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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중증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성 만성질

환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기보다 노인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인구의 수요 또한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

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은 

2014년 4841개로 2010년에 비해 1,000개 이상 증가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

설, 보호시설, 방문재가 서비스를 통해 신체 및 가사활동 지

원이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요양기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체로 중증 만성 질환에 

이환되어 저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High et al., 2009). Choi(2009)는 요양시설의 거주노인 66%에

서 호흡기계, 피부, 소화기계, 비뇨기계 감염 등이 발생되었다

고 보고하였으며, Kim(2008)은 장기요양병원 입원 중에 약 

62%의 노인이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에 이환되고, 추후 폐렴

과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각각 44.4%, 24.2% 라고 보

고하였다. 감염은 유병과 사망을 증가시키고 병원 입원치료와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Zimlichman et 

al., 2013).

2009년 이후 요양시설 평가기준에 감염관리 항목이 포함되

어 점차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

염관리 활동이나 노력이 지나치게 2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에 치중되어 있고 요양시설이나 노인･장애인을 위한 주거복

지시설은 개인위생이나 대상자 관리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

다(Kang & Lee, 2015). 일반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자는 의료기

관마다 부르는 호칭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간호사

이며(Jeong, Kim, & Lee, 2004)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일수록 

감염관리가 잘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Stachel, Bornschlegel, 

& Balter, 2012).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대부분 요양보호사

들이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는 구체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된 업무, 낮은 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감염관리교육이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

이 있으므로(Park, et al., 2011) 이들의 감염관리와 관련된 실

태파악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 간병, 가

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종이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

인들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업무조건이 열악하여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많고 

직무만족수준이 낮다(Woo, 2013).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수

준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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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반면 이직률은 3배 높았으며, 요양보호사의 55%가 3년 

내 이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2).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은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Kwak, 2013), 불분명한 업무범위

로 인해 보호자 및 다른 의료인력들과의 역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낮은 직무만족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대상자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다(Shin, 2013). 돌봄 서비스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

험하거나 서비스 오남용의 경험이 많을수록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서비스 안정성,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Park & Kim, 2014). 장기요양기관은 서로 다른 지식, 문화, 

배경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동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Jang, 2006). 

그 밖에도, 높은 업무부담으로부터 기인하는 정신사회적 위

험 요인들은 건강관리 종사자들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며(Poghosyan, Clarke, & Finlayson, 2010), 직무자율성

이 낮고 직무요구도가 높은 업무환경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서

비스 질을 악화시키고(Kwak, 2013) 에너지 소진이나 스트레

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관리자들의 부적합한 손위생 및 감

염관리, 입원 환자들의 감염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Cimiotti, Aiken, Sloane, & Wu, 2012). 또한, 감염관리 수행

은 감염교육 여부, 근무기관의 환경, 시설의 감염관리 기준 

여부, 감염관리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며(Kang & Lee, 2015). 종사자들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 의사

소통에 영향을 주는 업무 환경이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환자들의 감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Galletta, et al., 2016) 

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요양시설 대상자의 감염 위험성과 직접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인력의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사 및 의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들은 환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환자 2.5명

당 1명이 배치되어 있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71.4%

가 요양보호사로서 대상자를 직접 돌보고 있었으며,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도 16.3%나 되는(Park, et al., 

2011) 상황에서 감염관리는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이

는 대부분 대형병원 위주로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 의료

인들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감염관리가 수행되어지고 있는 

것과는(Kang & Lee, 2015) 대조적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요양기관을 이용

하는 대상자들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감염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하나 감염관리는 대부분 전문 의료인

력인 간호사나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나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선행연구는 있으나, 감염관리와 업무환경, 역할갈등과의 관련

성이나 인구사회학적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

지도,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역할갈등 인식이 감염관리 수행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와 수행도, 업무환

경, 역할갈등을 파악한다. 

•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에 따른 주요변수(감

염관리 중요성 인지도와 수행도, 업무환경, 역할갈등)의 차

이를 파악한다. 

