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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is a theory verification study in whic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of Ajzen is
applied to predict operating room (OR) infection control behavior.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know the path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towards OR infection control behavior.
Methods: A total of 178 OR nurses working at 13 hospitals in Seoul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6 to April 19, 2005 and analyzed with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person's correlation using SPSS program. Using AMOS, the factors of TPB
were analyzed with path analysis.
Results: The total mean of infection control behavior of OR nurses was 4.37 points out of possible 5.0, and
asepsis/operating instrument sterilization had 4.69, which was the highest among all areas of infection control
behavior. In case of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here
was the strongest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path coefficient 0.38, 39%). In case of intention,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behavior,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between intention and behavior was path coefficient 0.17 and
behavior was path coefficient 0.19. The degree of explanation was 10%.
Conclusion: We should try to improve environment management in behavior area, and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as verified.
Keywords: Theory of planned behavior, Hospital infection, Operating room

서

론

취약한 노령 인구의 증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항암제 및 면역 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과학과 더불어 의학지식의 진보는 과거 불
치병으로 알려졌던 많은 질환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감염에

환자의 증가, 장기간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
생제 내성균 증가, 각종 인체 내 삽입기구 시술
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원감
염은 증가되고 있다[1].
국내 병원감염 발생률은 요로감염이 3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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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 폐렴이 17.2, 수술부위감염 15.5%,
혈류감염 14.5%로 이 4가지 종류의 감염발생률은
전체 병원감염 발생률의 80%를 차지한다[2]. 수
술부위감염은 전체 원내감염에서 2-3번째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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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감염이다. 국소적인 감염에서 부터

이다[7]. 이 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설명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신적인 감염까지 일으킬

는데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고, 태도, 주관적 규

수 있으며,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입원

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정확하게 의도를 예측

기간의 연장과 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수술

하고, 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변이의 대

부위감염은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35%

부분을 설명해 준다[8].

까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감염관리의 우선순위
가 높은 감염에 속한다[3].

환자나 병원이 병원감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하여

수술실에서의 병원감염은 환자가 가장 일반적

의료진 및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

인 감염인자이고, 이외에 수술실 환경이나, 의료

도적 개선과 뒷받침이 동시에 요구된다. 국내의

기구, 의료인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으로서 항시

선행연구들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병원감염예방

의료인의 관심이 주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즉, 위

지침의 지식 및 실천정도를 파악한 연구가 대부

험요인들은 환자와 연관된 작업들, 수술실 환경,

분이며, 의료인들에게 인지도와 실천정도를 파악

수술실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9-11]. 미국 질병관리센터

환기 체계들, 청소, 멸균 기술들과 멸균

기구 등 수술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4].

에서는 수술부위감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환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자에 대한 관리, 환경관리(환기, 수술실 환경의

and Prevention, CDC)을 중심으로 병원 내 감염문

청소와 소독, 미생물검사), 수술팀의 준수사항(수

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의

술복장, 손씻기와 장갑, 수술기구 멸균)을 제시하

대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2년 2월 국가적

고 있다[12]. 이처럼 수술부위감염을 줄이기 위해

환자 안전 목표들(The 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서는 수술환자와 수술실 환경관리 등 수술실 의

NPSGs)을 발전시키는 보초사건(Sentinel Event) 자문

료진의 감염관리 행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

그룹(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라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병원감염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이 설립되었고,

관리 행위를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개발

2005년 JCAHO의 구체적인 목표들 중 일곱번째

하는데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는 보건의료와 연관된 감염들의 위험을 감소시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는 부분으로 미국 CDC의 손 위생 지침과 보건의

Ajzen (1985)의 TPB을 근거로 TPB의 결정요인이

료와 연관된 감염에 관련한 예기치 못한 죽음이

감염통제 행위를 설명 및 예측하는 정도를 파악

나 주요한 영구적 기능 상실의 사례들을 식별한

하고, 감염관리행위 영역에서 이 모델의 활용가

모든 보초사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5]. 이처럼

능성을 탐색함으로 감염관리 조절에 결정인자를

전 세계적으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

이해하고 나아가 TPB모델 검증을 시도하여 병원

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건강을 인권으로

감염예방관리에 적용하여 감염예방관리에 효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식구조에

기하고자 한다.

