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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의 혈액매개감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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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mergency nurses are at risk of blood-borne infection as they are often exposed to blood and potential
inf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nowledge of blood-borne infections, awareness and compliance on
infection control, and predictors of compliance with infection control among nurses in emergency rooms.
Methods: Participants (N=169) in emergency rooms were recruited in B city from September 26 to October 26, 2012.
The emergency nurses’ knowledge levels on blood-borne infections and awareness and compliance on infection control
wer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Resul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mpliance on blood-borne infection control among emergency nurses wer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β=0.28, P＜0.001), awareness on blood-borne infection control (β = 0.28, P＜0.001),
confirmation of whether patients suffered from blood-borne infections prior to nursing care (β=0.26, P＜0.001),
experience i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β=0.16, P=0.022), and history of blood exposure (β=−0.14, P=0.040).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 addition to improving nurses’ personal efforts to prevent blood-borne infections,
systematic support in medical administration is needed; this may include preparing standardized assessment forms to
distinguish patients with blood-borne infections at the first hospital visit and increasing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blood-borne infec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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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사정, 검사 및 응급
처치 전반에 대한 신속성을 요하는 부서이다. 따
라서 대상자들이 가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침습적 검사 및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 의식저하
자 및 소아 등 치료협조가 안 되는 환자들로 인
해 다양한 처치와 검사 시에 혈액매개감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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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 위험이 있다[1]. 의료인에게 있어서 혈액

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등 다

매개감염은 근무 중에 주삿바늘과 같은 날카로

제내성균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0,11].

운 기구에 찔리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나 점막이

혈액매개감염 관련 선행연구들은 혈액매개감염

혈액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이는 B형 간염, C형

의 원인이 되는 자상관련 연구[12], 혈액매개감염

간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

의 실태나 혈액매개감염원의 노출수준을 확인한

ciency virus, HIV) 등 심각한 혈액매개감염을 초

연구[13]가 있었으나, 혈액매개감염원에 대한 노

래할 수 있다[2,3].

출 위험이 높은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

병원직원 대상 연구에 의하면 6개월 간 주삿바
늘 찔림 경험자는 응답자의 48.7%, 손상이 없는 피

염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감염관리에 대한 연구
는 찾기 어렵다.

부나 점막에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 자는 49.7%

이에.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었다[4].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근무하고 혈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정도와 혈액매개감염

액매개질환에 노출되었을 때의 행동지침이 있는

관리에 대한 인식도 및 수행도를 알아보고, 혈액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많게는 직원들의 51.7%가

매개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

혈액매개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어[5] 일

인하여 혈액매개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반적인 감염감시에 국한하지 않는, 감염전파방법

감염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별 혹은 위험부서별 관련 연구가 더 심층적으로

한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임상 현장
실무에서의 뾰족한 기구에 의한 의료인 손상의
대부분은 의료인 자신에 의한 것이었고[6] 혈액
매개감염은 공기매개감염이나 접촉매개감염, 비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말매개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인의 각별한

본 연구의 근접모집단은 일개 광역시에 소재

주의와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2] 연구의

하는 11개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결과는 실무적용을 통해 의료인의 혈액매개감염

연구대상병원은 상급종합병원 1곳과 종합병원

원 노출 발생률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

10곳으로 모두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가

질 수 있을 것이다.

있으며 감염관리지침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었다.

병원 내 부서 중에서는 중환자실, 투석실, 응급

응급실 근무 인력 수를 고려하여 간호부에서 요

실, 수술실, 특수 검사실에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

청한 만큼 연구 표본 수는 확정되었고, 배부된

들의 98.9%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

설문지 190부 중 175부가 회수되어 92.1%의 회수

었으며[7] 간호사는 국내외 모두에서 혈액과 체

율을 보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부의 설문

액에 높은 빈도로 노출되었다[5,8]. 다수 환자와

지를 제외한 16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접촉하는 간호사들은 감염 전파자로서의 위험도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 높아 의료기관감염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통

산출하였다.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분석하기

감하여야 하며, 응급실 간호사는 혈액매개감염원

위해 α=0.05, medium sized effect size f=0.15,

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업무를 하게

power=0.95, numbers of predictors=15를 투입했을

되므로 혈액매개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더욱 엄

때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89명이

격한 실천이 요구된다.