•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와 수행도, 업무환경, 

역할갈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요양보호자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대전에 위치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 * 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예측인자 10개의 조건에서 산출

된 172명에 탈락률 20%를 고려한 207명이다.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미리 확인한 저자의 이메일 주소 및 근무지 전

화번호를 이용하여 연구도구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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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수행 및 중요성 인지도

감염관리 수행과 중요성 인지도는 Ryu와 Ryu(2010)가 

APIC(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와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가이드라인 

및 요양보호사 교육교재를 참조하여 개발된 질문지를 Ko(2014)

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손 씻기와 장갑 착

용(5문항), 호흡기감염관리(5문항), 인공 도뇨관 관리(5문항), 

위장관 감염관리 및 구강청결관리(4문항), 약물관리(2문항), 환

자의 배설물관리(4문항), 상처감염관리(3문항), 환자 방 청소(3

문항) 및 세탁물 관리(2문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감

염관리의 수행도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없음’ 0점, 

‘전혀 안함’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scale

의 6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의 수행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감염관리 수행의 신뢰도는 Ko(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4이었다.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는 수행도 측정 도구와 같은 문

항으로 ‘해당 없음’ 0점, ‘전혀 중요 않다’ 1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scale의 6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의 신뢰도는 Ko(2014)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4이었다. 

업무 환경

업무환경의 측정도구는 Hackman과 Oldham(1980)의 Job 

Diagnostic Survey척도를 참고로 하여 Kwak(2013)이 수정 보

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업무정체성 2문항과 업무 

자율성 3문항 그리고 업무 피드백 2문항의 총 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

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정임을 

의미한다. 업무환경에 대한 신뢰도는 Kwak(2013)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69이었다.

역할 갈등 

대상자의 역할갈등은 Rizzo, House와 Lirtzman(1970)이 개발

한 역할갈등과 모호성 도구(Role conflict and ambiguity scale)

를 Shin(2013)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본 도구는 개인적 내적 기준과 역할사이

에서의 갈등 4문항, 역할수행자의 시간이나 자원 또는 능력과 

관련된 역할수행 상황에서의 갈등 5문항, 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생기는 갈등 2문항, 불일치한 정책으로 인한 

갈등 4문항, 개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의 모순성에서 

생기는 모호성 3문항, 행동조건의 명료성에서 오는 모호성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

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 구성된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Shin(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81이었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전에 **대학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IRB No. 16-01-02-0412).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은 연구 이

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무기명 처리되어 통계분석되고, 참

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25에 시작하여 2016년 6

월 24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자가 해당 시설의 부서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 및 협

조를 구하였다. 부서장의 허락를 구한 다음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

문지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분 정도였으며, 참여자에게 

모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1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으나 미응답 및 중도포기를 포함한 30부를 

제외한 총 180부(회수율 85.7%)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염관리의 수행도, 감염관리의 중요

성 인지도, 업무환경 및 역할갈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의 수행도,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 업무환경 및 역할갈등의 차이는 t 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

하여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 주요 연구변수들 사이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의 관련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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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work environment and role 

conflic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Items N(%)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Work Environment Role Conflict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Female 164(91.1) 4.48±0.58 1.15
(.248)

4.59±0.48 1.47
(.142)

3.08±0.59 1.78
(.077)

2.68±0.41 1.46
(.145)Male 15(8.3) 4.30±0.60 4.40±0.56 2.80±0.57 2.52±0.43

Age(yrs) less than 39 18(10.0) 4.29±0.71
0.82

(.484)

4.60±0.37
0.05

(.984)

3.07±0.85
0.69

(.558)

2.90±0.46a

2.75
(.044)
a>c

40-49 38(21.7) 4.55±0.75 4.59±0.68 2.94±0.52 2.60±0.41b

50-59 78(43.3) 4.45±0.53 4.56±0.47 3.08±0.55 2.62±0.43c

more than 60 45(25.0) 4.49±0.43 4.58±0.37 3.11±0.59 2.70±0.36d

Facility type elderly nursing 
homea 

15(8.3) 4.14±0.71
12.84

(<.001)
b<a,c

4.33±0.54
10.25

(<.001)
b<a,c

3.02±0.49

0.05
(.946)

2.71±0.52

1.12
(.326)

long term care 
hospitalb

124(68.5) 4.61±0.42 4.69±0.36 3.07±0.59 2.63±0.40

home care 
servicec

42(23.2) 4.17±0.77 4.35±0.67 3.04±0.64 2.74±0.41

Facility size
(number of bed)

50-100 61(33.9) 4.16±0.75 5.26
(<.001)

4.31±0.62 5.52
(<.001)

2.97±0.55 -1.40
(.162)

2.72±0.47 1.59
(.112)101 119(66.1) 4.62±0.40 4.71±0.34 3.10±061 2.63±0.38

Service career
(yrs)

less than 1 23(12.8) 4.28±0.70

0.92
(.452)

