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사회 재난으로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출 으

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신

종질환으로 인해 의료 련감염에 한 요성이 두되

고 있으며[1], 이러한 증 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 루

상실습  경험한 간 대학생  워 트  

료 련감염 리 표 주 지침 지도가 수행도에 

미치는 

정미라1, 정 2*

1한 대학  간 학과 수, 2 양보건대학  간 학과 수

Effects of Empowerment and Regarding Standard Precautions 

for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on Performances

Mi-Ra Jung1, Eun Jeong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College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임 워먼트,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도의 련성을 악하고, 간호

학생의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는 남지역 2개 학의 임상실

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 168명을 상으로 하 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 다. 단계 다 회

귀분석결과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도 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77.7% 다(F=579.84, p<.00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표 주의지침 수행도를 증진시키기 한 표 주의지침 인지도를 높

이기 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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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empowerment, awareness and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8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the two colleges located Jeonnam.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0.0 program. The result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awareness predict 77.7% (F=579.84, p<.001) in the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wareness of the standard precaution strategy program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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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자, 조류인 루엔자의 인체감염, 메르스 등의 고 험

감염병의 지속 유행 발생은 국가차원의감염 리 정책

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다[2].

의료 련감염(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HAI)

은 기존 병원감염 는 원내감염의 확 된 개념으로 의

료시설에 재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와 련되

어 발생하는 감염까지 포 으로 포함하는모든 감염을

의미한다[3]. 과거에비해 외국과의 인 , 물 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해외 유입 감염성 질환은 지속 증가 의

료행 와 연 된 다양한 경로의 감염성 험에 노출되면

서 의료 련감염은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4]. 한

노령인구 증으로 만성질환자가 늘고 각종항생제에

한 내성균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 련감염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침습 의료처치의 보편화로

인해 감염에 노출된 험이 커 의료 련감염의 방이

더욱 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5].

2015년 국내 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후 의료

기 의 감염 방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국내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 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근거 심의 의료

련감염 방을 한 기본 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 다[4]. 2017년 개정된 의료 련감염 표

방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 의 감염 리체계 로

그램, 감염 방 일반지침의 무균술, 손 생, 감염 방을

한 주사실무, 표 주의 경로별 격리지침과 환

경 리, 삽입기구 련 감염을 포함하 고, 의료기 의

다제내성균 감염 방지침을 개정하 다[4].

표 주의(standard precaution)는 의료기 내에서 환

자를 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기

본 인 지침으로 환자의 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

상된 피부와 막을 다룰 때 표 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

료하여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며 환자의안 을 도모해

야 한다[6]. 일선 장에서 의료기 종사자들 의료

련감염성 질환의 노출은 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결핵, 바이러스 간염 등의 감염성질환으로 환자와

하게 의 빈도가 높고, 액을 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7]. 한 간호 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시 간호

사에 비해 병원에서 부딪히는 다양한실무환경에 문성

과 경험이 부족하여 감염성의 험이 높은 실정이다. 따

라서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시에 배우고익힌 의료 련

감염 방 교육은 향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

으므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실제 인 표 주의지침

이행습 은 매우 요하다[8].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 실

무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공업무의 자질을 익히며 다양

한 계 환경을 경험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는 계기의 임 워먼트가 필요하다[9].

임 워먼트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단 즉, 자기효

능감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0]. 오늘날 간호

교육 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 으로 성취할 수 있

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간호사의 기본 인 자질로

써 임 워먼트가 요구되어진다. 간호교육에서의 임 워

먼트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학업에 한 역량을 강화

해 나가도록 돕는다[11].