적절하나, 일개 광역시내 협조 가능한 종합병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

과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를 시도하고 해당병원

내감염관리 연구들은 일반적인 의료관련감염관

의 응급실 간호사 수가 반영되어 표본 수는 190

리에 대한 지식, 인지도 및 수행도에 대한 연구

명이었다.

이거나[9,10]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26일부터 2012년

코마이신내성 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

10월 26일까지이었으며 각 병원의 관련 부서장

coccus, VRE),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

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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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연구의 목적, 방법,

다’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철회에 대한 정보를 연구

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음을 의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면

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동의한 간호사에 한하여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alpha는 0.88이었다.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연구도구

3. 자료분석방법
측정된 자료값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성별, 교육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자료는 SPSS version

수준, 임상 총 경력, 응급실 경력, 직위, 업무량,

20.0 (PASW;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

의료기관의 인증여부, 감염관리교육경험, 감염관

수준 0.05에서 양측검증으로 유의성을 판정하였

리지침 여부가 포함된 일반적 특성과 환자혈액

다. 제 특성별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혈액매

노출경험, 개인보호장구 비치, 간호행위 전 환자

개감염관리 인지도 및 수행도의 차이는 독립 t

의 혈액매개감염 여부 확인 문항이 포함된 혈액

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매개감염관련 특성[7,9-11],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Scheffe test를 하였다.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지식,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로 구성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 및 수행도 간의 상관

하였다.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

1)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은 Park과 Kim [14]

으며,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에 대해

이 작성한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혈액매개감염

였다. 도구는 혈액매개 감염경로 11문항, 혈액매
개 감염환자에 노출 후 관리 및 예방접종 5문항,

Results

주삿바늘관리 3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을 부여하여
0-19점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도구 개발 당시의
전문가 타당도 지수는 0.84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
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2)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는 미국질병관리본부
의 표준주의지침 9개 항목과 미국 산업안전보건
청의 혈액매개 병원체 예방규칙을 근거로 Choi와
Lee [15]가 개발한 혈액매개감염 예방지침 수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손씻기, 장갑 착

1.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혈액매개감염
관리 인지도 및 수행도
연구대상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
식은 1점 만점에 0.7±0.14점,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는 5점 만점에 각각 4.4±0.45점,
3.5±0.57점이었다(Table 1).

2. 제 특성별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혈액
매개감염관리 인지도 및 수행도의 차이

용, 이중 장갑 착용, 개인보호장구 착용, 주삿바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늘 사용, 날카로운 기구 사용, 피부상처관리, 환

보인 변수는 교육수준이었으며(F=4.96, P=0.008)

경관리 각각 모두 3문항씩 총 8영역 24문항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관리의 인지도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

는 업무량(F=3.99, P=0.020)과 병원인증평가여부

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산정하며

(t=1.97, P=0.050)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혈액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개감염관리 수행도는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93

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보

이었다.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는 혈액매개감

다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가 더 높았다(t=2.64,

염관리 인지도와 동일한 24개 문항을 사용하여

P=0.009) (Table 1).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거의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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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nowledge of blood borne infection, awareness and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69)

Variables

N (%)*

Knowledge of blood borne
infection
M±SD

Gender
Male
21 (12.4) 0.7±0.15
Female
148 (87.6) 0.7±0.13
Education (degree)
92 (54.7) 0.8±0.14
3 year nursing
a
college
b
57 (33.9) 0.7±0.14
Bachelor
Master/Doctotalc 19 (11.4) 0.6±0.14
Duration of working as a nurse (months)
≤12
33 (19.8) 0.7±0.14
13-36
51 (30.3) 0.7±0.14
37-60
21 (12.5) 0.8±0.13
61≤
63 (37.4) 0.7±0.15
Duration of working as an ER (months)
≤12
41 (24.3) 0.7±0.14
13-36
63 (37.3) 0.7±0.14
37-60
26 (15.4) 0.8±0.13
61≤
37 (21.9) 0.7±0.14
Position
General nurse
142 (84.0) 0.7±0.14
Charfe nurse
19 (11.3) 0.7±0.14
Head nurse
8 (4.7) 0.8±0.13
Work load
Adequatea
54 (32.0) 0.7±0.12
Moderateb
86 (50.9) 0.4±0.15
Overloadc
29 (17.1) 0.7±0.15
Hospital accreditation
Yes
103 (60.9) 0.7±0.15
No
66 (39.1) 0.7±0.14
Infection control education
Yes
141 (83.4) 0.7±0.14
No
28 (16.6) 0.7±0.16
Guideline of infection control
Yes
146 (86.4) 0.7±0.14
No
2 (1.2) 0.6±0.11
Don’t know
21 (12.4) 0.7±0.13
Total score
13.7±2.71
Mean score
0.7±0.14