4.64±0.26

0.21
(.930)

2.83±0.50

1.13
(.340)

2.72±0.44

0.77
(.542)

1-3 45(25.0) 4.46±0.73 4.54±0.67 3.03±0.56 2.65±0.50
3-5 28(15.6) 4.52±0.49 4.57±0.54 3.12±0.63 2.55±0.41
5-7 39(21.7) 4.45±0.56 4.56±0.47 3.12±0.48 2.65±0.36
more than 8 45(25.0) 4.55±0.41 4.60±0.35 3.11±0.71 2.72±0.37

Work time
(hour per 
a week)

less than 25a 29(16.1) 4.18±0.76 4.44
(.013)
a<b,c

4.30±0.75 6.05
(.003)
a<b,c

3.10±0.60
0.36

(.693)

2.67±0.36
0.03

(.967)
26-50b 86(47.8) 4.54±0.58 4.60±0.42 3.02±0.57 2.67±0.44
more than 51c 65(36.0) 4.50±0.46 4.60±0.49 3.09±0.59 2.65±0.41

Assigned
patient
(person)

less than 4a 26(14.4) 4.30±0.62
6.45

(<.001)
a,b<c,d

4.29±0.67
9.52

(<.001)
a<c,d

2.90±0.52
0.90

(.442)

2.72±0.35
0.56

(.640)
5-7b 87(48.6) 4.35±0.62 4.50±0.50 3.11±0.63 2.68±0.39
8-10c 53(29.4) 4.63±0.47 4.74±0.30 3.04±0.54 2.31±0.48
more than 10d 14(7.8) 4.91±0.90 4.96±0.60 3.06±0.59 2.62±0.47

Salary
(won/month)

less 100 11(6.1) 4.46±0.59 0.04
(.963)

4.31±0.76 1.86
(.064)

2.92±0.44 0.79
(.426)

2.62±0.36 0.32
(.744)more than 101 169(93.9) 4.47±0.58 4.59±0.47 3.70±0.60 2.66±0.42

Infection
education

No 23(12.8) 3.98±0.64 4.50
(<.001)

4.24±0.60 3.65
(<.001)

2.93±0.58 1.06
(.290)

2.83±0.58 2.05
(.041)Yes 157(87.2) 4.54±0.54 4.63±0.45 3.07±0.59 2.64±0.38

Post hoc test : Sheffe test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

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Table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80명으로 여성이 164명(91.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

은 50대가 78(43.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가 18명

(10%)로 가장 적었다. 

근무관련 특성으로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124명

(68.5%)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원이 15명(8.3%)로 가장 적었

다. 근무기관의 규모는 101병상 이상이 119명(66.1%)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1-3년의 경력자와 8년 이상의 경력자가 

각각 45명(25.0%)이었다. 주당 근무일수는 26-50시간을 근무

하는 경우가 86명(47.8%)이었고, 주당 51시간 이상의 근무자

도 65명(36.0%)으로 나타났다. 근무시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는 5-7명이 87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명이상도 14

명(7.8%)이었다. 월 급여는 101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169

명(93.9%)으로 많았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7명(87.2%)로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의 수행도는 근무기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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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data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work 

environment, role conflict  (N=69)

Items Mean±SD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and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Hand hygiene and gloving 4.55±0.48 4.57±0.45
Respiratory infection management 4.45±0.77 4.40±0.98
Urinary catheter management 4.64±0.64 4.53±0.81
Mouth and gastrointestinal management 4.52±0.83 4.37±1.02
Medication management 4.53±1.02 3.90±1.79
Stool/Urine management 4.69±0.72 4.62±0.75
Wound management 4.74±0.58 4.62±0.61
Roon environment management 4.51±0.68 4.40±0.63
Laundry management 4.61±0.67 4.51±0.66
overall 4.58±0.49 4.47±0.58
Work Environment Mean±SD

Identity 3.12±0.78
Autonomy 2.64±0.82
Feedback 3.62±0.79
Overall 3.06±0.59
Role Conflict Mean±SD

Conflict from inconsistency between personal standards and role standards 2.96±0.65
Conflict from role performance situation with insufficient resource/time/competency 2.76±0.73
Conflict from two more role burden 2.33±0.81
Conflict from inconsistency of policies 2.22±0.64
Ambiguity from inconsistency of responses/consequences result from personal 
behavior 