최근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수행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3주기 한국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도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안 리 역이 강화되고 있다

[12].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 이수의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실습지에서 환자 면담, 활력징후 등 기

본 인 술기와 재를 수행하면서 환자와 빈번하고

하게 하고 있다[12].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 학생

은 임상실습 동안 의료 련감염 노출경험이 23.1-88%

으며, 15.8-58%가 날카로운 물품 주사침 자상을 경험

하 고, 액, 체액이 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된 경험이 18.5-72.6%로 나타났다[8,14-16]. 임상실습 동

안 간호 학생은 환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각종

감염의 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동일한

수 의 의료 련감염 리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 표

주의지침 수행에 한 역량을 가져야 하며[17], 임상실

습 감염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한다. 의료 련감염

리 확산을 방하기 해 표 주의지침 수행이 요시

되고 있는 시 에서 추후 감염 리의 실천의 주체가

될 간호 학생은 의료 련감염 리 요성[18]에 해

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 까지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의 간호

학생의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 지식도[8,19], 안

환경[16], 인지도 수행도[8,14-16,20]등이었고, 국외에

서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표 주의지침에 한 교육

로그램 제공의 연구가 이루어졌다[21]. 그러나 간호

학생들의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 지침 수행에 한

향 요인에 한연구결과는 일 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 워먼트와 최근 개정된 의료 련 감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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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의에 한 인지도와 수행도를 악함으로써, 간호

학생에 맞는 의료 련감염 리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임 워먼

트, 의료 련감염 리에 한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도의 계를 악하고 이들 요인이의료 련감염

리에 한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향을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료수집

본 연구는 남지역의 2개 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여

연구에참여하고자 서면동의한자를 선정기 으로 하여,

총 168명을 편의 표출하 다. 본 연구에 필요한 상자

수는G-power 3.1.9 program을사용하여 정 표본수를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α) .05, 간 효

과크기(f2) .15, 검증력(1-β) .90, 측요인 10개로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 을 때, 총 147명이 필요하 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응

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68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자는 정

수 으로 충족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18일부터 2018년 6월 22

일까지 다. 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 , 익명성의

보장, 자발 인 연구 참여의 동의 거부 권리를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

문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었고, 완성한 설문지는 바로 회수용 투에 넣은

후 된 상태로 수거함에 넣도록 하 다. 설문조사를

끝낸 간호학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제공하 다.

2.3 연 도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응답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 특성, 임

워먼트,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인지도,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한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일반 특성의 문항은 ‘성별, 연령, 학년, 간호

학과 지원동기, 성격, 공만족도, 희망취업’이다.

2.3.1 워 트

임 워먼트의 측정도구는 Spreizer[22]가 개발하고

Ku[23]이 번안한 심리 임 워먼트 도구를 이용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총 4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미성 4문항, 역량 5문항, 자기 결정력 4문항, 향력 5

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문항은 Likert 4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그 지 않은 편이다’ 2 , ‘어느 정

도 그 다’ 3 , ‘매우 그 다’ 4 으로 측정되었다. 임

워먼트 측정도구의 수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가 높음

을 의미한다. Ku[2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3이다.

2.3.2 료 련감염 리 표 주 지침 지도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인지도 측정도구는

2007년 개정한미국 CDC의 표 주의지침을 Jeong[24]이

번안한 내용을 Hong, Kwon과 Park[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총 36문항의 8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손 생 역은 10문항, 개

인보호구 역은 9문항, 호흡기 에티켓 역은 3문항, 치

료 기구 물품 역은 2문항, 안 한 주사행 역은

5문항, 환경 리 역은 2문항, 린넨 역은 2문항 직원

안 역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요하지 않다’ 1 에서 ‘ 요하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 요하다’ 4 , ‘매우 요하다’ 5 으

로 측정되었다. 표 주의지침 인지도 측정도구의 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Kwon과

Park[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95, 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98이다.

2.3.3 료 련감염 리 표 주 지침 수행도

의료 련감염 리 수행도 측정도구는 표 주의지침

인지도 측정도구와 동일한 문항의 Likert 5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 수행하지 않는다’ 1 에서 ‘거의수행하

지 않는다’ 2 , ‘가끔수행한다’ 3 , ‘자주 수행한다’ 4 ,

‘항상 수행한다’ 5 으로 측정되었다. 표 주의지침 수행

도 측정도구의 수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Hong, Kwon과 Park[2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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ɑ=.99이다.

