*** 0.212-0.402 0.259*** 0.188-0.356

Surgery more than two sites 1.081 0.577-2.025 1.005 0.530-1.906
ECM score 1.009* 1.001-1.017 1.009* 1.001-1.016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f: not expansion)

2.221*** 1.957-2.521 2.290*** 2.018-2.599
Invasive procedure(ref: none) 3.789*** 3.221-4.456 3.616*** 3.074-4.254
ICU stay for more than 2 days 5.896*** 4.979-6.981 5.535*** 4.673-6.555
Hospital characteristics
Nurse staffing grade
(ref:.grade 7 or no reporting)
Grade 1-2 0.414*** 0.254-0.674 0.543* 0.308-0.955
Grade 3-4 0.413*** 0.271-0.629 0.434*** 0.266-0.709
Grade 5-6 0.553** 0.357-0.855 0.599* 0.361-0.994
Number of beds 1.000 0.999-1.001 1.001 1.000-1.002
Public(ref: private) 0.737 0.495-1.097 1.223 0.771-1.942
Training(ref: no) 0.990 0.696-1.408 1.018 0.679-1.527
Location(ref: Seoul)
Metropolis 0.737 0.473-1.148 0.710 0.427-1.181
Big city 0.741 0.457-1.203 0.738 0.424-1.287
Province 0.845 0.545-1.310 0.627 0.377-1.043
Random effects
Hospital variance(SE) 1.0699(0.1375)*** 1.0733(0.1383)*** 0.7419(0.0837)*** 1.0112(0.1353)***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 - 30.66% 5.49%
ICC(p-value†) 0.2454(p<0.0001) 0.2468(p<0.0001) 0.1840(p<0.0001) 0.2351(p<0.0001) 
AIC 15,185.03 12,874.90 15,208.27 12,887.88
*p<.05; **p<.01; ***p<.001; † H0: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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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주요 결과를 고찰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A.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

본 연구는의료기관에대해 간호사당 병상 수기준으로 정해지는감염예방·관리료

등급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하고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자료는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으로분리해다수준분석을실시했는데그이유는상급종합병원은

시설, 장비, 의료인력, 입원환자 질환 구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종합병원과 역량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제738호). 본연구결과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감염관

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모두 종합병원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는 조사대상 차이로 인해 비교가 어렵다. 먼저 선행연구

는 감염관리전담및 겸임인력을 모두포함해 통계를 산출했으나 심평원은 감염관리 전

담 간호사정보만을 수집한다(이지영 등, 2017; 오향순 & 이성은, 2005). 150병상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지영 등(2017)에서 감염관리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총 199개 의료기관이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161개 기관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117개 기관(37%)만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염관리 간호사 보유 기관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심평원에 보유한 감염관리 인력을 미신고하기 때문

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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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에서 전체 의료기관 중 1등급 의료기관이

31.09%, 2등급의료기관이 6.41%, 등급이없는의료기관이 62.50%로등급이 없는의료

기관이전체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에서절반을넘는다. 상급종합병원은모든의료기관

이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72.5%(195개)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이 없었다. 전체 의료기관 기준 SENIC 프로젝트(Hughes, 1988)에서 제시한 감염관리

간호사 250병상 당 1명의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수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해당되므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37.5% 이상이이기

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Boyle et al.(2002)에서 제시한 100병상 당 한명

기준을만족하는의료기관수는동연구를통해알수는없으나감염관리간호사당 150병상

이하에 해당하는 1등급 의료기관이 31.09%이므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3년 이상의 감염관리실

경력이나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간호사 확보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2016-138호). 이러한 현황은 국내에 감염관리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함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감염관리 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인력확보

수준에대해서도꾸준한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력 확보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 의료

기관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인력 확보가 취약한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인한 갑작스러운 감염관리간호사 수요 증가는

감염관리 경력이 전혀 없거나 경력이 매우 짧은 간호사들이 감염관리 업무에 투입

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이나 의료법 개정 전에도 2년

이하 경력의 간호사 비율은 34.1%로 적지 않았다(이지영 등, 2017). 감염관리간호사

의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무과다와 짧은 경력이 있다(박

진희 등., 2010).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 유행발생

조사, 손위생 실태 모니터링, 직원에 대한 감염교육, 감염관리지침개발 및 규정

제정 등 다양하다(Her et al., 2012). 따라서 업무 난이도는 높고, 부담도 크므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감염관리간호사가 업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이 중

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이미향 & 박영임, 2015; Kim & Choi, 2014; H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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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또한 의료기관 당 1명의 감염관리간호사만 있는 경우 업무 스트레스

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었다(Her & Kim, 2013). 따라서 감염관리 업무를 익히고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교육 강화 및 네트워크나 의료기관끼리의 인력교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감염관리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병동 간호사의 확보수준도 의료기관내 감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 간호사가 감염관리 수행을 못하는 이유로 시간

이나 인력부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 Lim, 2015; Cho, 2007). 동 연구결

과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1-3등급 중 하나에 해당했다. 종합병원은 1-7

등급에 모두 분포하며, 가장 높은 등급인 1-2등급이 26.39%, 가장 낮은 등급인 7등

급이 전체 종합병원 중 20.07%로 의료기관 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편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전체 병상 수와 비교해 2018년 병상 수가 7.16% 증가한

것과 비교해 국내 활동 간호사 수는 32.68%가 증가했다(HIRA, 2019). 아울러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도 일반병동, 중환자실 모두 향상되고 있다(Hong &

Cho, 2017). 그러나 여전히 종합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 기관이 20%를

넘는다는 사실은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이고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지방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기준을병상수에서환자수로다르게적용하게했고(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7

호), 이로 인해 생기는 추가수익금 중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보건복지부, 2019). 또한 야간전담료를 신

설하기도 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시행의 부작

용으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박민욱,

2019; 곽성순, 2018). 본 연구결과에서도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

수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소재 의료기관보다 양호했다. 따라서 의료기

관 감염 관리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정책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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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료관련 감염발생 현황 및 의료관련 감염,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연구결과수술후의료관련감염발생환자수는 4.6%였다. 감염종류별로는 요로

감염이 2.8%, 폐렴 1.8%, 패혈증 0.5%였고, 항생제 내성균 상병은 0.1%였다.

KONIS는의료관련감염에취약한중환자실감염과수술관련감염을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발생 의료관련 감염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의료관련 감염 발생현황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3개 상급

종합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 유병률 조사 국내 정책연구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

관련 감염유병률은 5.4%였다(김의석 등, 2020). 이 정책연구에는 혈류감염, 위장관감염,

수술부위감염도포함된다는점을감안하면본연구결과가수용가능한결과라할수있다.

본연구결과상급종합병원은의료관련감염발생과유의한관련성이있는의료기관특성이

나타나지않았으나종합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에서의료관련감염

발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향순 & 이성은(2005)에서 감염관리 간호사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국공립기관의 설문지 응답률이사립기관에비해 높았다. 연구자는

이런 이유를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보다 의료 감염관리 활동이 활발하기 때

문이라고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도 감염관리간호사가 없는 의료기관비율이공공의료

기관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더 높았다.

환자특성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발생을 보면 환자는 연령이 고령일수록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환자는 18-39세 환자와 비교해

일관되게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높게 나왔다. I Klavs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의

료관련 감염 발생은 50세 이하는 2.6%, 50-79세는 5.9%, 80세 이상의 환자는 8.3%

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왔다. 의료기관 외 장기 요양시설에서도 의료관련 감염

발생비율이 6.5%까지였다는 보고(Anderson & Rasch., 2000)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고령환자의 의료관련 감염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히 노인환자에서 의료

관련 감염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요로카테터나 인공호흡기 등 침습적 처치를 받은 환자는 침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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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많았고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가 중환자실에 하루 이하로 입원한 환자에 비해 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질환 중증도 외에 침

습적 처치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침습적 처치가 의료관련 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Despotovic et al., 2020; I Klavs et al. 2003; Rosenthal et al., 2012). 따라서 침습

적 처치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손위생이나 요로카테터 삽입 시 무균원칙 준

수, 구강위생 등과 같은 감염예방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Fernando et al.,

2017; Pittet., 2001). 이 점에서 환자와 가장 근접해 직접 간호행위를 실시하는 간호

사의 역할은 의료관련 감염 관리에 있어 비중이 크다 하겠다(Kane et al., 2007).