2.72±0.73

Ambiguity from unclear condition for proper behavior 2.72±0.63
Overall 2.66±0.42

규모, 주당 근무시간,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 감염관리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관으로서, 요양병원

에 근무하는 경우가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에 비하여 높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보였으며(F=12.84, p<.001), 기관의 규모가 

101병상 이상인 경우, 100병상 이하의 기관종사자 보다 높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보였다(t=5.26, p<.001). 또한 주당 근무시

간이 25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26-50시간과 51시간 이상

의 집단이 더 높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보였고(F=4.44, p=.013),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가 8-10명, 10명 이상인 집단이 4명 

이하, 5-7명을 돌보는 집단보다 높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보였

다(F=6.45, p<.001). 또한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

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보였다

(t=4.50, p<.001).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는 근무기관의 유형, 규모, 

주당 근무시간,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 감염관리 교육 이수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관으로서, 요양병원에 근무하

는 경우가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에 비하여 높은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를 보였으며(F=10.25, p<.001), 기관의 규모가 

101병상 이상인 경우, 100병상 이하의 기관종사자 보다 높은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를 보였다(t=5.52, p<.001). 또한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26-50시간과 51시

간 이상의 집단이 더 높은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를 보였고

(F=6.05, p=.003),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가 8-10명, 10명 이

상인 집단이 4명 이하를 돌보는 집단보다 높은 감염관리 중

요성 인지도를 보였다(F=9.52, p<.001).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감염관리 중요성 인

지도를 보였다(t=3.65, p<.001). 

근무환경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항목이 없었

으며, 역할갈등의 경우, 연령과 감염관리 교육 이수여부에 따

라 차이를 보여서, 39세 이하의 집단이 50대에 비하여 높은 

역할갈등을 보였고(F=2.75, p=.044),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집

단이 낮은 역할갈등을 보였다(t=2.05, p=.041).

감염관리 수행도,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 및 

업무환경 인식

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 및 업

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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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work environment and role conflict

(N=180)

Variables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r(p)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77(<.001)

Work Environment -.07(.295)

Role Conflict -.28(<.001)

2). 대상자들의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는 전체 항목의 평균

은 4.58±0.49점 이었으며, 감염관리의 수행도는 전체 평균이 

4.47±0.58점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의 하부 영

역 중 가장 높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보인 영역은 상처감염관

리 영역으로 4.74±0.58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중요성 

인지도를 보인 영역은 호흡기 감염관리 영역으로 평균 4.45± 

0.77점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의 수행도는 상처감염관리 영역이 4.62±0.61점, 환

자의 배설물 관리 영역이 4.62±0.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약물

관리 영역이 3.90±1.79점으로 가장 낮았다.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영

역은 약물관리 영역으로 중요성 인지도는 4.53±1.02점이었으

나, 수행도는 3.90±1.79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3.06±0.59점으

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부영역은 피드백 영역

으로 3.62±0.79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체성 영역이 평균 3.12± 

0.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역할갈등은 전체 평균 2.66±0.42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내적 기준과 역할사이에서의 갈등이 2.96±0.65점으로 역할갈

등이 가장 높았고, 불일치한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2.22±0.64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감염관리 수행도,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 

업무환경 및 역할갈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 업무

환경 및 역할갈등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

다(Table 3). 감염관리 수행도는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77, p<.001), 역할갈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8, p<.001). 감염관리 수행도는 업무환

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r=-.07, 

p=.295).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감염관리 수행도에 차

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은 근무기관의 유형 및 규모, 근무경

력, 주당 근무시간,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 감염관련 교육 

이수여부였다. 따라서 이들 일반적 특성을 위계적 회귀모형의 

1단계로 투입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 업무환경, 역할

갈등을 2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명

목변수였던 근무기관의 유형, 규모, 감염관리 교육 여부는 더

미변수로 처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

음 표 4와 같다(Table 4).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의 자기상관

(Durbin-Watson의 통계량 = 2.01),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

차의 정규 P-P 도표와 히스토그램), 잔차의 등분산성(산점도)

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32∼.94로 1.0이하였으며,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05∼3.10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행위에 대하여 기관

의 유형, 규모, 경력, 주당근무시간,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 

감염관리 교육 여부가 투입된 1단계 모형은 약 20.6%의 설명

력을 보였다. 1단계에 투입된 변수 중 감염관리 교육 여부(β

=.23, p=.001), 1인당 돌보는 노인의 수(β=.21, p=.005)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추가로,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 업무환경, 역할갈등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종속변수인 감염관리 행위에 대하여 약 60.9%의 설명