맞추어 병원감염의 철저한 관리는 불가피하고 필
수적인 병원의 중대 업무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대상 및 방법

200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원감
염에 대한 책임이 재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시

1. 연구대상

작된 의료기관평가에서 감염관리가 필수항목으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 수술

평가되고 있다[6].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5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년 3월 서울지역에는 종합병원 80개, 병원 97개

은 행위는 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 직접

가 있었다. 서울을 교육청 지역별로 동부, 서부,

좌우되고, 의도는 세가지 심리 ․ 사회적 결정요인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들 즉,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성북지역별로 분류하여 그 지역별로 임의로 2개

행위통제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가정하는 이론

내지 7개 병원들을 연락하여 참여의사를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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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접근하였으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평가로 정의하였다. 태도관련 문항은 “내가 수술

강동, 성동, 성북지역에서 1개 내지 3개의 수련,

실에서 간호 수행 시 항상 감염통제 행위를 하는

비수련 병원과의 설문조사가 허락되었다.

것은?”에 대한 응답으로 ‘좋을 것이다 - 나쁠 것

지역별로 임의표집한 종합병원과 병원들의 간

이다’ ‘이로울 것이다-해로울 것이다’, ‘필요할 것

호부나 수술실 간호사에게 참여의사를 물어본 뒤

이다-불필요할 것이다’, ‘어리석을 것이다-현명할

수락한 13개 병원을 연구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

것이다’, ‘중요할 것이다-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설문조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바람직 할 것이다’, ‘가

사 후 회수하였다.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19일

치 있을 것이다-가치 없을 것이다’ 의 7문항으로

까지 지역별로 13개의 각 병원에서 임의 추출된

구성되었고, 각 형용사의 짝 사이에 가장 긍정적

수술실 간호사 205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

문항의 반응이 7점이고 가장 부정적 문항의 반응

집하였다. 이중 191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1점으로 최고 7점에서 최저 1점까지 점수를

불완전한 설문지 27개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

배정하였고 각 문항의 배정은 고정 반응을 줄이

은 178개이다.

기 위해 두 개의 문항은 역순으로 배열하였고 역

2. 연구방법

순배열은 역환산하였다. 태도의 측정치는 7문항
의 합에서 계산된 평균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

TPB는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을수록 감염 통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수술실

지각된 통제행위(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의

간호사의 태도는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태도문장

도(intention)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들에 관한 크롬바 알파값은 0.81이었다.

에서는 TPB 샘플 설문지(Azjen, 2002)[13]와 TPB

주관적 규범은 수술실 감염 통제 행위를 준수

모델을 검증한 연구들을 이용하여 TPB 변인 중

하는 것에 대하여 수술실 간호사가 중요한 관계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를 병원감염에 맞게 설문

자(수간호사, 선배 간호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지를 개발하였다. 지각된 행위측정 도구는 병원

자매, 친구 등)로 부터 느끼는 압력으로 정의하였

감염관리 지침서[14]와 수술실 병원감염관리와

다. 주관적 규범의 측정문항은 일반적 규범적 신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간호중재분류체계의 간호

념문항과 순응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

중재분류 중 감염통제 행위 등을 바탕으로 한 수

성하였다. 일반적 규범적 신념문항은 “나에게 중

술실 간호사의 감염통제 행위 수행정도[15]를 측

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수술실 감염통제

정하는 문항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연구도구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며 순응동기를

타당도 검증은 예방의학전문가, 수술실 수간호사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평소에 귀하에게 중요한

와 수술실 근무경력이 있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귀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간호사 1인과 감염관리 간호사 1인(근무경력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이다.

12년)에게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문항들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며 주관적

2005년 3월 9일부터 2005년 3월 14일까지 수술실

규범의 측정치는 두 문항에서 계산된 평균으로

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 통제 행위를 항상 하는 것

예비조사 후 신뢰도 분석(크롬바 알파)를 하였다.

에 대한 수술실 간호사의 주관적 규범의 정도 즉

개발된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2005년 4월 6일부터

감염통제 행위에 대해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압

4월 19일까지 지역별로 13개의 각 병원에서 임의

력의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에 관한

추출된 수술실 간호사 205명을 조사하였으나, 최

크롬바 알파값은 0.64이었다.

종 분석대상은 178개이었다.