본 연구결과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현재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

관련 감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정특례 환자이거나 ECM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 의료관련 감염 발생 가능성은 높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들과도 동일하다

(I Klavs et al. 2003)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관련 감

염 예방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률은 본 연구에서 3.20%였다.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4.61%, 항생제 내성균 상병이 0.07%이므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일반병동의 항생제 내성균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 차이

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김동숙 외., 2018). 내성균 유효 항생제는 건강보험에서 주로 항

생제내성균환자에서수가로인정되며이외에는면역기능저하 환자나 신경외과 수술

후 중추신경계 감염, 중증 감염 등에서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내성균 유효 항생제

투여가 반드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내성

균 유효 항생제 사용을 항생제 내성균 발생률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로 보

고 연구를 수행했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 환자가 내과환자인 경우 질환 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동 연구대상 환자는 외과수술 환자로 항생제 투여가

주요 치료방법이 아니며, 내성균 유효 항생제는 일부 b-Lactam 알레르기 환자 등을

제외하면 수술의 예방적 목적으로 권고되는 항생제가 아니기 때문이다(HIR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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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은 간호사 확보수준을 제외한 의료기관 특성과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환자특성이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 연관이 있게 나타났는데

의료관련감염과거의동일했다. 이러한결과는의료관련감염중 20%가항생제내성균에

의해발생하고항생제내성균에취약한환자특성이의료관련감염과유사하기때문이다

(Sievert et al., 2013). 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은고령일수록사용환자가많았고, 건강보

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에서 사용이 많았다. ECM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산정

특례환자가아닌환자에비해산정특례환자에서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이많았다. 또

한 침습적 처치를 했던 환자와 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서 내성균 유효 항생

제사용이많았다. 항생제내성균의주요전파는의료진의손에의한접촉이나기구감염

이많다(Pittet et al., 2000, Siegel et al., 2007). 따라서 항생제내성균전파를막기위해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Grudmann et al., 2002; Vicca, 1999)

C.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발생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 변수를 모두 보정한 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발생을 확인했다.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관련

감염발생과 연관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는감염예방·관리료가

1등급(감염관리간호사당병상수 150개 이하)인의료기관이감염예방·관리료등급이없

는 의료기관에비해의료관련 감염 발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상급종합

병원의경우모든의료기관이감염예방·관리료 1등급또는 2등급에해당되며, 등급구분이

간호사당병상 수 50개가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므로 이 차이가 감염발생률 차이를 만

들 정도로 크지 않거나 감염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갖추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감염관리 필요인력에 대해 O’Boyle et al.(2002)의 연구는 감염관리간호사 당

100병상을 적정한 간호사 확보수준으로 제시했고, SENIC 프로젝트(Hughes, 1988)

에서는 250병상 당 1명을 적정한 인원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SENIC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은 감염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종합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72%에 해당했다.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없다는 것이 해당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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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염관리 간호사가없다는것을반드시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감염관리를위한인

적제반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염관리 조직문화와 감염관리 지식이 있다

(이소진 & 김미란, 2021).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및자문을담당하므로 의료기관감염관리에있어감염관리간호사는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병동간호사확보수준와 의료관련 감염발생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합병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인 의료기관에 비해 1-2등급,

3-4등급, 5-6등급에서의료관련감염발생이적은것으로분석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의일

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은 1-3등급 사이에 분포하므로 의료기관 간 등급으로 인한 간

호사 확보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간 간호사 확보수준 차이

가커적용되는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이 7등급으로분류된다. 종합병원에서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7등급 의료기관에 비해 1-6등급 의료기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등급이 양호해질수록 의료관련 감염 감소정도가 큰 것은 아니었다. Cho et

al.,(2016)의 연구에서 간호사 부족으로 업무량이 많을 때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에 대

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환자와의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치료나 처치(procedure)

를 못하고 남겨두는 경우는 4.7% 정도로 가장 낮았다. 즉, 7등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무균술과 같은 요로감염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CDC, 2021)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간호사는 처치나 치료를 가장 우선순위로 실시하므로

1-6등급의료기관에서는등급간의료관련감염발생차이가나타나지않았을수있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의 연관성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서는 감염관리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러한 이유는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이나 내성균 유효 항생제 처방기전

에 대해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일 수 있다(김동숙 등, 2018). 종합병원에서

는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과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지

만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간호사확보수준이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과연관성을보인것은환자에게직접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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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실시하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한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커서 일 수 있다. 항생제 내성균은 의료진의 손이나 의료기구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Siegel et al., 2006) 이에대한주의가필요하나간호사확보수준이낮은의료기관에서

는손위생이나 의료기구소독등과같은감염관리원칙이잘수행되지않았을수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확보수준이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 의료기관에 비해 1-6등급 의료기관에서 의료

관련 감염 및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등급 의료기

관은간호사당병상수가 6개병상수이상인기관으로 7등급기관에서근무하는간호

사가 담당하고 있는 병상 수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감염관리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인

력의 신고가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화되고 간호사 당 병상 수(또는 환자 수) 기준 최소

인력확보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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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로 의료관련 감염발생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수

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지표로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사

용한 점이다. 심평원에 감염관리 간호사 인력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은 감염예방·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감염예방·관리

료 청구를 위해서는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 외에도 감염관리 의사 확보나 의료기

관 인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없는 의료기관 중에는

감염관리 간호사가 있지만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력을 미신고한 기관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없는 기관을 감염관리 간호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등급이 없는 기관과 등급이 있는 기관의 차이를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 차이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감염예방·관리료 1등

급(감염관리 간호사당 150병상 이하)과 2등급(감염관리 간호사당 200병상 이하)

차이는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되므로 등급 간 의료관

련 감염 발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의료관련 감염 발생 지표 중 하나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를 포함

했다. 내성균 유효 항생제는 항생제 내성균 외에 면역기능 저하 환자나 중추 신경계

감염환자 등에서도 사용되므로 반드시 제내성균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의료관련 감염 발생 지표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할 때 과소 또는

과대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Kim et al., 2017). 임상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기재하는 상병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심진단과 확진 진단이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박은철 등, 2017).

넷째, 의료관련 감염은 입원 48시간 이후의 감염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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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해서는 시간 정보가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Shang

et al., 2015). 그러나 건강보험청구자료에는 시간 정보가 없으므로 의료관련감염상병

의발생시기나내성균유효항생제투여시점, 또는 침습적 처치 시점 등을 연구에 반

영할 수 없었다.