력을 보였으며, R2의 변화량은 .396으로 증가하였다(F=31.93, 

p<.001). 2단계 모형에서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β=.70, p<.001)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업무환경과 역할갈등은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특히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와 업무환경 및 역할갈등이 이들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노인의 치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

리의 수행도는 노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Park, 

et al., 2011)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

사의 감염관리 수행도는 5점 척도상 평균 4.47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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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for health worker (N=180)

Variables
Step 1 Step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s 119.65 5.76 20.74 <.001 25.73 13.271 1.93 .054
Facility type : Long term care hospital¶ 4.21 4.85 .10 0.86 .387 5.15 3.42 .12 1.50 .134
Facility size: More than 101 beds¶¶ 5.81 4.25 .14 1.36 .174 1.36 3.60 .03 0.44 .656
Service career 0.01 0.03 .03 0.51 .609 0.03 0.02 .03 1.23 .217
Work time(hour/week) 0.02 0.08 .02 0.24 .807 0.05 0.06 .05 0.96 .337
Assigned patient 1.27 0.44 .21 2.86 .005 0.07 0.32 .01 0.24 .810
Infection education : Yes 13.41 4.12 .23 3.24 .001 5.66 2.97 .09 1.90 .059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0.83 0.06 .70 12.56 <.001
Work environment -0.16 0.22 -.03 -0.75 .454
Role conflict -0.11 0.08 -.06 -1.35 .177
R2 .23 .62
Adj. R2 .20 .60
△ R2 .39
F 8.72 31.93
p <.001 <.001 

¶ Reference group : Facility type – others(Elderly nursing home, home care service)
¶¶ Reference group : Facility size - 50-100 beds

으로 한 Ko(2014)의 연구결과 평균 4.47과 유사한 점수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 수행도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기

관의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요양병원의 종사자가 요

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방문요양기관보다는 노인요양기관에서 감염관

리 수행도가 높으며, 규모가 큰 시설에서 높은 감염관리 수행

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Ko, 2014). 이는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의 이환질병은 매우 만성적이

면서, 영양 불균형 가능성이 높으며, 거동의 제한이 높으며, 

2-3가지의 만성질환에 동시에 이환된 경우가 많아, 병원 내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Park, et al., 2011)이라는 점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인증제도에서 감염관리부문

의 평가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도, 요양병원에서 감염

관리 수행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한 회귀모

형에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로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수록 

높은 수행도를 예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간호인력

을 대상으로 한 Lee, Ko와 Lee(2015)의 연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o(2014)의 연구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정

도와 수행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

관계가 확인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서, 요양보호사의 감염

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체의 87.2%가 감염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12.8%는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적

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o(2014)의 연구에서 26.5%, Park 등

(2011)의 연구에서 16.3%가 감염관리교육의 경험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결과가 연구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각 요양시설별로 표준화된 감염관리 교육의 지침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자신들이 

질병의 전파 매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보고

를 볼 때(Ko, 2014),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의무적

인 감염관리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Lee(2013)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감염관리를 중점영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며, 체계적인 감염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Ko(2014)는 

현재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을 법제

화하여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회귀분석에서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환자 및 환경까지 포함하는 감염관리 

업무는 매우 범위가 넓으며,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감염관리 수행은 이에 대한 지식과 절차를 몰라서 

누락되기 보다는 올바른 감염관리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

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Abela & Borg, 2012; Cho, 2007). 감염관리의 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반드시 수행도

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하고 있는데(Abe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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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g, 2012). Ward(2011)는 감염교육 문헌을 분석한 결과, 많

은 연구들에서 감염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뚜

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Kang과 Lee 

(2015)는 200병상 이하의 소규모 요양시설에서의 감염교육은 

감염관리요원이나 전문 의료인이 부족하여 감염교육의 효과측

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실시 자체와 함께 감염

관리 전문요원이나 전문의료인의 지도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bela와 Borg(2012)도 감염관리는 

특정한 영역이나 처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

는 전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손씻기와 같은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빈번한 감염관리 

행위에 대한 교육중재 단독보다는 실제 행위를 세세하게 관

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손씻

기 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

임감을 강조하는 캠페인, 행정적인 지원, 감독과 같은 통합적

인 접근이 교육적 중재보다 실제 감염관리 행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Stachel 등(2012)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생활지원시설의 감염관리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를 직