t/F

P
(Scheffe)

0.84

4.96

Awareness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P
(Scheffe)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M±SD

t/F

0.402

4.5±0.44
4.4±0.51

0.06

0.950

3.5±0.56
3.5±0.62

−0.13 0.894

0.008
(a＞c)

4.5±0.41

2.62

0.076

3.5±0.57

0.12 0.884

4.4±0.45
4.2±0.56

M±SD

t/F

P

3.5±0.57
3.5±0.59

1.48

0.231

4.5±0.45
4.5±0.45
4.5±0.31
4.4±0.48

0.18

0.839

3.6±0.63
3.4±0.57
3.5±0.58
3.5±0.52

1.49 0.218

0.09

0.966

4.5±0.50
4.5±0.39
4.4±0.35
4.4±0.53

0.75

0.525

3.6±0.63
3.4±0.56
3.5±0.53
3.5±0.55

1.16 0.327

1.70

0.185

4.5±0.44
4.4±0.48
4.5±0.48

0.01

0.986

3.5±0.57
3.6±0.48
3.7±0.67

0.71 0.492

2.94

0.056

4.5±0.40
4.5±0.43
4.2±0.52

3.99

0.020
(a,b＞c)

3.4±0.54
3.5±0.55
3.5±0.69

0.17 0.842

1.20

0.234

4.4±0.47
4.5±0.41

1.97

0.050

3.5±0.59
3.4±0.52

−1.46 0.145

0.13

0.896

4.4±0.46
4.6±0.39

−1.73

0.085

3.5±0.55
3.2±0.60

2.64 0.009

1.70

0.186

4.4±0.46
4.5±0.38
4.5±0.38
106.7±10.74
4.4±.45

0.21

0.813

3.5±0.57
4.0±0.53
3.3±0.54
83.5±13.62
3.5±0.57

1.99 0.140

*N (%) mean the number and percent of nurses who answered each question and missing data are eliminated.

3. 혈액매개감염 관련 특성별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 및 수
행도의 차이

답한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수행도
가 낮았고(t=−3.27, P=0.001), 응급실 내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하고 있는 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는 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주사침 자상사고나 혈액이 눈에 튀거나 피부

들보다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가 더 높았다

점막 등에 묻는 등의 혈액노출경험이 있다고 응

(t=3.69, P＜0.001). 간호행위 전 환자의 혈액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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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여부 검사를 확인하는 간호사가 확인하지

정통계량이 2.00으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었

않는 간호사보다 혈액매개감염관리를 더 잘 수

으며 잔차의 분석결과 선형성, 정규성 및 등분산

행하였다(t=3.92, P＜0.001). 혈액노출 사고를 담

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응급실 내에 개인보호장

당하는 전담부서 유무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

구가 구비되어 있을수록(β=0.28, P＜0.001), 혈액

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

매개감염관리 인지도가 높을수록(β=0.28, P＜

지 않았다(t=1.05, P=0.352) (Table 2).

0.001),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간호를 제공

4.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혈액매개감염관
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

하기 전 혈액매개감염 여부를 확인할수록(β=0.26,
P＜0.001),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
록(β=0.16, P=0.022), 혈액매개감염원에 노출된
경험이 없을수록(β=−0.14, P=0.040) 혈액매개감

가 높을수록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도 높았다
(r=0.25, P=0.001).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은
혈액매개감염관리 인지도(r=0.13, P=0.102)와 수
행도(r=0.14, P=0.081) 모두에서 의미있는 관련성
이 없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of blood borne
infection, awareness and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N=169)

