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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학병원 의료종사자에서 메티실린내성 포도알균
보균자와 비보균자의 감염관리 인지도 및 손씻기 실천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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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Hospital-wide surveillance showed an up to 9% increase in the incidence rate of the nasal transmission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among health care workers (HCW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where MRSA is endem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nasal
transmission of MRSA and hand-washing practice among HCWs and determine the behavior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asal transmission of MRSA.
Methods: In a 750-bed tertiary care hospital, nasal swabs from HCWs were obtained, and questionnaires with 25
questions were distributed to HCWs who were divided into 2 different groups: MRSA carriers and non-carriers. The
questionnaires focused on the HCWs’ knowledge about the mode of MRSA transmission and precautions against
MRSA infection and their self-reported compliance for hand hygiene.
Results: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for the surveillance culture and survey were 253 (51 MRSA carriers and
202 non-carrier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on the knowledge of precautionary measures
used for the MRSA patients in the hospital (P=0.026). Compared to the MRSA carriers, the non-carriers washed their
hands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after ventilator care (P=0.004) and used more alcohol sanitizers (P=0.023).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hand-washing practices of both the groups before the medical
procedures, their knowledge about the mode of transmission of MRSA, and the duration of hand washing.
Conclusion: Non-carriers replied more accurately to the questions on knowledge about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MRSA, and they considered interventions such as surveillance cultures and questionnaires to be an effective
method in lowering the incidence of nosocomial infections. Compared to the MRSA carriers, the non-carriers showed
higher hand-washing compliance.
Keyword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Hand washing, Cross-sectional study, Drug resistance, 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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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을 통해서 병원체를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전

론

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23,24]. 미국의 감염관리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전문가협회에서도 손씻기가 병원감염의 전파 예

Staphylococcus aureus, MRSA)은 임상에서 메티실

방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정의

린을 사용 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60년대 초부터

하고 있다[25].

보고되었고[1,2], 이후 병원에서 MRSA의 분리율

황색포도알균은 겨드랑이, 손, 인후부, 비강 등

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황색포도알

다양한 부위에서 검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균 중 MRSA 분리율은 비록 서로 다른 기관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강이 황색포도알균의 보균

보고하였지만, 1977년 5%[3]에서 1980년 14%[4],

여부를 파악할 수 는 가장 좋은 부위로 알려져

1984년 25%[5], 1989년 42.5%[6], 2004년 67%[7]

있다[26].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내 종사자의 MRSA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하반기 Korean

의 비강보균상태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27-29],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 (KONIS)

비강보균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나 예방요인, 특히

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MRSA의

손씻기와 관련하여 연구한 보고는 아직 많지 않

평균분리율은 92.4%[8], 2008년 7월에서 2009년 6

다. 의료인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손씻

월까지는 88.9%의 분리율을 보여[9] MRSA는 국

기 활동은 결국 MRSA의 보균에 영향을 미칠 것

내 병원에 토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는 가설에 착안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1,2차

의료기관들에서의

이 연구의 목적은 종합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의

MRSA의 분리율도 2007년 58%, 2009년 62%로

사, 간호사의 비강 내 MRSA의 보균상태를 알아

증가하여왔다[10].

보고, 의료인의 MRSA 관리에 대한 지식, 감염예

종합병원뿐

아니라

국내 종합병원에서 분리·동정되고 있는 황색포
도알균 중 MRSA 분리율은 다른 균들의 분리율

방행태 및 손씻기 실천이 보균여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높을 뿐 아니라[7,11], MRSA는 병원 내에
토착화되어 계속적인 증균과 병원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12,13], 여러 항균제에 대하여도 내성을
획득하고 있어 치료가 어려운 특성[14,15] 때문에
MRSA는 병원감염 원인균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750병상 규모의 한 종합전문병원에

MRSA는 자가감염과 보균자 혹은 감염된 환자

서 2006년 2월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 879명

로부터 오염된 병원내 종사자의 손에 의한 교차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강내 MRSA 보균검