3. 연구도구

지각된 행위통제는 감염통제행위를 항상 하는
것에 대하여 수술실 간호사가 느끼는 어려움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4문항으로 구성

태도는 감염통제 행위를 시행 하는 것에 대하

하였으며 Likert 7점척도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여 수술실간호사가 지각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수술실에서 간호 수행 시 내가 하고자 하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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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상 감염통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수
술실에서 간호 수행 시 항상 감염통제행위를 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술실에서 간호 수
행 시 내가 감염통제행위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있어 수술실에서 항상
감염통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문항의
크롬바 알파값은 0.62이었다.
의도는 감염통제 행위를 준수하고자 하는 수술
실 간호사의 의지로 정의하였다. 의도는 4문항은
“나는 수술실에서 간호 수행 시 항상 감염통제
행위를 할 계획이다”, “나는 수술실에서 항상 감
염통제행위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로 4문
항이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
위통제의 측정치는 각 문항을 합산하여 나온 평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집단별 감염통제 행위
평균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수술실 간호사의 감염통제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의 상관관계는
perso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집단별
평균 차이 검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값들은
multiple regression의 stepwise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수술실 간호사의 감염통제 행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수술실 간호
사의 수술실에서의 감염통제 행위에 미치는 효과
의 검증은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
을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과 AMO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

결

를 하는 것에 대해 수술실 간호사의 의도가 높다
고 보았다. 의도 문항의 크롬바 알파 값은 0.85이

과

1. 대상자의 감염통제행위

었다.
행위(behavior)는 감염통제에 대한 수술실 간호

수술실 간호사의 감염통제 행위를 파악하기 위

사의 수행으로 정의하였다. 환경관리 영역(온습도

해 4가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다. 감

2문항, 환기 6문항, 청소 5문항, 구역 관리 1문항)

염통제 행위 전체 평균수행도는 4.37 (5점 만점)

총 14문항, 준수사항 영역(수술복장 5문항, 손씻

이었고, 무균술 및 수술도구 멸균영역이 4.69로

기와 장갑 7문항) 총 12문항, 무균술 영역(개인

가장 높게 나왔으며, 준수사항 영역 4.61, 감염환

건강 및 위생 6문항, 3대 원리 3문항, 수술도구멸

자 관련 영역 4.14이었고, 환경관리영역이 3.67으

균 10문항) 총 19문항, 감염환자 관리영역(경고판

로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였다(Table 1).

2문항, 격리 7문항, 오염물소각폐기 5문항, 소독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TPB요인들

3문항, 수술 의료진 보호 6문항) 총 23문항 등 전
체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점수
를 주었고 각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행위문항
의 크롬바 알파값은 0.94이었다.

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는 일반적 특성이 없었다. 주관적 규범에서는 간
호대학 재학 중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집단(평균
6.22)과 받지 않은 집단(평균 5.92)과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지각된 행위통제에

Table 1. Action of infection control behavior of operating room
Area

N

Mean

SD

Environment management

14

3.67

0.70

Observance item area

12

4.61

0.39

Asepsis/operating instrument sterilization

19

4.69

0.33

Infection patients related area

23

4.14

0.65

Total

68

4.37

0.38

Abbreviations: N, number of questions;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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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gnificant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Perceived
Subjective norm
behavior control
Age (yr)
<25
25-29
30-34
35-39
≥40
Hospital career (yr)
<1
1-2
3-5
6-9
≥10
Operating room career (yr)
<1
1-2
3-5
6-9
≥1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Position
Head nurse
6.40 (0.46)
Charge nurse
5.73 (0.97)
Statt Nurse
5.57 (0.90)
Education
Yes
No
Education at college of nursing
Yes
6.22 (0.52)
No
5.92 (0.65)
First education at the hospital
Yes
No
Nurse re-education
Yes
No
Operating room career of infected patients
Yes
No
N of scheduled surgeries (a day)
1-9
10-19
20-29
≥30
N of operating rooms
1-4
5-9
≥10
* † ‡
, , Multiple comparison and within group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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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ntention, and behavior
Intention
6.17
6.28
6.43
6.68
6.70