5.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
도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다중공선성 확인
을 위한 공차한계는 0.93-0.98이었으며, 분산팽창
요인(VIF)은 1.02-1.08이었다. Cook’s D의 최대값
이 0.05로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Durbin-Watson
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검

Awareness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Knowledge of
blood borne
infection

Awareness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r (P)

r (P)

0.13 (0.102)

0.14 (0.081)

0.25 (0.001)

Table 2. Knowledge of blood borne infection, awareness and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by blood
borne infec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169)
Variables
History of
blood exposure
for the last
6 months
Department of
blood exposure
accidents

Categories
Yes
No

N (%)*
75 (44.4)
94 (55.6)

Awareness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M±SD

M±SD

M±SD

t/F

P

t/F

P

t/F

P

0.7±0.16 −0.05 0.964 4.4±0.45 −0.98 0.331
0.7±0.13
4.5±0.45

3.3±0.57 −3.27
3.6±0.54

0.001

0.7±0.14
0.8±0.11
0.7±0.16
0.7±0.15
0.7±0.13

1.52 0.221 4.4±0.46
0.45 0.641
4.6±0.55
4.5±0.31
1.24 0.217 4.4±0.45 −0.53 0.599
4.5±0.43

3.5±0.56
3.6±0.48
3.3±0.50
3.5±0.57
3.2±0.48

0.352

60 (35.5) 0.85±0.16
109 (64.5) 0.7±0.13

1.65 0.100 4.4±0.46 −0.34 0.734
4.5±0.44

3.7±0.54
3.4±0.55

Yes
147 (87.0)
No
5 (3.0)
Don’t know 12 (7.0)
No response
5 (3.0)
Yes
100 (59.2)
No
69 (40.8)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Check for blood Yes
borne infection No
with patient at
time of prior
nursing care

Knowledge of blood
borne infection

1.05

3.69 ＜0.001

3.92 ＜0.001

*N (%) mean the number and percent of nurses who answered each question and missing data ar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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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of compliance with blood borne infection control among nurses in emergency room
Variables

B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7.62
Awareness with blood borne infection
8.36
Check for blood borne infection with patient at time of prior nursing care 7.44
Infection control education
5.77
History of blood exposure for the last 6 months
−3.89

(N=169)

SE

β

t

P

1.84
2.04
1.93
2.49
1.88

0.28
0.28
0.26
0.16
−0.14

4.13
4.09
3.85
2.32
−2.07

＜0.001
＜0.001
＜0.001
0.022
0.040

2
Model summary: F=13.05, P＜0.001, Adjusted R =26.4, Dummy coded 1=have history of blood exposure for the last 6
months, take the infection control education, equipp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in emergency room, check for
blood borne infection with patient at time of prior nursing care.

염관리 수행도가 높았다. 이들 변수들은 혈액매

이 포함되는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는 5점 만

개감염관리 수행도에 26.4%의 설명력을 나타내

점에 3.5점으로 나타나, 개인보호장구를 구비하

었다(Table 4).

고 있는 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모두 개인보
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Discussion

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
상연구[18]에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응급처치

연구 결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관

나 시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감염예방행위를

리 수행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인지도 4.4점

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보호장구를 비

보다 더 낮았다. 즉, 혈액매개감염원이 노출을 예

치하는 것 못지않게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방하기 위한 감염예방지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지체계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

는 인지도에 비해 실제 지침을 실천하는 정도는

육 및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응급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 대상

실 인력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을 표준

감염관리 연구[13]나 종합병원 간호사 전체를 대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음[19]에도 불구하고 연구대

상으로 한 병원감염 예방에 대한 연구[16]의 결

상자들의 40.8%가 혈액매개감염 예방에 필요한

과와 같은 것이다. 혈액매개감염관리에 대한 교

개인보호장구를 보유하지 않아서, 응급실 간호사

육 및 조사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감염관리 실천

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

을 통해서 의료인의 혈액매개감염원 노출 발생

었다.

률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감염관리 실

혈액매개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천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

수행도도 높았는데 이러한 관련성은 선행연구

요하다고 본다.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은 1점

[14]와 일관된 것이다. 하지만 혈액매개감염에 대

만점에 0.7점으로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한 지식은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와

으며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수술실 간호사들의

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VRE 감염에 대한 지

지식 0.76점[14]과 유사하였다.