감염으로 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16]. 의료

사와 MRSA 감염관리 지식, 태도 및 손씻기 수행

인의 MRSA 보균과 병원내 유행발생의 역학적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으로 진행하였는데, MRSA

연관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보고가

보균검사는 780명(88.7%)이 검사에 응하였고, 이

있어 왔다[17-21].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

중 253명(35.4%)이 설문에 같이 응하였다. 여기

들은 MRSA 환자를 다루면서 MRSA에 의한 비

서는 MRSA 보균검사와 설문지를 모두 수행한

강 보균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보균자인 의료

25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인은 다른 환자나 직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2]. 따라서 병원내 종사자의 비강내
MRSA 선별검사 및 관리는 MRSA에 의한 병원
감염관리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MRSA 보균검사
MRSA 보균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는 2006년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자

병원감염의 예방에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가 근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멸균된 면봉을 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

용하여 비강 안쪽을 도말하였다. 도말된 면봉은

나는 의료인의 철저한 손씻기이다. 의료인의 손

즉시 6.5% NaCl-Brain Heart Infusion broth (자가

은 환자 진료시 여러 가지 병원체에 노출되고 또

제조배지)에 접종한 후, 37oC에서 18-24시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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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배양액 20 mL를 Blood agar plate에 접종
하여 37oC에서 24-48시간 배양 후 황색색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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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성되거나 형태학적으로 황색포도알균으로 보이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는 균주는 catalase coagulase 검사를 실시하여 양

산출하였다. MRSA 보균자군과 비보균자군간 비

성인 균주를 황색포도알균으로 판정하였다. 판정

교는 연속변수는 t-검정, 이산변수는 카이제곱 검

된 황색포도알균은 옥사실린이 1μg/mL가 들어

정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였다. 보균자군과 비보균

있는 Muller-Hinton agar에 재접종을 하여 18-24시

자군에서 직종간 차이에 대한 보정은 Cochran-

간 배양 후 균의 억제대가 13 mm 미만인 경우를

Mantel-Hanszel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이상

MRSA로 판정하였다.

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Chicago, IL,

3. 설문조사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MRSA에 대한 지식 및 손씻기 실천에 대한 조
사는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미생물학적 검사 2주
후 보균여부를 통보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설문은 성별, 연령, 직종, 근무부서 등의 일반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적 사항과 MRSA 감염관련 지식 5문항, 감염예

비강내 MRSA 검사와 설문을 수행한 253명 중

방행태 및 손씻기 실천항목 14문항, MRSA 관련

MRSA 보균자는 51명(20.1%)이었다. 보균검사와

교육 4문항, MRSA 치료 3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설문지에 모두 응한 연구 대상자 총 253명 중 남

구성되었다.

자는 80명(31.6%), 여자는 173명(68.4%)이었다(Ta-

MRSA 감염관련 지식문항에는 병원내 MRSA

ble 1). 직종은 의사 102명(40.3%), 간호사 151명

분리율, MRSA 감염을 표시하는 표식자(P), MRSA

(59.7%)이였으며, 근무부서는 내과계 48.6%, 외과

표식자 부착위치, MRSA 폐기물의 봉투 색깔, 전

계 51.4%이었다. 이들을 보균자와 비보균자로 나

파경로에 대한 것을 객관식으로 조사하여 정답

누었을 때, 연령, 성별, 근무부서는 차이를 보이

률을 구하였다. 감염예방 및 손씻기 실천항목에

지 않았으나, 의사의 보균율은 13.7%, 간호사는

는 중환자실 출입시 손씻기 여부, 손씻는 방법과

24.5%로 간호사에서 보균율이 높았다(P=0.036).

시간, 기관지 흡인 및 호흡기 치료관련 행위 후

그러나 설문여부에 관계없이 MRSA 검사를 수

에 항상 손을 씻는 비율, 알코올 손소독제의 비

행한 전체 780명의 의료인 중 MRSA 보균자는

치에 대한 인지율, 진료/간호 전에 항상 소독제를
사용하는 비율, 중환자실에서 각 환자 마다 손을
씻는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설문내용은
3인의 감염내과 전문의와 예방의학 전문의에 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해 개발되었으며 예비조사(pilot study)후 확정하
였다. 이 설문의 Cronbach's α는 0.67이었다.
설문조사는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 28일까
지 시행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병원전산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무 시 전산에 로그인을 하
는 경우 설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설문을 시행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설문을 유도하
였고, 개인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하여 설문 참여
를 요청하였다.