다섯째, 감염관리 간호사의 경우 감염관리실 업무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 여

부를 변수로 반영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감염관리 간호사 확보수준은 감염예

방·관리료 등급을 이용했으므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본요건에 따라 자격증

이나 3년 이상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의료기관별로 최소 1명

이상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향후에는 감염관리 간

호사의 역량 관련 변수를 반영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 연구의 의의

1. 간호지식 측면

본연구는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해간호사확보수준과의료관련감염발생과

의 관계를 다층분석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감염관리 간호사에 대한 의

료기관의 확충은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

으로 인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감염관리 간호사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수술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간호사 확

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과의 연관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 향후 정책

효과 연구 및 의료관련 감염 발생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발생 외에도 환자특성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도 함께 제시했다. 따라서 의료관련 감염 관리 시

관리가 특히 필요한 환자특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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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정책 측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확충이 일부 대형 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 시 중간 평가를 통해 원하는 목

표를 향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기대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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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연구는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해 2017년수술을받고종합병원급이상의료

기관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

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수술 환자 136,916명과 312개

의료기관 자료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과 의료관련 감염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사 확보수준을 포함한 의료기관 특성과

환자특성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료기관의감염예방·관리료등급현황을보면상급종합병원은 43개기관

모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인 의료기관은

81.4%, 2등급은 18.6%로 1등급인 의료기관 수가 더 많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감염예방·

관리료등급이 1등급인기관이 23.1%, 2등급인기관이 4.5%, 감염예방·관리료등급이없

는의료기관이 72.5%로감염예방·관리료등급이없는의료기관이많다. 지역별로는상급

종합병원및종합병원모두서울에위치한의료기관이감염예방·관리료 1등급기관이많

았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3등급 사이에

있으나종합병원은 1-7등급사이에분포하고있다. 종합병원의경우 1-2등급에해당하는

기관수는 26.4%이면서 7등급에해당하는 의료기관도 20.1%로적지 않다. 지역별로는상

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모두 1-2등급 비율이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등급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 비율은 도, 구, 서울, 광역시 순으로 낮았다.

의료관련 감염 발생은 연구대상 환자 중 4.6%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요로감염은

2.8%, 폐렴 1.8%, 패혈증 0.5%, 항생제내성균 0.1%에서발생했다. 내성균유효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전체 환자 중 3.2%였다.

의료관련감염발생은상급종합병원의경우감염예방·관리료 1등급의료기관과감염

예방·관리료 2등급 의료기관에서는차이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감염예방·

관리료등급이없는의료기관에비해감염예방·관리료 1등급의료기관에서의료관련감염

발생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병동간호사확보수준도상급종합병원에서는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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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감염발생과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종합병원은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의료기관에비해 1-2등급, 3-4등급, 5-6등급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발생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여부는 상급종합병원은 감염관리

간호사나일반병동간호사확보수준과연관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종합병원은일반병동

간호사확보수준이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7등급과비해1-2등급, 3-4등급, 5-6등급에서

내성균 유효 항생제 사용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 간호사 및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에비해양호한의료기관들의의료관련감염발생및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발생

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종합병원은 인력확보 수준이 의료기관 간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간호사확보수준에따른의료관련감염발생및내성균유효항생제사용에도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낮은 의료기

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본연구는국내에서처음으로감염관리간호사와의료관련감염발생과의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

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서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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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1. 연구

첫째, 감염관리 인력 확충에 따른 정책시행 후 현황 및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수가로 감염예방·관리료가 2016년 9월 신설되었고 의료법 개정이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기준에 의료관련 감염 관리 인력 확보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인력 배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관리

경험이 짧은 간호사들이 많이 배치되었으므로 새롭게 배치된 감염관리 인력의이

탈이나 업무 지속성, 감염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확인해

의료 관련 감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정 감염관리 인력 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적절한 감염관리 인

력 수는 1988년 미국에서 발표된 SENIC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250병상 당 1명

의 감염관리 간호사가 있고(Hughes, 1988), 이후 20개 주 32패널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안된 80-10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자가 있다(O’Boyle et al.,

2002). 모두 국외에서 오래 전에 발표된 자료이므로 국내 현실에 맞는 적정 인력 수

산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나 진료

과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관련 감염 발생 위험성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상황에맞는세분화된적정감염관리간호사인력에대한연구가필요하겠다.

셋째, 간호사 확보수준 효과분석 연구들에 대한 양질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관련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2편(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선택문헌들은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는 않는다. 연구결과에

문헌의 질평가를 통한 양질의 문헌 선별과 이 문헌들을 통한 결과도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Mitchell et al.,(2018)의 문헌은 문헌의 질평가는 수행했지만 부록에만

내용이 있을 뿐 연구결과에 반영하지 않았고, Stone et al.(2008)은 질평가를 수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편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경향 및

연구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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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첫째, 신뢰할 수 있고 활용가능한 의료관련 감염 지표에 대한 정보가 연구자

들에게 공개 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관련 감염은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매우 민

감한 정보이므로 수가청구를 목적으로 기재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한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술 후 상처감염과 같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지표도 있다.

현재 의료관련감염 지표는 전국의료감시체계(KONIS)에서 수집하고 있다.

KONIS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수술부위, 중심정맥관,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

실 감염, 손위생 등으로 매년 관련 보고서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료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종류별 발생률이나 검

출되고 있는 의료감염균에 대한 정보 등으로 연구에 활용은 어렵다.

둘째, 감염관리 간호사 정보 관리이다. 심사평가원에 감염관리 간호사 인력

정보를 제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다. 그러나 감염관리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는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관들이 있다. 따라서 의료법으로 감염관리

간호사 보유가 의무화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간호사 등의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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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Table 1. 의료관련 감염 상병코드

KCD code KCD

Antimicrobial-Resistant Microogranisms

U8280 Resistance to carbapenem
U8281 Producing carbapenemase
U830 Resistance to vacomycin
U831 Resistance to other vancomycin related antibiotics
U821 Resistance to methicillin
U837 Resistance to multiple antibiotics

Urinary tract infection

N30 Cystitis
N10 Acute tubulo-intersitital nephritis
N11 Choronic tubulo-intersitital nephritis
N12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not specified as acute or chronic
N13 Obstructive and reflux uropathy
N15 Other renal tubulo-interstitial diseases
N16 Renal tubulo-interstitial disorder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N390 Urinary tract infection, site not specified

O088
Urinary tract following abortion and ectopic and molar pregnancy
following conditions classifiable to O00-O07

Pneumonia

J12 Viral pneumonia, NEC
J13 Pneumonia due to Streptococcus pneumoniae
J14 Pneumonia due to Haemophilus influenzae
J15 Bacterial pneumonia, NEC
J16 Pneumonia due to other infectious organisms, NEC
J17 Pneumonia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J18 Pneumonia, organism unspecified

Sepsis

A021 Salmonella sepsis
A207 Septicaemic plague
A227 Anthrax sepsis
A241 Melioidosis sepsis
A267 Erysipelothrix sepsis
A327 Listerial sepsis
A40 Streptococcal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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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KCD code KCD
A41 Other sepsis
A427 Actinomycotic sepsis
A548 Gonococcal sepsis
B007 Herpesviral sepsis
B377 Candidal sepsis
J950 Sepsis of tracheostomy stoma
O080 Sepsis following conditions classifiable to O00-O07
O753 Sepsis during labour
O85 Puerperal sepsis 불완전
T802 Sepsis following infusion, transfusion and therapeutic injection
T814 Postprocedural sepsis
T880 Sepsis following immunization

R650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of infectious origin without
organ failure

R651 Severe sepsis
R572 Septic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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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code Ingredient Product code ATC Code

412901ATB linezolid 655604630 J01XX08

412901ATB linezolid 642403870 J01XX08

412901ATB linezolid 648900710 J01XX08

412901ATB linezolid 644308750 J01XX08

412901ATB linezolid 643506930 J01XX08

412901ATB linezolid 640006800 J01XX08

412903ATB linezolid 642404000 J01XX08

234901BIJ teicoplanin 64430418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4000357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5200051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5560175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4290227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4160240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53400961 J01XA02

234901BIJ teicoplanin 649803061 J01XA02

234902BIJ teicoplanin 658601741 J01XA02

234902BIJ teicoplanin 642902281 J01XA02

234902BIJ teicoplanin 640003581 J01XA02

234902BIJ teicoplanin 653403591 J01XA02

247203BIJ vancomycin 64890310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4000228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4430547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4780266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65505363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5310070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7710062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4590588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45205111 J01XA01

