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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에 한 간호 학생의 지식과 병원실습  

감염 방 이행 수 과 향요인을 악하고자 시행하 다.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병원실습 경험이 

있는 5개 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 하 고, 성실히 응답한 총 234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MRSA 지식은 100 으로 환산 시 52.0 이었고, MRSA 감염 방 이행 수 은 89.41 이었다. MRSA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MRSA 교육과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이 유의하 다. 

그러므로 MRSA 감염 방 이행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단순한 지식 제공보다 감염 가능성에 한 올바른 인식을 

포함한 병원실습에서 용 가능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 학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 지식, 이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and the compliance level of infection prevention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the 234 senior nursing students with previou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from October 14th to November 30th, 2016. According to the result, the mean MRSA 
knowledge score was 52.0 points out of 100 and the compliance level for MRSA infection prevention was 
89.41 points out of 100. As for the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of MRSA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of 
MRSA and awareness about the possibility of MRSA infection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were significant. 
In order to promote compliance of MRSA infection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centering on the contents applicable to clinical practice, including awareness on possible infec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Knowledge, Compliance

1. 서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은 표 인 항생제 내

성균으로서, 1968년 미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격히 증가하여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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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불리며  세계 인 문제로 두되었다[1]. 특히 이 

균은 의료 련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으로서, 2014

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환자실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국 의료 련감염 감시체계에 의하면 황색포도

알균(Staphylococcus aureus)이 의료 련감염을 가장 많

이 유발하는 원인균이었고, 이  메티실린 항생제에 내

성을 지닌 MRSA가 체 황색포도알균의 85.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MRSA는 여러 신체 부

에서 감염을 유발하며, 특히 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

료 련 균 증과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3]. 

MRSA는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므로 치료제 선

택에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고가의 항생제 사용, 치료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환자의 경제  부담이 증가하

며, 이환율과 사망률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균보다 높다

[3,4]. 한, 의료기  측면에서도 MRSA 감염  방

을 해 격리병실과 물품 별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소요

되는 비용이 많아 MRSA 감염을 방하는 것이 비용 효

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그러므로 MRSA 방

과 리는 의료기 의 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 

MRSA의 를 방하기 하여 미국 질병 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는 MRSA 환자 격리, 보균자 리, 손 생, 보호구 착용, 

환경 소독, 소독과 멸균 용, 교육 등을 권고하고 있으

며, 국내외 각 의료기 에서는 기 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용하고 있다[3,6,7]. 국내 일부 상

종합병원에서는  주의 강화와 극 인 MRSA 감

시 배양을 통해 환자실의 MRSA 의료 련감염 발생률

을 2.2%에서 0.5%로 감소시켰으며, 미국의 159개 의료기

을 상으로 MRSA 감염 방 로그램 용 후를 

조사한 연구에서 다양한 MRSA 감염 재를 용 후에 

MRSA로 인한 심정맥  련 균 증 39%, 인공호흡

기 련 폐렴이 54% 감소하 다[7,8]. 이와 같이 극

인 MRSA 감염 방 활동을 통해 감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 마다 감염 방 노력을 지

속 으로 하고 있다.

MRSA 감염 방 활동은 의료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질병 리본부에 따르면, MRSA 감염 

방 로그램을 효과 으로 용하기 해서는 의료종

사자,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MRSA 감염 방 교육을 시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 MRSA는 병원에 입원한 환

자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을 통해서도  가능

하므로 의료기 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과 환자, 보호자

를 포함한 의료기 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MRSA 

감염 방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

에서의 MRSA 감염 방 활동은 부분 의료종사자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7,9]. 그러므로 의료종사자 이

외에도 일정 기간 상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MRSA 

감염 방 행 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감염 리가 필

요하다.

간호 학의 실습 학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씩 병원의 여러 부서에 상주하며, 환자 간호에 직ㆍ간

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MRSA 환자들과 할 기회가 

많다. 미국 텍사스 학교의 건강한 학생 203명을 상

으로 시행한 MRSA 비강 보균검사에서 7.4%의 학생

들이 MRSA가 검출되었고, MRSA 검출과 련된 요인

으로 최근 12개월 이내 병원 입원이었다[10]. 한,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의 생 150명을 상으로 시행한 

MRSA 보균자 검사에서 6.7%의 학생이 MRSA 보균자

으며, 병원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에서는 MRSA가 검

출되지 않은 반면 병원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서만 

MRSA가 검출되어 입원한 환자에서 MRSA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하 다[11]. 그러므로 병원 실습 인 간

호 학생들도 MRSA 를 방하기 한 철 한 감염

리 이행이 필요하며, 학생실습을 의뢰하는 학교와 

실습지도를 담당하는 병원 간에 융·복합 인 학생 지도

가 필요하다. 