Age (mean±SD)
Gender
Male
Female
Department
Medical
Surgical
Job
Doctor
Nurse
2

MRSA
Non-carriers
carriers (%)
(%)
(N=51)
(N=202)
27.41±3.67

28.57±5.01

14 (17.5)
37 (21.4)

66 (82.5)
136 (78.6)

20 (16.3)
31 (23.8)

103 (83.7)
99 (76.2)

14 (13.7)
37 (24.5)

88 (86.3)
114 (75.5)

P*
0.600
0.474

0.133

0.036

*χ -test
Abbreviation: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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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으로 보균율은 9.0%였다. 이중 의사의 보균

해서도 응답자의 51.8%만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율은 13.1% (32/419명), 간호사의 보균율은 9.5%

비보균자는 53.5%, 보균자는 45.1%로 비보균자

(38/361명)로 의사의 보균율이 더 높았다. 설문에

에서 인지율이 높았다(P=0.026). MRSA 표식자가

응답한 253명 중에서는 간호사에서 보균율이 더

부착되어야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 비보균자

높았지만, 이것은 의사보다 간호사가, 그리고

의 40.1%가 환자의 침대, 차트 그리고 검체에 표

MRSA 보균자가 비보균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

시기호를 붙여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보균자

이 설문에 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33.3%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으나 그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2. MRSA 감염 관련 지식 비교

MRSA 폐기물의 봉투 색깔이 어떤 것인지에

MRSA 감염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대해 묻는 설문에서 비보균자의 90.1%에 비해 보

전년도(2005년) 병원 전체에서 분리된 황색포도

균자는 94.1%가 “붉은 색”이라고 응답하였다,

알균 중 MRSA 분리율은 비보균자는 22.3%, 보

MRSA 전파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보균자는

균자는 13.7%가 정답을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

90.6%, 보균자는 82.4%를 인지하여 비보균자에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2). 그러나 두 집단

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두에서 절반 이상이 MRSA 평균 분리율이
60%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MRSA 분리율을 실제

3. MRSA 감염예방 및 손씻기 실천 비교
“중환자실 입구에서 항상 손을 씻으십니까?”라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RSA 감염환자를 표시하는 “P” 표식자에 대

는 문항에 비보균자는 34.2%가, 보균자는 25.3%
가 “항상 손을 씻는다”고 응답하였고, “손을 씻
을 때 손씻기 게시물에 나와 있는 순서를 항상 준

Table 2. The comparison of knowledge on the management of MRSA in the hospital
No. (%) of right
answer

MRSA takes 60-80%
among total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d
in this hospital in 2005.
Marker of MRSA is “P”
Marker of MRSA has to
be represented at bed
side, chart and
specimens.
MRSA must be handled
separately in a different
red waste bag.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MRSA
colonization is contact
transmission from hands
of health care workers
who are MRSA carriers.

수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비보균자의 18.8%가
보균자의 9.8%가 “항상 준수한다”고 응답하여 비
보균자에서 준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

P*

MRSA
carriers
(N=51)

Noncarriers
(N=202)

7 (13.7)

45 (22.3) 0.177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비보균자의 34.7%와 보균자의 37.3%가 평상시
손씻는 시간이 20초 이상”라고 응답하여 유사하
였다. “손을 씻을 때 비누나 소독제를 얼마나 자
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비보균자의
54.5%, 보균자의 52.9%가 “항상 사용 한다”고 응

23 (45.1) 108 (53.5) 0.026
17 (33.3) 81 (40.1) 0.439

답하여 손씻는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관지 흡인을 실시하거나 인공호흡기 관리
전에 의도적으로 손씻기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는 질문에 비보균자의 34.2%, 보균자의 29.4%가