2.4 료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0.0 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 분석을 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

성, 임 워먼트,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

성에 따른 임 워먼트,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도

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셋째, 임 워먼트, 표 주의지

침 인지도와 수행도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표 주

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향요인은 단계 다 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확보는

Cronbach’s 신뢰도 계수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은 여자가 153명

(91.1%), 남자는 15명(8.9%)이었고, 24세 이상이 39명

(23.2%), 21세 이하가 61명(36.3%)로 나타났다. 2학년이

83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63명(37.5%), 4

학년이 22명(13.1%)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보면 성과 취미는 32명(19%), 졸업 후 취업이 103명

(61.3%),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가 24명(14.3%), 기타 9

명(5.4%)의 순으로 응답하 다. 성격은 정 인 성격이

118명(7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만족도는 보통으

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6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만

족한다는 응답이 60명(35.7%),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22

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취업은 학병원이 48

명(28.6%), 소병원 91명(54.2%), 보건소 20명(11.9%),

기타 산업장 등 9명(5.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8)

3.2 대상  워 트, 표 주 지침 지도 

 수행도  정도

상자의 임 워먼트의 평균 수는 3.05±0.44 (범

1-4)이 으며,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인지도

평균 수는 4.43±0.64 (범 1-5)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수행도는 4.44±0.69 (범

1-5)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Empowerment,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N=1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5(8.9)

Female 153(91.1)

Age(yr) ≦21 61(36.3)

22.94±3.79 22 30(17.9)

23 38(22.6)

≧24 39(23.2)

Academic year 2rd year 83(49.4)

3rd year 63(37.5)

4rd year 22(13.1)

Reason of application
Thinking of aptitude and

hobbies
32(19.0)

Employment after

graduation
103(61.3)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24(14.3)

etc. 9(5.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very positive 26(15.5)

moderately positive 118(70.2)

very negative 4(2.4)

moderately negative 20(11.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22(13.1)

Moderate 86(51.2)

Satisfied 60(35.7)

Desired career Tertiary hospital 48(28.6)

General hospital 91(54.2)

Health center 20(11.9)

etc. 9(5.4)

Variables M±SD

Empowerment 3.05±0.44

Awareness 4.43±0.64

Hand hygiene 4.34±0.62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45±0.69

Respiratory etiquette 4.50±0.72

Patient care equipment 4.40±0.79

Safe injection practices 4.48±0.67

Care of the environment 4.53±0.68

Linen 4.47±0.77

Worker safety 4.45±0.72

Performance 4.44±0.69

Hand hygiene 4.43±0.70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43±0.71

Respiratory etiquette 4.45±0.75

Patient care equipment 4.4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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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  적 특 에 따  표 주 지침 

수행도  차

일반 특성에 따른 표 주의지침 수행도는 연령

(F=4.06, p<.001)에서 Scheffe 검증결과 22세(4.67±0.52)

는 21세 이하(4.22±0.77)보다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년(F=4.39, p<.05)에서 Scheffe 검증결과 4학년

(4.84±0.32)은 3학년(4.35±0.68)과 2학년(4.41±0.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of performance on standard 

precaution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Scheffe

Gender
Male 4.24±0.89 -0.944

(.359)Female 4.46±0.67

Age(yr)

≦21 4.22±0.77b
4.06

(.008)

a>b

22 4.67±0.52a

23 4.44±0.62

≧24 4.61±0.67

Academic year

2rd year 4.41±0.74a 4.392

(.014)

c>a,b

3rd year 4.35±0.68b

4rd year 4.84±0.32c

Reason of

application

Thinking of aptitude

and hobbies
4.58±0.61

1.415

(.240)

Employment after

graduation
4.35±0.72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4.57±0.69

etc. 4.59±0.59

personality

characteristics

very positive 4.33±0.67

0.587

(.624)

moderately positive 4.48±0.67

very negative 4.50±0.98

moderately negative 4.32±0.7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4.63±0.62
2.773

(.065)
Moderate 4.32±0.74

Satisfied 4.54±0.62

Desired career

Tertiary hospital 4.49±0.65

0.221

(.882)