간호 학생들의 MRSA 감염 방 지도를 해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한 지도 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한 

MRSA 련 선행연구들은 부분 MRSA 비강 보균율에 

한 것이며, MRSA 지식과 감염 방 이행에 한 연구

가 일부 보고되었으나 부분 국외 연구들이다. 국내 연

구로는 학술 회 발표 논문 1편 이외에 MRSA를 포함하

는 다제내성균에 한 연구뿐이므로 간호 학생들의 

MRSA 지식과 감염 방 이행과 련한 국내 연구 자료

가 거의 없다. 

이에 간호 학생들의 MRSA에 한 지식과 병원 실

습  MRSA 감염 방 이행 수 을 악하고,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학과 병원

에서 실습 학생 지도를 한 MRSA 감염 방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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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에 한 지식과 병원 실습 의 감염 

방 이행 수 을 악하고, 학과 병원 간에 학생 감염 

방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시행한 서술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소

재한 5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이면서 병원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편의 추출하 다. 표

본 수 산정은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 다. 다

회귀분석, 간 효과 크기인 0.15, 검정력 0.95, 측변수

를 최  8개로 하 을 때 최소 160명의 표본 수가 필요하

다. 이에 불성실 답변을 포함한 설문의 응답률을 고려

하여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  성실하

게 응답한 234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2.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문헌고찰을 기 로 연구자가 개발한 자

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문지는 상자의 특

성, MRSA 지식, MRSA 감염 방 이행에 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상자의 특성은 일반  특성으로 연령, 

성별, 실습 기간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MRSA 련 특

성으로는 MRSA 교육 경험,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 수 문항으로 구성하 다. MRSA 감염 가능성 인

식 수는 10  척도 1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감염 가

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RSA 지식 도구는 세균의 특성,  경로와 험군

을 포함한 역학  특성, 치료, 격리 해제 방법과 소독을 

포함한 감염 리에 한 총 18문항으로 개발하 고, 각

각의 문항은 정답을 1 , 오답과 모름은 0 으로 처리하

다. 개발한 도구는 감염 리 문간호사 2인과 간호학

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내용 타

당도 지수(CVI)는 0.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

도 Cronbach's α는 0.810이었다.

MRSA 감염 방 이행 도구는 손 생, 보호구 착용, 

물품 분리 사용, 사용한 물품 리와 련한 총 14문항으

로 구성하 고, 각각의 문항은 ‘  그 게 안 한다’ 1 , 

‘가끔 그 게 한다’ 2 , ‘자주 그 게 한다’ 3 , ‘항상 그

게 한다’ 4 으로 최소 14 부터 최  56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MRSA 감염 방 이행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한 도구는 감염 리 문간호사 2인과 간

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0.98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0.833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해 국의 간호학과  지역  다양성

과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경상도, 충청

도, 강원도에 소재한 간호학과 5곳을 편의 추출한 후, 각 

학과의 담당자를 통해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우선 각 학의 담당자에게 연

구 목 과 연구윤리, 설문지의 내용, 자료수집 차를 설

명하고 사  허락을 받은 후 동의서가 첨부된 설문지와 

설문답례품을 담당자에게 달하 다. 자료 수집을 해 

각 학의 담당자는 상자들에게 설문지 첫 장에 안내

된 연구 목 ,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모

든 설문 내용은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된다는 내용을 읽

고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한 

후 설문지와 답례품을 배부하 다. 자유롭게 설문에 응

답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설문지는 각 학년 표가 수거하

여 학 담당자에게 달하도록 하 으며, 이를 연구자

가 일  수거하 다.

2.5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dows 로그램(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MRSA 지식과 감염 방 이행 수 은 평

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으며, 상자의 특성에 따른 

MRSA 지식과 감염 방 이행 수  차이는 평균, 표 편

차, t-test로 분석하 다. MRSA 감염 방 이행에 향

을 미치는 요인 악은 다 회귀분석(Stepwise 방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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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
es

n(%) M±SD 

Gender Female 222(94.9)

Male 12(5.1)

Age (year) 22≥ 157(67.1)
22.60±1.73

23≤ 77(32.9)

Period of Clinical practices 
(week)

≤22 94(40.2)
22.34±3.00

≥23 140(59.8)

Education of MRSA
*

Yes 189(81.1)

No 44(18.9)

Awareness about the 
possibility of MRSA 
infection during clinical 
practices

≤5 101(43.2)

5.54±2.28
≥6 133(56.8)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Excluded non-respondent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여학생이 94.9% 고 남학생은 5.1%에 불과했