48 (94.1) 182 (90.1) 0.914

“항상 손을 씻고 있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관지 흡인을

42 (82.4) 183 (90.6) 0.127

*Job-adjusted, Cochrane-Mantel-Hanszel chi-square.
Abbreviation: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실시하거나 인공호흡기 관리 후에 의도적으로
손씻기를 실천하고 있습니까?”는 질문에 비보균
자의 47.5%, 보균자의 27.5%가 “항상 손을 씻고
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P=0.004). 즉, 기관지 흡인시술 전(혹은 인
공호흡기관리 전)에 손씻기 실천율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지만, 시술 후(혹은 인공호흡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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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actice of handwashing by MRSA carriage status
No. (%) of answer
Practices

MRSA carriers Non-carriers
(N=51)
(N=202)

I always wash my hands whenever I enter ICUs.
I always follow the standard steps of hand- washing whenever I wash
my hands.
I wash my hands for 20 seconds or more.
It will take below 40 seconds to wash my hands if I follow the standard
handwashing steps.
I always use soap or disinfectant (chlor- hexidine gluconate,
Ⓡ
Microshield ) placed on the walls.
Before performing tracheal suction or modifying ventilator of an
intubated patient, I deliberately always wash my hands.
After perform tracheal suction or modifying ventilator of an intubated
patient, I deliberately always wash my hands.
I know that disinfectant spray madeof a mixture of hibitan and alcohol
is prepared at the bedsides of MRSA colonized patients.
Before taking care of MRSA colonized patients, I always use the
disinfectant spray at the bedsides of the patients
After taking care of MRSA colonized patients, I always use the
disinfectant spray at the bedsides of the patients.
I always wash my hands before dressing or performing wound care.
I always wash my hands before & after taking care of an individual
patient in ICU.

P*

13 (25.3)
5 (9.8)

69 (34.2)
38 (18.8)

0.096
0.127

19 (37.3)
31 (60.8)

70 (34.7)
112 (55.4)

0.669
0.492

27 (52.9)

110 (54.5)

0.605

15 (29.4)

69 (34.2)

0.298

14 (27.5)

96 (47.5)

0.004

28 (54.9)

172 (85.1)

0.000

13 (25.5)

81 (40.1)

0.023

20 (39.2)

86 (42.6)

0.298

23 (45.1)
12 (23.5)

94 (46.5)
93 (46.0)

0.361
0.001

*Job-adjusted, Cochrane-Mantel-Hanszel chi-square.
Abbreviations: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CU: intensive care unit.

후)에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동에서 드레싱이나 상처 소독을 할 경우에

“MRSA가 분리되는 환자의 침상에는 히비탄과

“각 환자마다 진찰 전후 각각 손씻기를 한다”라는

알코올을 혼합한 소독제가 스프레이로 준비되어

응답은 비보균자에서 46.5%, 보균자에서 45.1%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보균자

유사하였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여러 환자를 동

는 85.1%, 보균자는 54.9%가 “알고 있다”고 응답

시에 볼 경우 “각 환자마다 진찰 전후 소독제 스프

하여 비보균자에서 유의하게 인지율이 높았다

레이를 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보균자의

(P=0.000). “MRSA가 분리되는 환자의 침상의 스

46.0%, 보균자의 23.5%로 비보균자에서 더 높았

프레이 소독제를 진료/간호하기 전에 얼마나 자

다.

주 사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사용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보균자에서 40.1%,

4. 손씻기 수행이 잘 안되는 이유

보균자에서 25.5% 응답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손씻기 수행에 관한 문항에서 모두 ‘항상한다’

를 보였다(P=0.023). 즉, 비보균자는 보균자에 비

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대

해 알코올 소독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상으로 손씻기 수행장애요인에 대하여 질문하였

진료 혹은 간호하기 전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

다. 손씻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다. 그러나 MRSA가 분리되는 환자를 진료 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