(0.68)*
(0.65)*
(0.62)*†
(0.40)†
(0.40)†

6.43
6.10
6.23
6.39
6.64

(0.69)*,†
(0.65)*
(0.67)*
(0.61)*,†
(0.47)†

6.43
6.08
6.23
6.41
6.68

(0.65)†‡
(0.63)*
(0.67)*†
(0.64)†‡
(0.42)†

6.27 (0.65)
6.53 (0.55)

Behavior

4.21
4.34
4.34
4.34
4.49

(0.43)*
(0.34)*,†
(0.35)*,†
(0.34)*,†
(0.28)†

4.32 (0.33)
4.44 (0.36)

6.83 (0.31)
6.61 (0.51)
6.27 (0.65)
4.38 (0.35)
4.04 (0.20)
4.41 (0.32)
4.21 (0.41)
4.44 (0.29)
4.08 (0.38)
6.46 (0.53)
6.13 (0.78)
4.49 (0.31)
4.34 (0.35)
4.27
4.24
4.39
4.41

(0.48)*
(0.37)*
(0.36)*
(0.31)*
*

4.22 (0.46)
4.31 (0.34)*,†
4.4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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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P=0.044) 수술방수(P=0.016)에 따라서는 유의한

게 높았다(P=0.02). 의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술실 경력이 오래된 집단

연령, 병원 근무경력, 수술실 경력, 결혼유무, 직

일수록 감염통제 행위 수행도가 높아졌으며 10년

위, 간호사 보수교육 시 감염관리 교육 등에 있

이상인 집단(평균 4.49)은 1년 미만인 집단(평균

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연령

4.2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P=0.04)하게 높은

이 증가할수록 의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점수를 나타내었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일수

게 높았으며(P=0.005), 병원근무경력이 1-2년(평균

록 행위 수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6.10)와 3-5년(평균 6.23)보다 10년 이상의 경력자

(P=0.03),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집단(평균 4.38)

(평균 6.64)가 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과 받지 않은 집단(평균 4.04) 간에 유의한 차이

은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수술실 근무경력

를 나타내었으며(P=0.03), 간호대 재학 중 교육을

에 있어서는 1-2년(평균 6.08)보다 6-9년(평균

받은 집단(평균 4.41)과 받지 않은 집단(평균

6.41)과 10년 이상의 집단(평균 6.68)이 의도에서

4.21)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병원 입사 후 신규간호사 교육 시 감염관리

(P=0.00).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미혼집단(평균=6.27)

교육을 받은 집단(평균 4.44)과 받지 않은 집단

보다 기혼집단(평균 6.5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높았으며(P=0.008), 직위에 있어서는 직위가 높을

(P=0.00). 감염환자 수술방이 있는 수술실(평균

수록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3). 간호사 보

4.49)과 없는 수술실(평균 4.34) 간에도 유의한 차

수교육 시 감염관리교육을 받은 집단(평균 6.46)

이를 나타내었다(P=0.02). 수술방 수에서는 수술

과 받지 않은 집단(평균 6.13)과도 통계적으로 유

방이 많을수록 감염통제 행위 수행도 점수가 높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 (Table 2).

았으며 1-5방인 집단(평균 4.22)과 10방 이상인

4.08)과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행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수술실 경력, 결혼

집단(평균 4.42)과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의도에

유무, 교육유무, 간호대 재학 중 교육, 병원 입사

대하여 유의한 일반적 특성인 연령, 병원 근무경

후 신규 간호사 교육, 감염환자 수술방 유무, 하

력, 수술실 경력, 결혼유무, 직위, 간호사 보수교

루 스케줄량, 수술방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육 등 6가지 변수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결과

다. 일반적 특성별로 집단별 평균비교를 한 결과

수술실 경력이 높을수록 의도의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설명력(R2)은 4.3%였다(Table 3). 한편, 의도에 대

아니었다(P=0.20). 수술실 경력, 하루 스케줄량

하여 유의한 일반적 특성과 태도, 주관적 규범,

Table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Intention (1)
b
Surgery career
Education at the
time entered
Attitude

B
*

b
*

0.207

0.024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tention
2

Intention (2)
0.022

2

b

B

b

B

0.390†

0.429†

0.393†

0.432†

0.112†

0.277†

0.192

0.374†

0.198*
0.158†

0.194*
0.233†

Adjusted R
0.035
Surgery career: using continuous data.
New nurse education at the time entered: no-0, yes-1.
*
P<0.05; †P<0.01.

behavior (2)

†

0.341†

0.043

R

B
†

behavior (1)

0.371

0.184

0.261

0.351

0.17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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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행위통제를 의도에 대한 변수에 포함시켰

수들의 값들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 값을 보이고

을 때, 유의한 변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어느 정도 방향성이

2

일치함을 파악할 수 있다(Table 4).

