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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는 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간호사에서 가장 

흔한 직무 관련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교대근무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아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교대근무 중 발생하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통합적으로 원인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을 기반으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와 복합적 요인인 전상태(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 중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위험요인과 예방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전상태의 

각 요인들과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관계에서 감염예방행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S 지역 소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 

258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횡단적,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Stata 14.0, PROCESS macro 3.4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중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 PROCESS macro 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등으로 

분석하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평균 

1.3 회/연이었고, 대상자의 33.8%에서 1 회 이상의 혈액과 체액 노출을 

경험하였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평균 3.230.49 점이었다. 연령은 

평균 29.454.74 세, 근무기간은 평균 5.881.62 년, 한달 밤근무 개수는 

평균 5.774.68 일이었다. 수면장애는 평균 11.506.08 점, 피로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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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24 점, 직무스트레스는 49.6211.15 점, 병원안전문화는 3.16 

0.40 점이었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F=26.700, p<.001), 병원안전문화 (F=16.400, 

p<.001), 직무스트레스(F=12.942, p<.001), 수면장애 (F=6.098, p=.003), 

피로(F=5.985, p=.003)가 혈액과 체액 비노출군과 낮은 빈도 

노출군(n=1, 2), 높은 빈도 노출군(n≥3)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수면 장애가 있으면(B=0.644, p=.037)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병원안전문화가 높을수록(B=3.192, p=.026),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를 많이 할수록(B=2.542, p=.007)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혈액매개 감염 예방 

행위는 혈액과 체액 노출 빈도와 직무스트레스/병원안전문화간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면장애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위험요인이었고, 병원안전문화와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예방요인 

이었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직무스트레스/병원안전문화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을 

개선하고, 병원안전문화와 직무스트레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개선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교대근무 간호사, 혈액과 체액 노출, 감염관리, 수면, 조직문화, 

직무스트레스 

학  번: 2017-3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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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직무관련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김옥선 et al., 2010; 전경자, 2009; Gershon et 

al., 2007). 미국에서는 매년 384,325 건의 주사침 자상이 발생하고 

(Perry, Parker, & Jagger, 2009), 국내에서도 연간 42,143 

~110,807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정재심, 2013).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는 건수는 환자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간호사 

직종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재심, 2013).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빈도는 의사와 의료 기사에 비해 10 배 

이상이며(Motaarefi, Mahmoudi, Mohammadi, & Hasanpour-Dehkordi, 

2016), 간호사의 43.8%가 혈액과 체액에 연간 1 회 이상 노출을 

경험하였다(류재금 & 최스미, 2018). 혈액과 체액에 노출 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B 형간염, C 형간염, HIV 감염, 매독 등 

혈액매개질환에 이환 될 수 있고(Wilburn, 2004). 간염으로 이환 되면 

전구증상으로 피로가 나타난다(Miranda-Pettersen et al., 2015).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병원 종사자들은 노출로 인한 감염을 염려하며 높은 

불안도를 보인다(Wicker et al., 2014). 또한 혈액과 체액 노출 후 C 형 

간염에 감염된 병원 직원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 불안, 

그리고 체중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7). 혈액과 

체액 노출 위험의 증가는 간호사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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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도 교차 감염 위험의 증가로 위협이 될 수 있다(Alemayehu, 

Worku, & Assefa, 2016).  

환자에게 연속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교대근무는 

필수적이다(백지현 & 최스미, 2017). 교대근무하는 여성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발생 위험은 상근 근무 간호사에 비해서 3.15 배 

높았다(Verma, Kishore, & Gusain, 2018).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을 

깨어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변화를 초래하고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ri et al., 2016). 교대근무 

간호사에서 수면개시, 수면시간, 불면증 발생, 수면박탈, 주간 졸음, 

코골이 등이 흔히 발생하고(이정탁, 이경종, 박재범, 이규원, & 장규엽, 

2007), 간호사의 수면 부족은 피로와 주간 졸음에 영향을 주어 투약 

오류와 주사침 상해를 포함만 안전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Chaiard, Deeluea, Suksatit, Songkham, & Inta, 2018).  또한 

교대근무 간호사에서 피로는 혈액과 체액 노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피로는 주당 근무 시간과 한달 밤근무 개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kbari, Ghasemi, Akbari, & Adibzadeh, 2018). 교대근무 

간호사는 중간 이상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수면의 질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n, Liao, Chen, 

& Fan, 2014).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Kim et al., 2006), 직무스트레스를 낮춤으로서 혈액과 

체액 노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ttorre, 2016).  