General hospital 4.35±0.75

Health center 4.40±0.69

etc. 4.43±0.71

*p<.05, **p<.01, ***p<.001

3.4 대상  워 트, 표 주 지침 지도 

 수행도  상 계

상자의표 주의지침인지도는수행도(r=.88, p<.001),

임 워먼트((r=.21, p<.0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상 계가 있었으며, 상자의 임 워먼트는 표 주

의지침 수행도(r=.17, p<.05)와 유의한 양(+)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학생의 의료 련감

염 리 표 주의지침 인지도가 높을수록 표 주의지침

수행도가 높았으며, 임 워먼트가 높을수록 의료 련감

염 리 표 주의지침 인지도와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powerment,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N=168)

Variables
Empowerment Awareness Performance

r(p) r(p) r(p)

Empowerment 1

Awareness .21(<.001) 1

Performance .17(<.05) .88(<.001) 1

3.4 표 주 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향

상자의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임 워먼트, 표

주의지침 인지도 일반 특성의 연령, 학년을 가변수

처리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참고). 다 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한계는

1.0으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IF)는 1.0으로 10을 넘지않아서 다 공선성 문제를 배

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한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는 1.78로 2에 가까워서

자기 상 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표 주의지침 인

지도(β=.88, p<.001)가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77.7%

다(F=579.84,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N=16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19 0.17 1.10 0.27

Awareness 0.95 0.04 .88 24.08 .001

Durbin-Waston =1.78, F=579.84, p<.001, Adjusted R2= .777

*p<.05, **p<.01

Safe injection practices 4.48±0.68

Care of the environment 4.46±0.75

Linen 4.43±0.78

Worker safety 4.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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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 워먼트와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에 한

인식도, 수행도를 조사하여 상 계와 표 주의지침 수

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다.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수는 병원의 환자 보호자, 모든

직원,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의 안 을 해 매우 요

한 부분이다. 한 간호 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계 실무경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 창의 인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의 임 워먼트가 필요

하다[9].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표 주

의지침에 한 수행도는 5 만 에 4.44 으로 측정되

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Hong, Kwon과

Park[20]의 연구에서는 평균 4.26 , Oh, Mun과 Oh[15]

의 연구결과 수행도는 4.34 , Seo와 Jung[14]의 연구결

과 4.34 , Lee, Park과 Jo[8]의 연구결과 수행도는 4.45

, Kim과 Kim[19]은 4.30 , Cha et al[16]은 3.79 으로

본 연구결과 유사하거나 높은 결과를 보 다. 한 상

자를 달리한 의료종사자[25]의 표 주의지침 수행도는

4.51 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표 주

의지침 수행도의 하 역에서 안 한 주사행 4.48 ,

치료기구 물품 4.47 , 환경 리 4.46 으로높게 나타

났으며, 손 생 4.43 , 개인보호구 4.43 , 린넨 리 4.43

으로 낮게 나타났다. Hong, Kwon과 Park[20]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 역은 직원안

4.61 , 안 한 주사행 4.50 , 치료기구 물품 4.41

으로 높게나타났으며, 손 생 4.15 , 개인보호구 4.03 ,

환경 리 3.91 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수행

도가 높은 역은 린넨 리와 직원안 이었고, 개인보호

구와 안 한 주사행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6]. 의료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25]에서도 안 한

주사행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 생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손 생은

의료 련감염을 방하기 한 가장 요한행 이며 비

용 효과 인 면으로 알려져 있다[26]. 국내 의료기 의

의료 련감염 리 실태조사에 따르면[27] 의료기 인

증평가에서 손 생 규정 유무, 규정에 따른 손 생 수행

등의 손 생 증진 활동에 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손 생 증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상된 손

생 수행률과는 조 으로 손 생 역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무 장에서 손 생은 단순 시 생략하고 체

액 노출 험 후 손 생을 철 히 하는 것으로[8,20] 의료

종사자나 간호 학생에서 한 손 생의 수행도를 높

이기 한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해 학교에서는 표 주의지

침 수행도의 하 역인 손 생, 개인보호구의 미흡한

역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실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병원에서는 직