247203BIJ vancomycin 655604921 J01XA01

247204BIJ vancomycin 64780267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65502641 J01XA01

Appendix Table 2. Antibiotics for multi-resistant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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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05BIJ vancomycin 64430546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4230182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4000227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4780269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4520441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4250090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7710061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5310072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8310080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48201571 J01XA01

247205BIJ vancomycin 655604931 J01XA01

412930BIJ linezolid 678901051 J01XX08

412930BIJ linezolid 640006621 J01XX08

412930BIJ linezolid 648900721 J01XX08

412930BIJ linezolid 655604621 J01XX08

501000BIJ teicoplanin 672900210 J01XA02

113001BIJ aztreonam 052700361 J01DF01

113002BIJ aztreonam 052700291 J01DF01

190702BIJ meropenem 64250531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540337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491235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210146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850473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240311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330492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680155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5310204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590374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6070288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530343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160647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3505171 J01D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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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2BIJ meropenem 64190473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9390134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4430877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5540347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61904911 J01DH02

190702BIJ meropenem 66980498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250654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5310229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491327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540371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850655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350595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330589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430878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5560436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4590524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9390135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6070289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5540348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5730693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61904921 J01DH02

190703BIJ meropenem 669805001 J01DH02

190704BIJ meropenem 653102601 J01DH02

3293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4490434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4540063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4980328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4490435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5550055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5310114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69900380 J01DH51

3294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55604941 J01DH51

447701BIJ ertapenem 655500291 J01D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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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00BIJ imipenem and cilastatin 672900180 J01DH51

479800BIJ vancomycin 672900060 J01XA01

495301BIJ tigecycline 648902181 J01AA12

593201BIJ doripenem 644914341 J01DH04

593201BIJ doripenem 642903841 J01D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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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3. 연구대상 수술

진료과
EDI
코드

수 술 명
해부학적
부위

일반외과 Q2533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2536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2534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2537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2594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0251 위아전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0252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0253 위아전절제술(원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0254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0255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0256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0257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0258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위
일반외과 Q2598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위

일반외과 QA67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67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1261
결장절제술(아전절제[우반및좌반결장동시절제또는좌반및에스상
결장동시절제)-림프절청소포함

대장

일반외과 Q1262
결장절제술(아전절제[우반및좌반결장동시절제또는좌반및에스상
결장동시절제)-림프절청소포함하지않는것

대장

일반외과 QA672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672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A673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673 결장절제술(부분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A679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원위장 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679
결장절제술및결장루,원위장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포함하지
않는것

대장

일반외과 QA921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921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A922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922 직장및에스장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A928 직장및에스장절제술(초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928
직장및에스장절제술(초저위전방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것

대장

일반외과 QA923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혹은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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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Q2923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회음절제혹은복천골절제)-림프절청소를포함하지
않는것

대장

일반외과 QA924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부풀수루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924
직장및에스장절제술(복부풀수루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A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대장

일반외과 QA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항문문합술동시실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대장

일반외과 Q2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낭항문문합술동시실시)-림프절청소를포함하지
않는것

대장

일반외과 Q7380 담낭절제술 담낭

일반외과 P4541 부갑상선절제술(양성)-단발성 갑상선

일반외과 P4542 부갑상선절제술(양성)-다발성 갑상선

일반외과 P4543 부갑상선절제술-악성 갑상선

일반외과 P4545 부갑상선근육이식 갑상선

일반외과 P4551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전절제술)-편측 갑상선

일반외과 P455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전절제술)-양측 갑상선

일반외과 P4553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편측 갑상선

일반외과 P4554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갑상선

일반외과 P4561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갑상선

일반외과 N7121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 유방

일반외과 N7122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다발성 유방

일반외과 N7131 유방절제술-양성-단순전절제 유방

일반외과 N7132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남성의여성형유방절제포함] 유방

일반외과 N7133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유방

일반외과 N7134 유방절제술-양성-액와부이소성유방절제 유방

일반외과 N7136 유방절제술-악성-부분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 유방

일반외과 N7137 유방절제술-악성-부분절제-액와림프절청소술포함하지않는것 유방

일반외과 N7138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 유방

일반외과 N7139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청소술포함하지않는것 유방

일반외과 Q2722 제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 것) 장(탈장)

일반외과 Q2732 반흔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 것) 장(탈장)

일반외과 Q2755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 장(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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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Q2756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및후벽보강-
인공막이용포함)

장(탈장)

일반외과 Q2757 대퇴허니아수술 장(탈장)

정형외과 N071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고관절
정형외과 N207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고관절

정형외과 N0715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고관절
정형외과 N271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복잡 고관절

정형외과 N207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슬관절
정형외과 N2077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슬관절

정형외과 N246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
경추치상돌기나사못고정술

척추

정형외과 N246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
기타의경우

척추

정형외과 N2469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경추-
기타의경우

척추

정형외과 N0468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흉추 척추

정형외과 N0469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척추
정형외과 N1469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복잡 척추

정형외과 N2470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

척추

정형외과 N1460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복잡-Cage
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

척추

정형외과 N0471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척추
정형외과 N0472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2부위부터[1부위당] 척추

정형외과 N0473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척추
정형외과 N0474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2부위부터[1부위당] 척추

정형외과 N149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척추
정형외과 N1492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흉추 척추

정형외과 N149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척추
정형외과 N1494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척추

정형외과 N1495 추간판제거술-척추수핵용해술[방사선료포함] 척추
정형외과 N1496 척추수핵흡인술[뉴크레오톰 이용 수핵제거등][방사선료포함] 척추

정형외과 N1497 척추후궁절제술-경추 척추
정형외과 N2497 척추후궁절제술-복잡-경추 척추

정형외과 N1498 척추후궁절제술-흉추 척추
정형외과 N2498 척추후궁절제술-복잡-흉추 척추

정형외과 N1499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척추
정형외과 N2499 척추후궁절제술-복잡-요추 척추

정형외과 N2491 경추후궁성형술-제1부위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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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N2492 경추후궁성형술-제2부위부터[1부위당] 척추
정형외과 N0935 견봉성형술 어깨

정형외과 N093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어깨
정형외과 N0937 견봉성형술및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및건성형이동반된경우) 어깨

정형외과 N0938 견봉성형술및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및건성형이동반된경우)-복잡 어깨
흉부외과 O1641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단순(1개소) 심장

흉부외과 OA641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단순,1개소 심장
흉부외과 O1640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단순(2개소) 심장

흉부외과 OA640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단순,2개소 심장
흉부외과 O1648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단순(3개소) 심장

흉부외과 OA648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단순,3개소 심장
흉부외과 O1649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단순(4개소이상) 심장

흉부외과 OA649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단순,4개소이상 심장
흉부외과 O1781 판막성형술(삼첨판) 심장

흉부외과 O1782 판막성형술(승모판) 심장
흉부외과 O1783 판막성형술(대동맥판) 심장

흉부외과 O1791 인공판막치환술(삼첨판) 심장
흉부외과 O1792 인공판막치환술(승모판) 심장

흉부외과 O1793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 심장
흉부외과 O1797 인공판막치환술(폐동맥판) 심장

흉부외과 O1401 폐쐐기절제술(단일쐐기절제) 폐
흉부외과 O1403 폐쐐기절제술(2-3개) 폐

흉부외과 O1404 폐쐐기절제술(4-5개) 폐
흉부외과 O1405 폐쐐기절제술(6개이상) 폐

흉부외과 O1410 폐구역절제술 폐
흉부외과 O1421 단일폐엽절제술 폐

흉부외과 O1422 쌍폐엽절제술 폐
흉부외과 O1423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폐

흉부외과 O1440 폐봉합술 폐
흉부외과 O1570 폐기포절제술 폐

신경외과 N0331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진단목적) 머리
신경외과 N03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머리