행위통제, 수술실 경력으로 설명력(R )은 37%로

TPB 모델을 근거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 1

크게 증가하였다.
행위에 대해 유의하였던 일반적 특성인 수술실

을 만들어 경로분석을 하였다. Chi-square=38.262,

경력, 결혼유무, 교육 유무, 간호대 재학 중 교육,

자유도(d.f)=5, P=0.000, GFI=0.919, AGFI=0.757,

입사시 교육, 감염환자 수술방 유무, 수술 스케줄

RMR=0.072, NFI=0.737 등이었다. α=0.05에서 모

량, 수술방 수 등 8가지 변수를 행위에 대하여

형은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입사 신규간호사 교

적모형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

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행위수

다(Table 5).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

2

준은 높았으며 설명력(R )은 18.4%였다. 한편 행

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사용

위에 대하여 유의한 일반적 특성 8가지 변수에

하여 수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수정지수에서 X1,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를 행위에 대한 변수로 포

X2, X3사이의 공변랑 관계를 비인과적인 경로로

함시켰을 때, 유의한 변수는 지각된 행위통제, 입

연결하여 수정모형을 다시 결정하여 검증한 결과

2

사 시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설명력(R )은 26.1%

Chi-square=2.757, 자유도(d.f)=2, P=0.252, GFI=0.994,

로 증가하였다(Table 3).

AGFI=0.954, RMR=0.006, NFI=0.981 등의 적합도
지수를 얻었다. 카이자승 차이 검증을 통해서 수

3. TPB모델검증

정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초기 연구

각 요인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

모형과 수정모형의 카이자승차이는 35.505로 자

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상관계

유도차이 3에 비해서 커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

Table 4. Result of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r each factor
Factors

Attitude

Attitude

1

Subjective norm

0.193†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tention
*

P<0.05;

Perceived behavior
control

0.362†

1

†

0.377†

0.508†

†

†

0.205

*

0.192

Intention

Behavior

1

†

0.425

Behavior

Subjective
norm

0.209

0.280

1
0.270†

1

†

P<0.01.

Fig. 1. Early study model and completed modification model.
Abbreviations: x1, attitude; x2, subjective norm; x3, perceived behavior control; x4, intention; x51, behavior; e, equ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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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였다(Table 5).

리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관계(경로계수 0.19)

각 요인들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순이다(Table 6). 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지각된 행

설의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위통제와 의도의 인과관계(경로계수 0.38), 태도

(Table 6). 쌍방향의 인과적인 관계에서 통계적으

와 의도의 관계(경로계수 0.31), 주관적 규범과

로 유의한 경로계수의 크기가 큰 순서는 주관적

의도의 관계(경로계수 0.18)순이다. 의도와 행위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의 관계(경로계수 0.36)

와의 인과적인 관련은 경로계수 0.17수준으로 나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경로계수 0.20)관계, 그

왔으며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위와의 비인과적인

Table 5. Estimation of fitness indices in modification model
Model
Early model (1)
Modification model (2)

Chi-square

df

P

GFI

AGFI

NFI

RMR

38.262

5

<0.001

0.971

0.751

0.737

0.072

2.757

2

0.252

0.994

0.954

0.981

0.006

model 1 : model 2
35.505
3
<0.001
Abbreviations: GFI, goodness-of-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Table 6. Result of path analysis among factors
Hypothesis
1

Coefficient

SE

t

YES/No

Attitude ↔ subjective norm

Path

0.19

0.032

2.525

Yes

Attitude ↔ perceived behavior control

0.20

0.049

2.669

Yes

Subjective norm ↔ perceived behavior control

0.36

0.042

4.530

Yes

2

Attitude → intention

0.31

0.053

5.184

Yes

3

Subjective norm → intention

0.18

0.067

2.835

Yes

4

Perceived behavior control → intention

0.38

0.044

5.969

Yes

5

Intention → behavior

0.17

0.046

2.108

Yes

6

Perceived behavior control → behavior

0.19

0.032

2.241

Yes

Abbreviation: SE, standard error.