다. 나이는 평균 22.60±1.73세 고, 평균 22.34±3.00주의 

임상 실습 경험이 있었다. 81.1%가 MRSA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

식 수는 10  만   평균 5.54±2.28 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4)

3.2 MRSA 지식

Table 2와 같이 MRSA 지식수 은 0 에서 15 까지

의 학생들의 지식수 이 다양하 으며, 평균 9.36±2.85 , 

이를 100 으로 환산하면 평균 52.0 이었다. 내용별로 

100  환산 시 수를 비교하여 보면, 역학  특성에 

한 수가 78.67 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염 리 50.86 , 

균의 특성 49.75 이었고, 치료에 한 지식이 36.00 으

로 가장 낮았다.

Table 2. Knowledge Score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N=234)

Categories Range M±SD
Converted 
mean to the 
100-point

Characteristics of pathogens 0-4 1.99±1.11 49.75

Epidemiology 0-3 2.36±0.82 78.67

Treatment 0-4 1.44±1.21 36.00

Infection control 0-7 3.56±0.10 50.86

Total 0-15 9.36±2.85 52.00

3.3 MRSA 감염 예방 이행

Table 3과 같이 MRSA 감염 방 이행 수는 28에서 

56 까지 다양하 으며, 평균 50.07±6.30 이었고 이를 

100 으로 환산하면 89.41 이었다. 내용별로 100  환산 

시 수를 비교하여 보면, 손 생이 93.83 으로 가장 이

행수 이 높았고, 물품 분리사용 88.88 , 사용한 물품 폐

기 88.25 , 보호구 착용 87.83  순이었다.

Categories Range M±SD
Converted 
mean to the 
100-point 

Hand hygiene 6-12 11.26±1.26 93.83

Barrier precaution 3-12 10.54±2.06 87.83

Use by separating goods 2-8 7.11±1.63 88.88

Disposal of used goods 11-24 21.18±3.47 88.25

Total 28-56 50.07±6.30 89.41

Table 3. Compliance Score on Infection Prevention 

Against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Prevention         (N=234) 

3.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과 이행 수준 차이

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차이는 Table 4와 같이 성

별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남학생의 지식 수가 

11.42±1.44 으로 여학생 9.25±2.86 보다 높았다(t=2.60, 

P=.010). 나이, 임상 실습 기간, MRSA 교육 여부,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 수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없었다.

이행 수 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특성 

 임상 실습 기간, MRSA 교육, 실습  MRSA 감염 가

능성에 한 인식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상자들

의 실습 기간은 평균보다 은 22주 이하의 실습 기간 이

행 수가 51.23±5.38 으로 23주 이상의 실습 기간 

49.30±6.75 보다 높았고(t=2.43, P=.016), MRSA 교육을 

받은 군의 이행 수가 50.65±5.79 으로 받지 않은 군의 

47.77±7.74 보다 높았다(t=-2.32, P=.024). 한, 병원실

습  MRSA에 감염될 가능성을 5  이하라고 인식한 

군의 이행 수가 51.60±5.20 으로 6  이상이라고 인식

한 군의 48.91±6.81 보다 높았다(t=3.4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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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Knowledge and Compliance of Infection Prevention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Compli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9.25±2.86 2.60
(.010)

50.08±6.33 -0.09
(.929)Male 11.42±1.44 49.92±5.99

Age (year) 22≥ 9.25±2.92 -0.83
(.407)

50.30±6.31 0.78
(.437)23≤ 9.58±2.71 49.62±6.30

Clinical practices (week) ≤22 9.65±2.44 1.32
(.189)

51.23±5.38 2.43
(.016)≥23 9.17±3.09 49.30±6.75

Education of MRSA Yes 9.53±2.76 -1.94
(.054)

50.65±5.79 -2.32
(.024)No 8.61±3.14 47.77±7.74

Awareness about the possibility of MRSA 
infection during clinical practices

≤5 9.35±2.36 -0.08
(.935)

51.60±5.20 3.43
(.001)≥6 9.38±3.18 48.91±6.81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3.5 MRSA 감염 예방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RSA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하여 상자의 특성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했

던 변수와 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하 다.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 가정에서 Durbin-Watson 통

계량이 1.59, 공차 한계(Tolerance) 0.999,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of Factor, VIF)가 1.001로 자기 상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 다. 