신경외과 N0334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병소 또는 양성종양절제) 머리
신경외과 N0335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악성종양절제) 머리

신경외과 S4621 혈종제거를위한개두술-경막하혹은경막외 머리
신경외과 S4622 혈종제거를위한개두술-뇌실질내 머리

신경외과 S4634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단순 머리
신경외과 S4635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복잡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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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S4636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하부)-단순 머리
신경외과 S4637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하부)-복잡 머리

신경외과 S4641 뇌동맥류수술-단순[경부 Clipping] 머리
신경외과 S4642 뇌동맥류수술-복잡[경부 Clipping] 머리

신경외과 S4653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실질내[단순] 머리
신경외과 S4654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실질내[복잡] 머리

신경외과 S4655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경막[단순] 머리
신경외과 S4656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경막[복잡] 머리

신경외과 S4657 뇌동정맥기형적출술-해면성혈관기형[단순] 머리
신경외과 S4658 뇌동정맥기형적출술-해면성혈관기형[복잡] 머리

신경외과 S466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머리
신경외과 S4662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EDAS, EMAS 등] 머리

신경외과 S4733 뇌전증수술-측두엽절제술[경련부촛점제거술] 머리

신경외과 S4734
뇌전증수술-측두엽절제술[경련부촛점제거술](뇌량체절단,뇌엽절
제,다발성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과동시실시)

머리

신경외과 S4735 뇌전증수술-뇌량체절단술 머리

신경외과 S4736 뇌전증수술-뇌엽절제술[반구절제포함] 머리
신경외과 S4737 뇌전증수술-다발성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머리

신경외과 S4760 뇌엽절단술[대상회전절개포함] 머리
신경외과 S4780 뇌엽절제술[반구절제포함] 머리

신경외과 S4796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절단술)-전정신경 머리
신경외과 S4792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절단술)-삼차신경 머리

신경외과 S4793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절단술)-연수수삭또는중뇌수삭전리술 머리
신경외과 S4794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절단술)-기타신경 머리

신경외과 S4797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삼차신경 머리
신경외과 S0479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안면신경 머리

신경외과 S4798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기타신경 머리
기타 R4147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복부접근-단순 자궁

기타 R4149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질부접근-단순 자궁
기타 R0141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복강경술-단순 자궁

기타 R4202 자궁탈근본수술-질식자궁전적출술 자궁
기타 R4203 자궁탈근본수술-질식자궁전적출술 및 질벽봉합술 자궁

기타 R3950 전립선적출술 전립선
기타 R3960 전립선정낭전적출술[림프절적출포함] 전립선

기타 R3975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 전립선
기타 R3976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 전립선

기타 R3977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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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Code Classification

Central Venous Catheter

O1650 Cut Down Method
O1651 Arterial Cannulation with Cut Down Method
O1654 Tunnel or Subcutaneou Implantation Method-with Flurosocpy

OA654 Tunnel or Subcutaneou Implantation Method-with Flurosocpy(Infuse-A-Port)

O1655 Tunnel or Subcutaneou Implantation Method-with Angiography

OA655 Tunnel or Subcutaneou Implantation Method-with Angiography(Infuse-A-Port)

O1656 Tunnel or Subcutaneou Implantation Method-others

OA656 Tunnel or Subcutaneou Implantation Method-others(Infuse-A-Port)

O1657 Others with Flurosocpy

O1658 Others with Angiography

O1659 Others

Tracheostomy & Artificial Ventilation

O1300 Invasive Tracheostomy

O1301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O1303 Cricothyroidotomy-Trochar

O1306 Cricothyroidotomy-Skin Incision

M5830 Transtracheal Catheter Insertion and Ventilation

M5850 Artificial Ventilation-up to 3 hours

M5857 Artificial Ventilation- 3 hours over, up to 8 hours

M5858 Artificial Ventilation- 8 hours over, up to 12 hours

M5860 Artificial Ventilation- 12 hours over, up to 24 hours

M5859 Tracheal Intubation

Appendix Table 4.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code of invasive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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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5. Characteristics of tertiary hospitals
(n=4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Median, IQR)

Ownership
Public 32(74.4)
Private 11(25.6)

Training hospital
Yes 43(100)
No 0(0)

Location
Seoul 14(32.6)
Metropolis 15(34.9)
Big city 8(18.6)
Province 6(14)

Number of beds 1,074±433.05
(915, 828-1,185) 677-2,704

100-300 0(0)
301-600 0(0)
601- 43(100)

Tertiary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6(13.95)
Grade 2 30(69.77)
Grade 3 7(16.28)
Grade 4 0(0)
Grade 5 0(0)
Grade 6 0(0)

Fee grade for infecton prevention and control
Grade 1 35(81.4)
Grade 2 8(18.6)
No grade 0(0)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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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6. Characteristics of general hospitals
(n=269)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Median, IQR)

Ownership
Public 227(84.4)
Private 42(15.6)

Training hospital
Yes 104(38.7)
No 165(61.3)

Location
Seoul 39(14.5)
Metropolis 73(27.1)
Big city 43(16.00)
Province 114(42.4)

Number of beds 342.27±175.10
(287, 216-402 ) 100-1,030

100-300 166(61.7)
301-600 73(27.1)
601- 30(11.2)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17(6.3)
Grade 2 54(20.1)
Grade 3 62(23.0)
Grade 4 32(11.9)
Grade 5 17(6.3)
Grade 6 33(12.3)
Grade 7* 54(20.1)

Fee grade for infecton prevention and control
Grade 1 62(23.0)
Grade 2 12(4.5)
No grade 195(72.5)

* Including 22 hospitals(8.2%) that didn’t report nurse staffing grade;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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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7.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 tertiary hospitals
(n=81,30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edian, IQR)

Min-Max

Sex
Male 31,749(39.1)
Female 49,552(61.0)

Age(year) 57.95±14.51
(59,48-69) 18-99

18-39 9,361(11.5)
40-59 31,857(39.2)
60-79 36,275(44.6)
80≦ 3,808(4.7)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78,614(96.7)
Medical aid 2,687(3.3)

Type of surgery
NS, CS Head 4,047(5.0)

Heart 1,746(2.2)
Lung 3,957(4.9)
NS, CS total*  9,747(12.0) 

GS Breast 11,582(14.3)
Colon 6,876(8.5)
Gall 896(1.1)
Stomach 8,378(10.3)
GS total* 26,771(32.9)

OS Hip 2,610(3.2)
Knee 54,34(6.7)
Shoulder 5,033(6.2)
Spine 11,763(14.5)
OS total* 24,836(30.6)

Others Prostate 3,506(4.3)
Hernia 1,123(1.4)
Thyroid 15,183(18.7)
Uterine 521(0.64)
Others total* 20,317(25.0)

Two or more of different anatomical sites of surgery
Yes 370(0.5)
No 80,931(99.5)



- 108 -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edian, IQR)

Min-Max

ECM Score 6.90±6.59
(4, 2-11) -1-48

-1-0 18,134(22.3)
1-7 36,612(45.03)
8-14 11,969(14.7)
15≦ 14,586(17.9)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Yes 8,036(9.9)
No 73,265(90.1)

Invasive procedure
Undergone pt. 5,119(6.3)
Not undergone pt. 76,182(93.7)

ICU stay≧2 days
Yes 2,979(3.7)
No 78,322(96.3)

* Duplicate counts have been excluded; CS=cardiothoracic surgery; ECM=elixhauser’s comorbidity measure;
GS=general surgery; ICU=intensive care unit; M=mean; Min=minimun; Max=maximum; NS=neurosurgery;
OS=orthopedics surgery;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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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8.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 general hospitals
(n=55,615)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edian, IQR)