TRA

TPB

Fig. 2. Path analysis for model (TRA and TPB).
Abbreviations: x1, attitude; x2, subjective norm; x3, perceived behavior control; x4, intention; x51, behavior; e, equation
error; 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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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통제는 의도를 위해 특히 중요한 인자임

다음으로 TPB의 전 단계모델로서 합리적 행동

을 알 수 있었다.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태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의 검증을 위

와 주관적 규범, 의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의 구사

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

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

면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그 행위에

혀주는 것이 행위를 높이는데 효율적이라 하겠

대한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의도는 행위에

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달라진다. 즉,

수술실 감염통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

TPB 모델에서 행위통제 변인이 모형에 들어가지

회 및 장애요인을 고려한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

않은 TRA모델을 검증하였다. TRA의 독립변인인

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중재방안으로 중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모두 의도의 예측요인으로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수술실 감

나타났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약한 상관관계

염통제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경로계수 0.19)를 나타내었으며, 태도와 주관적

행위통제는 의도예측에 39%의 설명력을 나타내

규범은 의지에 대해 각각 경로계수 0.37, 0.31의

었으며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도는 행위에 대

행위통제, 의도의 영향력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

해 0.27의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으며 태도와 주관

가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 예측에 가장 큰 영향력

적 규범이 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7%였으며

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이 의도, 태도, 주

의도가 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7%로 낮았다.

관적 규범 순이었다. 행위에 대한 의지와 지각된

TRA모델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하여 분석

행위통제가 유의한 예측요인이기는 하나 설명력

하여 TPB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주관적 규범과 태

은 10%에 그쳤다. 이것은 기존에 지[16]의 군흡

도와 주관적 규범과에 지각된 행위통제 변인을

연자 금연행위에 대한 연구에서의 태도, 주관적

추가하였을 때,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의 경로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모두 금연에 대하여

계수와 지각된 행위통제와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

유의한 예측효과가 나타났고, 이 세 변인이 금연

수는 각각 0.20, 0.36이었으며 의도에 대한 설명

의지에 대해 2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행위

력은 27%에서 39%로 높아졌으며, 태도와 의도의

에 대해 의지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유의한 예측요

경로계수(0.37→0.31),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경로

인이나 설명력은 4%에 그쳤던 것과 유사하다. 이

계수(0.31→0.18)는 약간 낮아지면서 지각된 행위

것은 금연이나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가 비교적

통제와의 경로계수(0.39)가 제일 높았다(Fig. 2).

의지로만 성공하기는 어려운 행위이고 지각된 행

이것으로 지각된 행위통제가 의도의 결정요인으

위통제는 실제 행위통제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

로 결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였기 때문이 것으로 사료된다. 지각된 행위통제
는 수술실에서 수술실 간호사가 감염통제행위를

고

찰

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난이성의 정도로 정
의되었다.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실 감

병원감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술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수술실
감염통제행위를 증가시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Ajzen의 TPB모형에 따라 수술
실 통제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의 5가지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수술실 간호사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는 행위를 위해
서 중요한 요소이며, 그중에서 특히 태도와 지각

염통제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각하는 난의성
을 중재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란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그것의 중재방안으로서 교육(교육유
무, 간호대 재학 중 교육, 입사 시 교육과 행위와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입증되었다. 특히
입사 시 교육은 다중회귀 분석결과 지각된 행위
통제보다도 높은 회귀계수로 그 중요성이 입증되
었다. 한편 개방적 질문에서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도 교육이었다.
수술환자에게 발생되는 감염의 원인으로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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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갖고 있는 요인, 입원기간, 항생제의 남용,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경로분석은 연구자에

외과적 손씻기, 수술실 내 복장, 환자의 피부소

의해서 선정된 변수 간의 관계의 선형구조방정식

독, 멸균법, 수술실 환경 등 많은 요인이 존재한

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경로분석은 2개

다.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를 할 수

이상의 독립변수와 2개 이상의 종속변수 사이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개선도 중점을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correlation)과 유사하며 하나의 종속변수를 갖는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에 대한 영역별 분석에서는

회귀분석과 다르다[21].