간호한 후에는 “항상 사용 한다”라고 응답한 비

서”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아 비보균자

율이 비보균자에서 42.6%, 보균자에서 39.2%로

의 36.7%, 보균자의 41.8%가 이를 이유로 들었다

비보균자에서 높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Table 4). “의료인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많았는데, 비보균자의 29.0%, 보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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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sons for neglect of handwashing (multiple
answers)
No. (%) of answer
MRSA
carriers
(N=49)

Noncarriers
(N=191)

I do not have time.
33 (41.8) 139 (36.7)
Indifference of health
16 (20.3) 110 (29.0)
care workers
I have to follow the
15 (19.0) 47 (12.4)
head of the rounding
team and he/she does
not wash his/her
6 (7.6) 46 (12.1)
hands.
I did not touch patients
directly.
6 (7.6) 31 (8.2)
I think handwashing
does not seem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patients.
3 (3.8)
6 (1.6)
I do not think my hands
will have germs.

Table 5. Education need by MRSA carriage status
No. (%) of answer
Education on MRSA

P*

0.452
0.002
0.392

0.073
0.491

0.327

*Job-adjusted, Cochrane-Mantel-Hanszel chi-square.
Abbreviation: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의 20.3%가 이에 응답하여 비보균자에서 무관심
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더 높았다(P=0.002). “환

I think education on
MRSA infection
control is necessary.
I will attend the
education on MRSA.
I think long term
investigations and
educations on MRSA
might have influence
on reducing hospital
infections due to
MRSA.
Needed education
†
content
Control & management
Mode of transmission
Mechanism of contamination
Risk factors

MRSA
carriesr
(N=51)

Noncarriers
(N=202)

P*

38 (74.5) 130 (64.4)

0.306

50 (98.0) 196 (97.0)

0.855

41 (80.4) 188 (93.1)

0.009

46 (28.4) 186 (30.4)

0.451

42 (25.9) 161 (26.3)
41 (25.3) 134 (21.9)

0.821
0.096

33 (20.4)

0.558

1 (21.4)

†
*Job-adjusted, Cochrane-Mantel-Hanszel chi-square; multiple answers.
Abbreviation: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자에게 손대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비보균자의
12.4%, 보균자의 19.0%가 선택하였으나 두 군 간

한 병원감염을 줄이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선행자가 손을 씻지 않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보균자의 93.1%,

고 지나가서 따라가느라고 손씻기가 이루어지고

보균자의 80.4%가 장기적으로 MRSA 보균자의

있지 않다”라는 응답을 비보균자의 12.4%, 보균

감소와 MRSA 유병률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의 19.0%가 선택하였으나 역시 두 군 간의 차

응답하여,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MRSA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감염관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관

5. MRSA 감염관리 교육수요
“MRSA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리방법, 전파경로, 전파기전, 위험인자 순으로 응
답되어졌고 이러한 순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
다.

니까?”라는 질문에 비보균자의 64.4%, 보균자의
7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균자와 비보

고

찰

균자 모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염관리 교육이 시행된다면 참여하

MRSA는 이미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상당히

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비보균자 97.0%, 보

높은 수준으로 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

균자 98.0%가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하여 모두 교

고 있으며, MRSA에 의한 원내 유행발생도 종종

육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보고되어[30-32] MRSA는 국내 병원감염의 가장

MRSA에 대한 조사와 교육이 향후 MRSA에 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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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MRSA 환자 및

MRSA 표식자(“P”)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

보균자와 직접 접촉을 통하여 쉽게 보균상태가

로 이 표식자를 모르는 의료인이 약 절반에 이르

되고, 이렇게 보균자가 된 직원은 다른 환자나

고 있었다. MRSA 감염관련 지식에서 전반적으

직원, 또는 가족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도

로 비보균자가 보균자보다 지식항목에서 인지수

이미 잘 알려져 있다. Oh 등[33]은 1990년대 이후

준이 높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발생한 8건의 병원 내 유행조사에서 MRSA 비강

표식자에 대한 인식률 정도였다.