Table 5에서 보면, MRSA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RSA 교육(β=0.18, P=.007)과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β=-0.15, P=.018)이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of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Prevention                           (N=234)

Variable β t p

(Constant) 36.67 <.001

Education of MRSA (yes) 0.18 2.73 .007

Awareness score of possible MRSA 
infection during clinical practices

-0.15 -2.39 .018

R
2
=.06, Adjusted R

2
=.05, F=6.78, 

p=.001

4. 결론 

본 연구는 표 인 항생제 내성균으로서 슈퍼박테리

아의 일종으로 알려진 MRSA에 한 간호 학생들의 지

식, 감염 방 이행 수 ,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병원 실습  MRSA에 감염되지 않도록 학

과 병원의 학생실습지도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 학생들의 MRSA 지식은 100

으로 환산 시 52.0 에 불과하 다. 이는 소병원 간

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 으로 환산한 간호사

들의 MRSA 지식 59.4 과 환자실 간호사의 MRSA 

지식 81.8 과 비교 시 본 연구의 간호 학생의 지식이 

낮은 수 이었다[12,13]. 그러므로 학생들의 MRSA 감염 

방을 해 지식수 을 높이기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병원

이 유기 으로 연계하여 실습병원의 상황에 맞는 용 

가능한 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100 으로 환산한 MRSA 감염 방 이행 

수는 89.41 이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환자실 간호사 210명의 MRSA 감염 리 이행 수 을 조

사한 연구에서 100  환산 수가 84.75 , 261명의 소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56.2 , 간호 학생

들의 다제내성균 감염 리 이행 수 을 100  환산한 

수가 77.88 으로, 본 연구에서의 감염 방 이행 수가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았다[12-14]. 이는 간호사에 비해 

간호 학생들은 비교  간호업무량이 어 손씻기와 같

은 감염 방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인 여유가 많

고, MRSA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제내성균 환자 간호 수

행 시보다 MRSA 환자 간호 수행 시 더 감염 방을 

해 극 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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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학생들의 평균 감염 방 이행 수 은 높았으나 학

생들 간 이행 수가 28 에서 56 까지로 차이가 많았

고, 일부 학생들은 이행 수 이 상당히 낮았다. 그러므로 

이행 수 이 낮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지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MRSA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변량 분석에서 지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지식은 업무 능숙도와 조직성과뿐 아니라 이행 수 에 

정  향을 미친다고 일반 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13,15-23]. 간호 학생을 상

으로 한 MRSA 감염 방 이행 향 요인에 한 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261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MRSA 지식과 이행 정도는 양의 상 계

가 있었으며, 254명의 간호사들을 상으로 한 MRSA를 

포함한 다제내성균 지식과 감염 방 이행에 한 연구

에서도 감염 리 이행에 지식이 유의한 향 변수로 확

인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12,16]. 그러나 

환자실 간호사 248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제

내성균 감염 방 이행 향요인으로 지식이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17]. 본 연구에서 간

호 학생들의 MRSA 감염 방 이행 향요인으로 지식

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간호 학생들의 MRSA 지식이 

평균 52.0 으로 상당히 낮은 과 일부 선행연구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감염 방 이행의 향요인으로 단순한 

정보 습득 수 의 지식은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정보 수 의 

지식보다는 실무에 용할 수 있는 지식의 필요하며, 습

득한 지식을 실무에 용 가능하도록 매개하는 감염 가

능성 인지 등과 같은 변수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지

식이 향변수로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MRSA 감염 방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RSA 교육과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이 유의하 다. 이는 MRSA 감염 리 교육 여

부가 감염 방 이행 정도에 향을 미친다는 261명의 간

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감염 리 교육 횟수가 

감염 리 이행에 향을 미친다는 간호사 254명을 상

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12,16]. 그러나 감

염 노출 인식이 감염 노출 방행  수행에 향을 미친

다는 소병원 219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결과

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 가능성

에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이행에 부정 인 향을 미

쳤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정 인 향을 미쳤다[24]. 이

는 감염 가능성에 한 높은 인지도가 감염 방 이행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간호 학생들은 임상 실

습 동안 MRSA 감염 방 이행 수 이 낮은 학생들이 스

스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MRSA 감염 방 이행 수 이 낮은 학생들의 

이행 수 을 높이기 한 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확인된 MRSA 교육과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인식 요인을 반 하여 감염 방 이행을 증진시켜 불

필요한 감염 가능성에 한 걱정과 불안을 낮추도록 하

는 략을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 

한 자가 실천이 가능한 통합 로그램은 질병 방 

이행을 증진시킨다[25]. 그러므로 간호 학생이 스스로 

MRSA 감염 방 실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통한 

MRSA 감염 방 지식수 을 높이며, 단순한 지식 제공 

외에도 실습  MRSA 감염 가능성에 한 올바른 인식 

략과 실습 기 의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 이고 산학 

융합 인 통합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MRSA 감염 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설명력이 낮아 이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 간호 학생의 MRSA 감염 방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에 한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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