Min-Max

Sex
Male 22,127(39.8)
Female 33,488(60.2)

Age(year) 62.90±15.46
(65,53-75) 18-110

18-39 4,471(8.0)
40-59 16,301(29.3)
60-79 27,445(49.4)
80≦ 7,398(13.3)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51,352(92.3)
Medical aid 4,263(7.7)

Type of surgery
NS, CS Head 1,541(2.8)

Heart 328(0.6)
Lung 1,299(2.3)
NS, CS total* 3,167(5.7)

GS Breast 5,213(9.4)
Colon 3,138(5.6)
Gall 372(0.7)
Stomach 2,051(3.7)
GS total* 10,473(18.8)

OS Hip 3,071(5.5)
Knee 8,092(14.6)
Shoulder 9,647(17.4)
Spine 2,641(22.7)
OS total* 33,379(60.0)

Others Prostate 2,590(4.7)
Hernia 1,947(3.5)
Thyroid 4,070(7.3)
Uterine 258(0.5)
Others total* 8,845(15.9)

Two or more of different anatomical sites of surgery
Yes 249(0.45)
No 55,36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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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edian, IQR)

Min-Max

ECM Score 6.17±6.63
(3, 0-11) -1-51

-1-0 18,069(32.5)
1-7 18,693(33.6)
8-14 11,400(20.5)
15≦ 7,453(13.4)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Yes 10,312(18.5)
No 45,303(81.5)

Invasive procedure
Undergone pt. 3,606(6.5)
Not undergone pt. 52,009(93.5)

ICU stay≧2 days
Yes 2,342(4.2)
No 53,273(95.8)

* Duplicate counts have been excluded; CS=cardiothoracic surgery; ECM=elixhauser’s comorbidity measure;
GS=general surgery; ICU=intensive care unit; M=mean; Min=minimun; Max=maximum; NS=neurosurgery;
OS=orthopedics surgery;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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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9. 기관윤리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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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ospital-acquired infection(HAI) refers to an infection that occurred in hospitals.

In other words, infections that were neither present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nor

were incubated within 48 hours of hospitalization are defined as HAIs(Jang, 2009).

Recently, the term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HCAI) is widely used, which is a

concept extended from HAI, and refers to infections that occur after the first 48

hours of hospitalization or within 30 days of health care use (Hake et al., 2018).

HCAI is reported to increase not only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the

subsequent medical expenses of patients, but also their mortality rate (Vincent et al.,

2009; Jain, Miller, Belt, King, & Berwick, 2006; Park et al., 2005). These adverse

results are expected to decrease upon HCAI monitoring and management activities

(Xu et al., 2015).

The role of infection control nurses is to monitor HCAI and evaluate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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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management, educate and advise employees on infection control,

participate in committee activities, and prepare policies and regulations (CBIC, 2018;

Korean Hospital Infection Control Society, 2015; 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Medical Act). In other words, since they play a practical role, they play a very

large role in HCAI management. A 2016 survey of 273 domestic hospital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infection control nurse in the infection control off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retain infection control nurses (Lee et al., 2017).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confirm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fection

control nurses and HCAI are scarce. No domestic studies have been identified, and

four studies have been identified in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s,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joint surgery patients, and healthcare facilities (Xu et al., 2015; Geubels et

al., 2005; Parry et al., 2005; Richet et al., 2003). Three of these studies reported that

securing infection control nurses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the incidence of

HCAI(Xu et al., 2015; Parry et al., 2005; Richet et al., 2003).

In addition to infection control nurses in charge of infection monitoring and

education, securing nurses in general wards or intensive care units that encounter

patients and perform nursing activities can also have a close impact on the

occurrence of HCAI(Kang et al., 2009; Kim & Lim, 2015; Suh & Oh, 2010; Jeong

Yeon-wook, Lee Yong-hwan, & Yoo Byung-cheol, 2008). Therefore, in order to

suppress HCAI, it is important to retain nurse stafffing who directly perform nursing

work in general wards along with infection control nurses.

Studies confirming the association between general ward or intensive care unit

nurse manpower levels and HCAI(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 exist with

related literature studies (Kane et al., 2007; McGahan et al., 2012; Poyer, 2010). In

addition, some studies conducted in Korea that confirmed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level and HCAI (Lee, 2016; Kim et al., 2012; Park, 2003). Num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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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report a decrease in the incidence of HCAI as nurses have been published,

but not all findings report consistent results (Kane et al., 2007; Mitchell et al., 2018;

Stone et al., 2008). These differences in research results can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ources used in the stud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appropriate manpower in specific wards or intensive care units, risk adjustments

appropriate to each conceptual framework, and differences in the measurement tool of

medical-related infections (Mark., 2006; Shang et al., 201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vulnerabilities of these preceding studies.

HCAI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are pneumonia, sepsis, urinary tract

infections, and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Since the

data used in the study are data from health insurance claims, HCAIs tha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se data were used as indicators. These infection indicators are

currently used by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s indicators of HCAI (CDC),

202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2018; Kim et al.,

202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other

preceding researches. Meanwhile, some studies (Kim et al., 2017; Redondo-González

et al., 2018) show that the occurrence of HCAI through the disease code in the health

insurance claim statement is rather inaccurate, so antibiotics with broad spectrums,

mostly reserved for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were used more than they should

be.

As of 2017,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fection control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for surgical patients and the

occurrence of HCA.

The ‘fee grade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which is a method to compensate for infection control staffing including

infection control nurses, has been implemented since September 2016.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data in 2017, on which the policy is implemented,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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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future effect analysis research on the government's

policy to induce infection control nurses.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lity Health Outcome Model'. This model is a

conceptual framework used by the Expert Panel on Quality Health Care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ing since 1998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and is a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traditional

Donabedian model and the patient, provider, and setting relationship of Holzemer.

The Donabedian model is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ed in 1966 by Avedis

Donabedian, consisting of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and has been used for

decades to evaluate and compare health care quality (Donabedian, 1966; Donabedian,

1988). This concept assumes that as a linear model, structure (people, organizational

composition, equipment, etc.) affects the process (providing or receiving care), and

this process results in desirable or undesirable results (health status, etc.). However,

Mitchell and Shortell (1997) suggested that health outcomes such as patient death or

harmful events are affected by patient variables rather than structural variables,

suggesting that the Donabedian model has it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results.

One of the models presented from this background is the Quality Health Outcome

Model. The components of this model are, for example, in hospitalss, 1) the system,

which refers to the classification of beds, establishment type, and level of securing

nurses, and 2) the intervention, which may include both direct and indirect clinical

processes such as patient self-care. Patient characteristics refer to the patient's

health status and risk factors related to the disease. Results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research purposes such as death, disability, disease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itchell et al., 1998). This model is a dynamic form of

the model and encompasses interactions between system characteristics,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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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utcomes, and interventions. In other words, a single influencing

factor cannot directly affect the results on its own. This model was confirmed to be

vali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cancer wards, and prevention of HCAI in

hospitals (Gilmartin & Sousa). 2016; Mayberry et al., 2001; Radwin., 2000).

Methods

Desig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using secondary data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the HCAI of surgical inpatients.

Data source

Administrative reimbursement claim data from October 2016 to December 2017

to March 2018 and hospital information data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HIRA) were used. Approval was obtained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Y University Health System(Y-2019-0177) and

HIRA(B-2019-015-002). The reimbursement claim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HIRA database system and the hospital information data was provided from the

HIRA. Surgical patient claim data who were hospitalized to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in 2017 were selected.

Data selection

Korean acute hospitals from the year 2017 were selected. All patients were 19

years old or older, hospitalized in these hospitals for a clean or clean-contaminated

surgery, with antibiotics prescribed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antibiotics

prophylaxis in surgery’ of HIRA. Claim data from patients whose length of

hospitalization was 2 days or longer were selected. Data from patients who were

discharged after March 2018 and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from the ER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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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The final sample included 136,916 patients(81,301 Tertiary patients, 55,615

General patients) and 312 Korean acute hospitals.