보균자의 치료가 유행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

병원감염의 예방에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다고 보고하였고, Coovadia 등[19]의 연구에서 신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

생아실의 다약제 내성인 MRSA 유행발생이 비강

법은 의료인의 철저한 손씻기이다. 미국의 감염

보균의 의료진과 관련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관리전문가협회에서도 손씻기가 병원감염의 전

다. 이와 같이 의료인의 MRSA 감염을 예방하고

파 예방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균율을 낮추는 것은 병원감염관리에서 중요한

정의하고 있다[25]. 그러나 의료인의 손씻기 빈도

문제이다.

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실제로 씻어야 할 경우의

본 연구의 결과인 9.0%의 비강 보균율은 병원

30-50%만 손씻기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결과보다는

며[36,37],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조금 높은 것이다. Kim과 Zong[27]이 1980년대

수 있었다.

초 조사한 서울시내 일개 병원 의료진의 MRSA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씻는 비율은

보균율은 4.3%였으며, 이보다 약 10년 뒤 Chung

32.4%였으며, MRSA 보균자와 비보균자간 유의

과 Lee[28]가 인천시내 종합병원 종사자와 대학

한 차이는 없었다. 손씻기 방법에서 게시물에 나

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강 MRSA 보균율은 5.0%

와 있는 순서대로 손을 씻는 비율은 비보균자에

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보고된 Song 등[29]의

서 18.8%, 보균자에서 9.8%이었고, 손씻기를 할

1.9%, Seong 등[34]의 연구의 7.0% 과 비교해도

때 비누나 소독제를 항상 같이 사용하는 비율은

약간 높은 결과이다. 조사병원에서의 높은 MRSA

비보균자와 보균자 모두 약 절반 수준이었다. 환

보균율은 본 연구기간 중에 MRSA의 유행이 있

자가 인공호흡기 또는 기관지삽관을 하고 있을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병원전체에서

때, 기관지흡인 전이나 인공호흡기를 조작하기

분리되는 황색포도알균 중 MRSA의 연 평균 분

전에 항상 손을 씻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33.2%로

리율이 73.8%인데 비해 보균검사가 시행되기 전

상당히 낮았다. 기관지흡인을 한 이후 혹은 인공

3개월의 평균 분리율은 82.2%로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조작 후에 항상 손을 씻는 비율은 43.5%였

9.0%의 보균율은 유행발생시 병원직원의 MRSA

으나 보균자군에서는 27.5%로 비보균자의 47.5%

비강 보균율을 보고한 Oh 등[33]의 10.8%, Reboli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즉, 기관지흡인이나 인공

등[35]의 8%와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 조작시 시술 전/후 손씻는 비율이 전반적

의료진 보균자의 경우 mupirocin (Bactroban oint-

으로 낮으며, 특히 MRSA 보균자 군에서 시술 후

Ⓡ

ment )을 1일 3회 5일간 도포하여 치료하였고 이

손씻는 비율이 비보균자군에 비해 낮았다.

후 병원 전체의 황색포도알균 중 MRSA의 분리

MRSA가 분리된 환자의 침상에는 히비탄과 알

율이 연 평균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코올을 혼합한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환

있었다.

자를 진료/간호하기 전에 손을 씻는 비율은 비보

MRSA 감염과 관련된 지식에서는 병원내

균자에서 40.1%로 보균자(25.5%)보다 높았다. 또

MRSA 분리율을 알고 있는 경우는 20.1%정도였

한 중환자실에서 여러 환자를 동시에 볼 경우 각

다. 비보균자에서 MRSA 분리율을 인지하는 비

환자마다 소독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비율도

율(22.3%)이 보균자(13.7%)보다는 높았으나, 절반

비보균자에서 46.0%로 보균자 (23.5%)보다 유의

이상은 MRSA 분리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하게 높았다. 중환자실의 각 환자의 침대마다 손

본 병원에서는 병원감염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소독제를 비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씻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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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결과 의료인의 손씻기 수행도가 증가하