식이 VRE 감염관리 인지도 및 수행도와 상관이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

없었던 연구[11]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혈액매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보호장구 구비, 혈액

개감염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염관리

매개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환자간호 전 혈액

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가 감

매개감염 여부의 확인, 감염관리 교육 및 혈액매

염관리 실천에 더 핵심적인 요소임을 의미하는

개감염원에 노출된 경험 유무이었다.

것이다.

응급실 내 개인보호장구 비치여부는 간호사들

간호행위 전 환자의 혈액매개질환 감염 여부

의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에 가장 큰 영향력

를 확인하는 간호사들이 확인하지 않는 간호사

을 보였다. 이는 Janjua 등[17]의 연구결과와 같은

들보다 혈액매개감염관리를 더 잘 실천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간호행위 전 환자의 혈액매개질환 감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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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는 것은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가 있음

는, 간호사 개인 차원과 행정적 지원 차원 두 가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도과 수행도 간 관련성

지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보호장

을 보였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구 구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혈액매개감염관

일반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리 이행 독려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들보다 혈액매개감염관

개인은 구비된 보호장구 착용을 위한 인식의 변

리 수행도가 더 높아서 일반적인 표준주의 감염

화가 필요하고, 혈액매개감염 여부를 환자 내원

관리 교육의 중요성[20,21]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시 체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은 혈액매개감염에 대
한 지식과 비례하지는 않았다. 교육수준과 구체

Summary

적인 감염관련 지식이나 수행도 간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도 관련이 없거나 일관된 결과를

배경: 응급실 간호사들은 혈액이나 잠재적 감

보이지 않고 있다[9,22]. 이상의 두 변수의 결과

염원에 대한 노출이 잦아서 혈액매개감염에 이

를 통해 교육수준 그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감염

환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응급실

관리에 대한 교육여부가 감염관리에 의미 있는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식, 감염관리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혹은

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를 파악하고 수행도에

졸업 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함을 알 수 있었다.

방법: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B

환자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간호사가

시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방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

법으로 대상자의 특성,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지

도가 낮았는데 이는 An 등[13]의 결과와 같은 것

식, 혈액매개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으로 혈액매개감염관리 주의지침에 대한 수행도

를 조사하였다.

가 높아서 혈액노출경험이 더 작았던 것에서 기

결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에 대

인된 결과로 해석된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본 연

한 지식 점수는 0.7점, 혈액매개감염관리에 대한

구대상자들 중 주사침 자상사고나 혈액이 눈에

인지도는 4.4점, 수행도는 3.5점이었다. 응급실

튀거나 혹은 피부점막 등에 묻는 등의 혈액노출

간호사들의 혈액매개감염관리 수행도에 개인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은 전체 대상자의

호장구 구비여부(β=0.28. P＜0.001)가 가장 큰

44%로,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

영향을 주었고, 그 외 혈액매개감염관리에 대한

으로 한 연구[13]에서의 혈액노출경험 56.5%, 2009

인지도(β=0.28. P＜0.001), 간호 수행 전 환자의

년 연구에서의 48%보다 낮았다. 최근 의료기관

혈액매개감염 이환 여부 확인(β=0.26. P＜0.001),

의 자체 질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을 거

감염관리 피교육 경험(β=0.16. P=0.022), 환자의

치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향상으로 혈액노출

혈액에 대한 노출 경험(β=−0.14. P=0.040)이 유

빈도도 감소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본

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연구에서 혈액노출이란 주사침 자상사고와 혈액

결론: 응급실 간호사의 혈액매개감염원에 대

이 눈에 튀거나 피부점막 등에 묻은 경우 등이

한 노출 발생률 감소를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모두 포함되는데, 조사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

노력 뿐 아니라 개인보호장구나 내원 초기 단계

하여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각

에서의 혈액매개감염질환에 이환된 환자의 확인

혈액노출 사례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못한 한

을 위한 표준화된 사정 양식의 구비 등 의료기관

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사례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함을 알

구분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혈액이나 잠재적 감염성을 지닌
물질에 대한 노출이 예상되는 응급실 간호사들
의 혈액매개감염원에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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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hazards of the intermittent intravenous
procedure. Am J Infect Control 1991;19: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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