Definition of varibles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nvestigated pati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sex, age, type of

insurance, Elixhauser comorbidity measure score, type of surgery, whether they

received invasive procedure, whether they stayed in the ICU for more than two days,

whether they had surgery for more than two regions, and whether they were

subjected to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included hospital type, ownership, whether they

were a training hospital, location, bed size (or the number of beds), ward nurse

staffing grade (bed to nurse ratio), and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Nurse staffing

For infection control nurse staffing level, the grades in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were employed. There are grades 1 and 2. Grade 1 should have a ratio of

infection control nurses to the number of beds of 150:1 on average. Grade 2 should

have a ratio of infection control nurses to the number of beds of less than 200:1. In

addition, as the basic requirements, the ratio of infection control doctors to the

average number of beds should be less than 300:1, and there should be one or more

nurses with an infection control career of more than three years or an infection

control license in the hospital. Furthermore, the hospital should have obtained

‘certification’ or ‘conditional certification’ as a result of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For the ward nurse staffing level, by the nurse staffing grade was used. It is

classified into grades 1-7 according to the bed to nurse ratio. Tertiary hospit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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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ospitals have different grading criteria. For example, there should be two or

fewer beds per nurse for grade 1 in a tertiary hospital, but there should be 2.5 or

fewer beds per nurse in a general hospital.

HCAI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HCAI was cases in which one or more of

pneumonia, sepsis, urinary infection, and injuries and diseases caused by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were entered in the HIRA claim data.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as judged by the claims

in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Data analysis

The SAS Enterprise Guide 6.1(SAS ver.9.4) was used for data analysis. χ2 test

was conducted, whil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SD) were conducted to show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staffing and

HCAI,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use.

Association nurse staffing and HCAI

HCAI occurred in 4.61% of the patients. Urinary tract infections occurred in

2.77% and pneumonia occurred in 1.78 and sepsis occurred in 0.52%. 0.07% had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3.2% of all patients used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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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Hospital characteristic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136,916 patients in 312 hospitals. There

were 43 tertiary hospitals and 269 general hospitals. By establishment type, 83.0%

were private hospitals, which were more than public ones, and 47.12% were training

hospitals, which were similar to non-training ones (52.9%). By region, most hospitals

in a province (38.5%). The number of beds in hospitals was 443.21±340.15 on

average, but the hospital with the fewest beds had 100 beds while those with the

most beds had 2,704, so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number of beds.

Since criteria for ward nurse staffing grade differ between tertiar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all 43 tertiary hospitals come under grades 1-3 by the type of

hospital. As for the number of hospitals by grade, most were in grade 2 (69.8%),

followed by grade 3 (16.3%) and grade 1 (14.0%). Of the general hospitals, all

hospitals came under grades 1-7; most were in grade 3 (23.0%), followed by grades

2 and 7 (20.1%), grade 6 (12.3%), grade 4 (11.9%), and grades 1 and 5 (6.3%).

The ratio of hospitals that could claim for a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was

37.5% of all. 81.4% of tertiary hospitals were in grade 1 and 18.6%, in grade 2 while

23.0% of general hospitals were in grade 1 and 4.5%, in grade 2. All tertiary

hospitals could claim a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to all institutions, while 72.5%

of general hospitals (195) could not.

Training hospitals had a higher nurse staffing level, and by region, hospitals

located in Seoul had the highest nurse staffing level while those located in a

province had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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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characteristics

The ratio of women was higher as 60.65% were women, and 39.35% were men.

The age of patients was 59.96±15.10 on average and most of the patients were 60-79

years of age (46.54%). By health insurance type, most patients were health insurance

patients with the ratio of health insurance patients of 94.92% and that of medical aid

patients of 5.08%. Most of the orthopedic patients had surgery (42.52%), and fewest

of the neurosurgery and thoracic surgery patients had surgery (9.43%). 0.45% had

surgery in two or more than two departments.

For the Elixhauser comorbidity measure score, most patients got a score of 1-7

point(s) (40.39%) and fewest, higher than 15 points (16.10%). 13.40% of the patients

were subjected to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offered to serious

cases and patients with rare and intractable disorders, and 6.37% of the patients

received invasive procedure. 3.89% of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in ICU for more

than two days.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HCAI

HCAI occurred in 4.61% of the patients. Urinary tract infections occurred in

2.77%; pneumonia, 1.78%; sepsis, 0.52%; and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0.07%.

Patients who used broad spectrum antibiotics were 3.2% of all patients.

In tertiary hospitals, there were no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HCAI, of the variables of hospital characteristics, including infection control nurses.

In general hospitals, HCAI occurred less in grade 1 hospitals than in ungraded ones

for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ward nurse staffing level and the

occurrence of HCAI in tertiary hospitals, but there was less occurrence of HCAI in

grades 1-6 hospitals than in grade 7 ones in general hospitals. However,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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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e in grades 1-6 hospitals, the less the incidence of HCAI did not tend to

become. In addition, in the data on general hospitals, HCAI occurred less in public

hospitals than in private hospitals. Along with this, HCAI occurred less in hospitals

located in a province than in those located in Seoul.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HCAI occurred in 4.61% of the patients. Urinary tract infections occurred in

2.77% and pneumonia occurred in 1.78 and sepsis occurred in 0.52%. 0.07% had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3.2% of all patients used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n neither tertiary hospitals nor general hospitals,

there wer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of the variables of hospital characteristics, including infection

control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there were no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of ward nurse staffing

level and the variables of hospital characteristics. In general hospitals, by the nurse

staffing grade, there was a less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n grades 1-6 hospitals than in grade 7 ones. However, in grades

1-6 hospitals, the better the grade, the less that incidence of HCAI did not tend to

become.

Discussion

Data were divided into those for tertiar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to

conduct a multi-level analysis. The reason why the data were divided by the type of

hospital for the analysis is because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the compet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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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ary hospitals from general hospitals, since they are designated as tertiary

hospitals through assessments of facilities, equipment, medical personnel, and

inpatient disease composition, etc.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both infection

control nurse and ward nurse staffing levels were better in tertiary hospitals than in

general hospitals, and there were not big differences among the hospitals.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studie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research subjects. First, the preceding

studies compiled statistics, including both full-time and adjunct infection control

workforce while the HIRA only collects the information about full-time infection

control nurses (Lee et al., 2017; Oh & Yi, 2005). In addition, hospital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a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do not report on the infection

control workforce they hold to the HIRA (Lee et al., 2017).

In this study, in tertiary hospitals, all hospitals had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This means that all tertiary hospitals meet the criterion of

one infection control nurse per 250 beds presented in the SENIC Project (Hughes,

1988). However, in general hospitals, only 37.5% of hospitals met this criterion.

As mentioned above, the sudden increase in demand for infection control nurses

due to the newly implemented system means that nurses without an infection control

career or with a very short career are placed on infection control duty. Even before

the new establishment of a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or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the ratio of nurses with a career of less than two years was not low at

34.1% (Lee et al., 2017). Factors affecting infection control nurses’ burnout or stress

include overwork and short career (Park et al., 2010). The duties of infection control

nurses are various, for example, monitoring the occurrence of HCAI, surveying the

prevalence, monitoring hand hygiene, infection education for employees, developing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and establishing regulations, etc. (Her et al., 2012).

Therefore, many studies suggested that education would be important for no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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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control nurses so that they can adapt well to the duty due to high difficulty

and heavy burden of the job (Lee & Park, 2015; Kim & Choi, 2014; Her et al., 2012).