원안 을 한 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

행정 인 뒷받침이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임 워먼트의 평균은 4

만 3.20 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

워먼트와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에 한 연

구가 없어 직 비교는 어렵지만, 상자를 달리한 환

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28] 임 워먼트는

2.76 , 의료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25] 2.99

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임

상실습을 통해 의료 련감염 리를 수하고 비간호

사로서 간호수행시 간호업무의 요성 수행능력을 높

이기 한 임 워먼트를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표 주의지침 인지도는 평

균은 5 만 4.43 으로측정되었다. 이는동일한도

구를 사용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Hong, Kwon과

Park[20]의 연구에서 4.50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Seo와 Jung[14]의 연구에서는 4.63 , 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병원간호사를 상으로한 연구[29]에서도 4.48

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간호 학생과 간호

사에 따른 표 주의지침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표 주의지침 인지도의

하 역에서 환경 리 4.53 , 안 한 주사행 4.48 ,

린넨 4.47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기구 물품 4.40,

호흡기 에티켓 4.40 , 손 생 4.34 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8]에서 환경 리, 손

생, 개인보호구, 린넨 역이 낮게 나왔으며, Hong,

Kwon과 Park[20]의 연구에서는 표 주의지침 인지도 하

역에서 환경 리, 손 생, 개인보호구가 낮게 나타났

으며, Jeong, Kim과 Lee[27]의 연구에서는 손 생, 환경

리, 린넨이 낮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손 생에 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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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상 장에서 손 생을 실시해야 하는시 에 한

경험이 부족하여 인지도가 하된 것으로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항목 핵심기본

간호술을 평가함에 있어, 실습실 실습 교과목 뿐 아니라

개방 실습 시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 로토콜의 첫

부분이 ‘물과 비 로 손 생을 실시한다’의 손씻기를 습

으로 상기하면서 동 상이나 시뮬 이션교육을 통

한 체계 이고 강화된 반복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임 워먼트와 표 주의지

침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별 차이

를 보이는 것은 2학년의 경우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아직 개념이 잡히지않은 상태에서 실습에임하 고, 4학

년의 경우 교과목별 임상실습을 1000시간 이수하면서 병

원환경을 악하고 표 주의 수행도가 높은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3학년이

4학년보다 수행도가 높게 나타나[16]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 다.

상자의 임 워먼트와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

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수행도와 임 워

먼트 간의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

워먼트는 수행도와 양의 상 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8,15,16]와 일치하 다. 한 의료종사자를 상으로 한

Jung[25]의 연구에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

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표 주의지침 인

지도는 수행도와 임 워먼트 간의 양의상 계를 나타

냄으로써 표 주의지침 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하 역

들을 심으로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해 표 주의지침 수행도를 종속변수로 한 단계

회귀분석 결과 인지도가 향을 미치는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8,15]와 상자를 달리

한 의료종사자를 상으로 한 Jung[25]의 연구에서도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인지도가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본 연구결과 일치하 다. 이는 의료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를 방하기 한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의 원칙을 수 해외 유입 신종감염

병에 한 격리 원칙, 경로와 방을 한 표 주의

지침 인지도는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매우 요하다

[30].

이상의 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의료 련감염 리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주의지침 인지도로

확인되었으므로 지속 인 감염 리 교육을 통해 표 주

의지침에 한 인지도를 높여 궁극 으로 표 주의지침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임 워먼

트와 의료 련감염 리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도의

계를 악하고 이들의 요인이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임 워먼

트는 3.05 , 표 주의지침 인지도 4.43 , 표 주의지침

수행도 평균 수는 4.44 으로 나타났다. 표 주의지침

인지도는 임 워먼트와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표 주의지침 수행도는 임 워먼트와 인지도는 양(+)의

상 계가 있었다.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인지도 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77.7% 다.

간호 학생의 임 워먼트와 의료 련감염 리 표 주

의지침 인지도 수행도의 증진이 임상실습과 실습실

실습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표 주의지침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표 주의지침 인지도로 확인되었으나 다양한

변수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 주의

지침 수행도가 낮았던 역을 심으로 실무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극 으로 활

용하고 임상실습 감염 리 교육이 필수 으로 이루어

져 표 주의지침 인지도 수행도의 증진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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