무균술 ․ 수술도구멸균 영역, 준수사항 영역, 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지역 중 표본으로 뽑

염환자 관련 영역, 환경관리 영역의 순으로 환경

힌 대상 병원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설문을 기피

관리 영역이 가장 낮은 행위수준을 보였다. 수술

하는 곳이 많아 대표성과 관련하여 표본추출로

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17]의 연구에서

인한 편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소독, 공급품 영역, 오염기구 관리영역, 의복영역,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실 감염 관리의

손씻기 영역, 청소 ․ 환경관리 영역순으로 환경관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리 영역이 가장 낮은 점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고자 한다. 첫째, 임상적 측면에서 수술실 감염통

김[9] 등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영역별로

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 및 장애요

중요성 인지도는 청소 및 환경관리, 투약관리, 소

인을 고려한 여건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

독 ․ 공급품관리, 오염된 기구관리, 손씻기, 의복

한다. 특히 행위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인 환경

관리의 순이었으나, 시행도에서는 투약관리, 의복

관리영역에 집중하여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

관리, 소독 ․ 공급품관리, 손씻기, 오염된 기구관

설개선을 포함한 여건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리, 청소 및 환경관리의 순이었다. 김[18]의 연구

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수술실 감염 통제 행

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와

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병원감염에 관한 인식의 현실적 중요성의 부족에

행위통제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참고로 하여 효율

서 행위가 낮음을 설명하고 있다. 송[19]의 연구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전략을 개발

에서 감염관리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이

해야 한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

유를 시설과 기자재 부족, 인력부족의 외적인 요

개발에 있어서 각각의 일반적 특성 차이에 따른

인과 제한된 조건에서도 감염관리를 잘 인지하고

대상자들의 강점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넷째, 연구적 측면

고 주장하였다.

에서 일반적 특성별로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점

이상과 같이 TPB가 수술실 간호사의 감염통제
행위의 의도와 행위 예측에 좋은 이론적 기틀을

에 대한 다중 집단별 경로분석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제시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재 시에 고려해
야 할 많은 전략점들을 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요

약

입증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행위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의지 및 행위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는 신념을 근거로 측정하는
간접 측정방법과 직접 측정방법이 실상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기[16,20] 때문에 신념을 근거로
하는 간접 측정방법은 생략하였다.
경로분석은 1930년대 Sewell Wright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 변수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
법이다. 경로분석을 통해서는 중회귀분석에서 파
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의사효과를

배경: 본 연구는 수술실 감염통제 행위에 대한

예측을 위해 Ajzen (1985)의 계획된 행위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여, 수
술실 감염통제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 의도 사이의 경로와 일반적 특성
에 따른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통제, 의도와 행
위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서울시 13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대상으로 2005년 4월 6일에서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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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2004.

19일까지 수거된 설문지 178개를 수거하였다. 조
사항목은 수술실 감염통제행위에 대한 태도, 주

7. Ajzen I.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관적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와 일반적 특성

planned behavior. In: Kuul J and Beckmann J,

을 조사하였다.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용하여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New York; Springr-verlag 1985.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AMOS 프로그

8.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램을 이용하여 TPB의 요인들을 경로분석을 하였

Organizational

Behavior

다.

Process 1991;50:179-211.

Human

Decision

결과: 행위의 평균 수행도는 4.37이었고, 무균

9. Kim MS, Chun CY, Kim CJ, Park JW. A study

술 ․ 수술도구 멸균영역이 4.69로 가장 높았다.

on the awareness level and the performance

태도, 주관적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 사이에서

level of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상관성의 관계가 있었으며, 이 세 요인들의 의도

nosocomial infection.

에 대한 설명력은 39%였고, 의도와 행위통제가

1990;22:131-46.

행위에의 관련성은 0.17과 0.19였다. 설명력은

Korean J Infect

Dis

10. Kim KM, Cha KS, Lee JY, Yoo SY, Choi OJ,
Wie SH, Shin WS, et al. Knowledge and

10%였다.
결론: 행동영역에서 환경관리에 대하여 개선을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모색해야 하며, 이 연구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이

Korean J Nosocomial Infect Control 2004;9:139-50.
11. Oh HS. National survey on nurses' knowledge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of infection control in general hospitals and
analysis of variables to impact on thei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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