단면조사연구이기 때문에 MRSA의 지식 및 손씻

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가 있으나[36,38], 아직

기 수행정도가 MRSA 보균여부와 원인적 연관성

도 의료인의 손씻기 수행정도는 만족스럽지 않

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보균자들의 MRSA

다고 평가된다. 또 Jeong과 Choe의 연구[37]에서

감염시기를 알기 어렵고 비보균자라도 이미 자

환자와의 일상적인 접촉 전 34.1%, 환자가 바뀌

연치유 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회성

는 경우 38.4%, 호흡기계 치료관련 행위 전

의 단면조사로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

25.0% 등 여러 가지 행위에서 각기 다른 손씻기

가 있다. 또 여기서는 설문을 이용하여 손씻기

이행도를 보인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손씻기 비

정도를 평가했는데, 설문응답률이 높지 않고

율은 유사하였다.

(35.4%), 설문이 실제 손씻기 수행률을 얼마나 잘

손씻기 비율을 MRSA 보균자와 비보균자로 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설문에 응하

누어 보았을 때, 보균자는 비보균자에 비해서 기

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무응답 바이어스와 자기

관지흡인이나 인공호흡기 사용 후 손씻는 비율,

설문의 특성상 실제보다 손씻기 수행률이 높게

MRSA 환자 진료/간호 전에 손씻는 비율, 그리고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환자실에서 여러 환자를 볼 때 각 환자마다 소

렇다 하더라도 손씻기 수행률은 여전히 낮음을

독제 스프레이를 쓰는 비율이 유의하게 더 낮았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향후 MRSA 감염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의료인의 일부 손씻기

위험요인에 대한 전향적 연구, 의료인의 손씻기

특성이 MRSA의 보균과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그리고

었으나 이것이 원인적 연관성인지는 추가적인

손씻기 교육의 효과와 MRSA 보균율과의 연관성

연구가 필요하다.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인들의 손씻기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언급되는 주요한 요인

요

약

으로 너무 바빠서 손을 씻을 시간이 없다는 것,
손을 너무 자주 씻을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

배경: MRSA는 중요한 병원감염 병원체이며

극이 되는 등이 있다[38,39]. 본 연구 결과에서도

그 전파 및 관리에서 의료인들의 보균과 손씻기

선행 연구와 같이 너무 바빠서 손을 씻기 어렵다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는 대답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

의료인의 보균과 손씻기간의 연관성에 대한 보

다(37.5%). 본 연구에서 손을 안 씻는 두 번째 이

고는 적다. 이 연구의 목적은 MRSA 비강 보균여

유로 의료인의 무관심을 보고하였는데(27.5%),

부과 의료진의 MRSA 관련 지식 및 손씻기 수행

이는 의료인의 손이 쉽게 오염되어진다는 것과

정도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자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

방법: 75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과하고 있다는 것으로 손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의 비강 보균 검사를 시행하였고 MRSA 관련 지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식, 감염관리 및 손씻기 수행에 관한 자기 기입

MRSA 감염관리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높고 또한 교육에 참가하겠다는 응답이 90%

결과: 비강보균검사와 설문 모두를 시행한 대

를 넘어 교육에 필요성에 대해 병원직원들도 높

상자는 보균자 51명과 비보균자 202명으로 총

은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인

253명이었다. MRSA 감염관리 지식에서 본 병원

MRSA에 대한 조사와 교육이 향후 병원 감염을

에서 사용하고 있는 MRSA 표시 기호에 대해 비

줄이는 데 보균자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

보균자가 보균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유의한

답이 전체 응답의 90%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와

차이를 보였다. 비보균자는 보균자에 비해 호흡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기 간호 후 손씻기 알코올 손소독 사용에 유의한

있다.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진료/간호 수행 전 손씻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 MRSA 전파기전에 대한 인지 및 손씻는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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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시간은 두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Korean Nosoco-

요약: 보균자에 비해 비보균자는 MRSA 감염

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and Korea

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고 일부 손씻기 수행 비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율이 더 높았다. 장기적인 MRSA 감시와 교육 등

Korean

의 중재가 병원 감염을 낮출 것이라는 긍정적인

System (KONIS) Report: Data Summary from

응답도 높았다.

July 2008 through June 2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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