The ward nurse staffing level as well as the infection control nurse staffing

level may affect infection control in hospitals. The shortage of time or workforce is

pointed out as a cause for clinical nurses to be unable to perform infection control

(Kim & Lim, 2015; Cho, 2007; Arens et al., 2005). The studies revealed that tertiary

hospitals were distributed to nursing staffing grades 1-3. General hospitals were

distributed to grades 1-7, and since 26.39% of the general hospitals had the highest

grades, grades 1-2, and 20.07%, which are quite much had the lowest grade, grade 7,

which showed that there were wide variations in nurse staffing level among the

hospitals.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number of beds in 2014, that in 2018 increased

by 7.16% while the number of active nurses in Korea increased by 32.68% (HIRA,

2019). However, the fact that grade 7 institutions by the nurse staffing grade in

general hospitals exceed 20% means that the government’s effort to retain the nurse

workforce should continue.

This study showed that HCAI occurred after surgical operation in 4.61% of the

patients. By the type of infection, urinary tract infection took up 2.77%; pneumonia,

1.78%; septicemia, 0.52%; and injuries and diseases caused by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0.07%. KONIS monitors ICU infections and surgical-related infections

vulnerable to HCAI. However, it is difficult to know the status of the occurrence of

HCAI in Korea since it does not collect all the data on HCAI occurring in the entire

hospitals. In the domestic policy research to survey the prevalence of HCAI with

three tertiary hospitals solici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mong all inpatients, the prevalence of HCAI was 5.35% (Kim et al., 2019).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is policy research includes bloodstream infection,

gastrointestinal infections, and surgical site infections, it is judg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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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is study, in tertiary hospitals, there were no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occurrence of HCAI. In general

hospitals, the occurrence of HCAI was lower in public hospitals than in private ones.

Oh & Lee (2005) surveyed the status of infection control nurses, etc. and found that

the response rate of questionnaires was higher from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than from private ones. The researcher assumed that this is because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conducted medical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more actively than

private ones did. In this study, too, the ratio of hospitals without infection control

nurses was higher in private institutions than in public ones.

In the occurrence of HCAI according to patient characteristics, the older the

patients, the higher the incidence of HCAI became. The occurrence of HCAI was

consistently higher in patients over 60 than in those aged 18-39. I Klavs et al. (2003)

showed that the occurrence of HCAI was higher in older people with 2.6% in those

under 50, 5.9% in those aged 50-79, and 8.3% in those over 80. There is a report that

also in long-term care facilities other than hospitals, the incidence of HCAI was up

to 6.5% (Anderson & Rasch., 2000). These results show elderly patients’ HCAI

vulnerability and especially show that HCAI control is important for elderly patients.

The ratio of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as 3.20% in this study. The incidence of HCAI was 4.61%, and that of injuries and

diseases caused by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was 0.07%, so there was a difference

from the incidence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However, since there are no

accurate data on the prevalence rate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n domestic

ward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is difference (Kim et al., 2018). Medical fees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re recognized in health

insurance mainly for patients with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nfections and also in

patients with weakened immune function,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after

neurosurgery, or severe infection. Thus, the administration of effective-antibiotic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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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occurrence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However,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n indicator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incidence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and took it as an indicator

of patient health outcomes. If the research subjects were medical patients, antibiotics

would b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however, si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urgical operation patients, antibiotic administration would not be the

main treatment method. Furthermore,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re not recommended antibiotics for the preventive purpose of surgery

(HIRA, 2018). For this reason,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as included in the result indicators.

For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no

variables showed a correl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 except nurse

staffing level. Patie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ere almost the same as HCAI. These results

are because 20% of HCAI are caused by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and the patient

characteristic vulnerable to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s similar to HCAI (Sievert et

al., 2013). Regarding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elderly patients used them more and medical aid patients used them more

than health insurance patients.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ere used more in patients with a higher ECM score, those subjected to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than those not. In addition,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ere used more in patients

who received invasive procedure and those hospitalized in ICU for more than two

days. Most major propagation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s hand-to-hand contact

by medical personnel or instrumental infection (Bauer et al., 1990; Pittet et al., 2000;

Siegel et al., 2007). Thus, to prevent the spread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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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Grudmann et al., 2002; Vicca,

1999)

This study checked the occurrence of HCAI according to nurse staffing level

after correcting all variables of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ull-time infection control nurse staffing level was not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CAI in tertiary hospitals. However, in general hospitals, HCAI

occurred less in grade 1 hospitals (150 or fewer beds per infection control nurse) for

a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than in ungraded hospitals. For tertiary hospitals, all

hospitals come under grade 1 or 2 for a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and the

grades are divided by 50 beds per nurse, so this may be because this difference is

not enough to make a change in infection rate, or because they have the minimum

personnel necessary for infection control.

In tertiary hospital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ward nurse staffing level

and the occurrence of HCAI, but in general hospitals, HCAI occurred less in grades

1-6 hospitals than in grade 7 ones by the nurse staffing grade. Since the ward nurse

staffing level in tertiary hospitals is distributed between grade 1 and grade 3 by the

corrected nurse staffing grade, there is not a big difference in nurse staffing level

due to the grade among the hospitals. On the other hand, in general hospital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nurse staffing level among the hospitals. In general hospitals,

the occurrence of HCAI decreased in grades 1-6 hospitals more than in grade 7 ones,

but the better the grade, the greater the decrease of HCAI did not become. In Cho et

al., (2016) when nurses had a heavy workload due to the shortage of nurses, often,

they could neither provide education for or counseling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nor have conversation with the patients, and few of them left treatment or

procedure undone at the lowest ratio of about 4.7%. In other words, grade 7

institutions might be unable to properly follow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urinary tract infection like aseptic technique due to the shortage of nurses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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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but since nurses implement procedure or treatment as the highest priority,

there might be no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HCAI among the grades 1-6

hospitals.

A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 staffing level an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n tertiary hospital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infection control nurse and ward nurse staffing levels.

This may be because there is not a big difference in nurse staffing level or

mechanisms for the prescription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between hospitals in tertiary hospitals (Kim et al, 2018). In general

hospital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infection control nurse staffing level an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while that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ard nurse staffing level. The ward nurse staffing level

showed a correlation with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because the ward nurses who directly practice nursing for patients have a

great direct impact on their health outcomes. Since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are

infected through the hands or instruments of medical personnel, etc. (Siegel et al.,

2006; WHO, 2009),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this, but in hospitals with a

low nurse staffing level, the infection control principles like hand hygiene or

disinfection of medical instruments might not be fulfilled well.

This study found that nurse staffing level i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occurrence of HCAI.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HCAI an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n grades 1-6 hospitals

by the nurse staffing grade from grade 7 ones. Grade 7 institutions are those with

six or more beds per nurse, an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number of beds of which

the nurses working at a grade 7 institution are in charge. Thus, the reporting of the

nursing workforce including infection control nurses should be mandatory for all

hospitals, and there should be a regulation on securing the minimum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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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number of beds (or patients) per nurse.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occurrence of HCAI an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are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nurse and infection control nurse staffing (‘fee grade for infection control’).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nurse staffing (ward nurse and

infection control nurse) and HCAI, using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n tertiary hospitals. The reason wh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HCAI and the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s that tertiary hospitals have a certain level of nurse staffing.

On the other hand, in general hospitals,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nurse staffing

levels among the hospitals. It turned out that in general hospitals, fewer HCAI

occurred in hospitals in infection control by the Nurse staffing grade 1 than in

ungraded ones. The analysis showed more HCAI and use of effective-antibiotic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microbial in hospitals in grade 7 by the Nurse staffing grade

than in those in grades 1-6. This study found that securing nurses above a certain

level would be related to the reduction of HCAI.

Thu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continue the policy for

increasing nurse staffing levels and arrange for institutions with a small nursing

workforce to expand thei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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