접 고용한 기관일수록 감염관리가 보다 잘 이행됨을 보고하

였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 및 직무교육에서

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수립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스스로 

감염관리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며, 동시에, 전문의료요원의 지도와 관리, 감독은 물론 조직차

원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접

근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업무환경과 역할갈등은 감염관리 수행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uh와 Oh(2011)은 

서울시내 4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 표준주

의지침 수행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임을 보고하면서, 감염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 

영향요인은 일반적인 업무환경보다는 감염업무에 직접적 영향

을 주는 안전환경임을 주장하였다. Cho(2007)도 응급실과 집

중치료실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표준주의 수행도에 감염과 

관련된 주요 영향요인으로 표준주의 준수와 관련된 안전환경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환경에 대한 인

식을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환경을 개념화한 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환경을 업무의 정체성, 업

무자율성, 업무피드백 등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감염관리 수행도에 민감

한 환경으로서 안전환경을 제시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면이

며, 이와 같은 변수의 개념화 및 측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수행도와 업무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감염관리에 민

감한 환경, 또한 연구대상자인 요양보호사에게 민감한 업무환

경에 대한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연구설계에 포함함으로서 

좀 더 타당도 높은 연구변수 설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역할갈등이란 조직의 특정 역할 수행자가 자신의 가치관이

나 내적 기준과 규정된 역할사이의 상충, 자신의 능력과 규정

된 역할사이의 차이, 상호모순되는 정책이나 요구 및 평가기

준, 상충되는 복수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상황에서 양립불가능

한 기대들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ark, 2004). 본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갈등은 5점 척도 상 평균 2.66점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Shin, 2013). 본 

연구결과 가장 역할 갈등이 높은 항목은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로 나타나, 업무시간의 부족

에 따른 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는 나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나는 나의 책

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의 

모호성에 대한 갈등도 2, 3위로 나타났다. Han(2011)은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여기서 하는 모든 

일,” “어르신 돌보는 일”, “간호사 선생님 보조하는 일”, “시

키는 일 모두 하기” 로 자신의 업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하면서 이와 같은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한계가 요양보호사의 

역할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할 갈등

과 감염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역할갈등은 특정 

업무행위의 중요성 인식과 행위의 수행사이의 관계에서 부적

인 조절효과 및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Ha, 2015).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 및 돌봄제공자 

2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염관리 활동은 대상자들의 

역할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

며, 감염관리 활동을 포함한 환자안전행위에 대한 중요성 인

식정도와 행위수행 사이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역할갈등은 부

적인 조절효과를 보였다(Ha, 2015). 이는 본 연구에서도 역할

갈등이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아니라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식

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 혹은 매개변수

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한 일반적 특성, 감염관리

의 중요성 인지도, 역할갈등 및 업무환경을 투입한 회귀모형

은 감염관리 수행도를 약 60.9%의 설명하였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식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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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 증진에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제한된 지역의 대상자를 임의 표집하였으므로 본 결과의 

해석에 제한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감염관리 수행

도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며 자가보고형식의 설문을 이용함

으로서 감염관리 수행도 측정 오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일부지역에서 표집되었으며, 

또한 기관의 특성이 상이한 집단이 포함되었으므로, 추후연구

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표성 있는 대상자가 표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변량 분석에서 노인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와 주 영향요인이었던 감염관리 중요성 인지도의 차

이를 보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관차이를 통제한 상황에서의 

반복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

지는 변수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둘째, 감염관리의 중요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도출 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제언된다. 특히, 교

육적 중재 뿐 아니라 감염관리 수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책

임감을 고취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하는 등의 다각적인 중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에는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한 역할갈등 등

의 관련 변수간의 다양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타당한 업무환경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통해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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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ing Factors on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of 
Health Worker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Kim, Kyoung Ja1)․Park, Sung Won2)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health workers’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180 health 
workers who are employ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5 until July, in 2016. 
Results: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r=.77, p<.001), but role conflict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r=.28, 
p<.001). The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first step) and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work environment, and role conflict (second step) against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31.93, p<.001). This model could explain 62.8% of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 
(R2=.62, ∆R2=.39). Particularly, perceived importance of infection management was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β=.70,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systemic 
education about infection control and monitoring should be considered, so as to encourage proper infection 
management behaviors among health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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