이와 같이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는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Gershon 등(2007)은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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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복합적으로 혈액과 체액 노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개인요인은 연령(류재금 & 최스미, 2018; Chaiard et 

al., 2018; Khanzode, Maiti, & Ray, 2012), 근무경력(류재금 & 최스미, 

2018; Katsakiori, Sakellaropoulos, & Manatakis, 2009; Khanzode et al., 

2012), 수면장애(Kao, Spitzmueller, Cigularov, & Wu, 2016; Lo, Chiou, 

Huang, & Chien, 2016), 피로(Akbari et al., 2018; Chaiard et al., 2018; 

Fisman, Harris, Rubin, Sorock, & Mittleman, 2007) 등이 보고되었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직무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김환철 et al., 

2005; 류재금 & 최스미, 2018; d'Ettorre, 2016), 밤근무 개수(신은정 & 

박호란, 2006), 업무량과 업무의 복잡성(Katsakiori et al., 2009; Lo et al., 

2016) 등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요인은 혈액과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병원안전문화(Quan et al., 2015; Rozenbojm, Nichol, 

Spielmann, & Holness, 2015; Smith et al., 2009)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와 관련된 단편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Chaiard et al., 2018; E. Cho 

et al., 2013; Kao et al., 2016; Kasatpibal et al., 2016; Motaarefi et al., 

2016; Quan et al., 2015; Smith et al., 2009; Stimpfel, Brewer, & Kovner, 

2015).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여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을 모두 통합적으로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기존의 이론 기반 연구들은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 (주현정 & 이지현, 2015; Ko et al., 2011) 

감염예방행위(의도)의 결과로써 발생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영향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고원인의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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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tripod theory of accident causation)은 사고 발생의 즉각적 

원인으로 행위를 선정하고, 그 행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전상태(pre-condition)를 제시하고 있다(The Energy Institute, 2015). 

따라서 행위가 사건 발생의 즉각적 원인이며, 이 행위에 전상태가 

영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Turksema, Postma, 

& Haan, 2007)이 필요하다. 행위에 영향을 주는 전상태를 사고 발생의 

원인적 요인으로 제시된 개인요인, 직무요인, 그리고 조직요인(Gershon 

et al., 2007)으로 구성하여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다면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복합적 관련 요인을 밝힐 수 있고, 

행위의 전상태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 또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발생의 체계적 이론의 한 유형인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 복합적 요소들로 구성된 전상태와 혈액과 

체액 노출의 즉각적 원인인 행위가 사고 결과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전상태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관계에서 행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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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영향을 주는 

전상태를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으로 분류한 후 각 요인과 

예방행위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관계에서 예방행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와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 예방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 예방행위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과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간의 관계에서 예방행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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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교대근무 간호사 

교대근무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윤지영, 함옥경, 조인숙, & 임지영, 2012). 국내 

병원간호사의 근무형태는 5 가지 유형으로 3 교대, 2 교대, 상근직 낮번, 

낮번과 초번 교대, 낮번과 당직이며(병원간호사회, 2017),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는 최근 1 년 이내에 3 교대와 2 교대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2)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는 환자의 오염된 혈액이 점막이나 상처에 

접촉되거나, 주사바늘 또는 환자에게 사용한 각종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는 사고를 의미한다(정미현, 2015; 주현정 & 이지현, 2015; Perry et 

al., 2009). 본 연구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는 최정실과 

김금순(2009)의 혈액매개 감염 노출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혈액과 체액 노출사고 경험과 빈도로, 지난 1 년 간 근무 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칼날에 손상을 당하거나 환자의 혈액이 눈, 입, 상처가 

있는 피부에 묻은 경험과 빈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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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혈액매개 감염사고 노출과 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행위를 말한다(최정실 & 김금순, 2009). 본 연구에서는 

최정실과 김금순(2009)의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수면장애 

수면장애란 수면 개시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과도하게 졸리거나 

수면 관련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Cormier, 1990),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에 있는 것을 말한다(Zhu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는 Morin (1993)이 개발하고 조용원 

(2004)이 번역한 불면증 중증도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를 

이용하여 주관적인 수면장애 정도를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고, 점수가 15 점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Morin, Belleville, Bélanger, & Iv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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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 

피로는 주관적으로 고단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생체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Krupp et al., 1995; 

Krupp, LaRocca, Muir-Nash, & Steinberg, 1989). 본 연구에서 피로는 

Krupp 등(1989)이 개발하고 정규인과 송찬희(2001)가 번역한 한 피로 

중증도 척도(Fatigue Severity Scale, FSS)를 이용하여 측정한 총점의 

평균값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심한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4 점 이상이면 피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Rosti-

Otajärvi, Hämäläinen, Wiksten, Hakkarainen, & Ruutiainen, 2017).  

 

6)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와 관련된 상황과 그에 대해 개인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동반한 심리적 평형상태의 변화를 말한다(신미경 & 

강현임, 2011; Moracco & McFadden, 1982).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26 문항(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26, 

KOSS-26)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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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원안전문화 

병원안전문화는 병원종사자들이 공유하는 근무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 인지를 의미한다(Zohar, 1980). 본 연구에서 병원안전문화는 

병원의 혈액과 체액 노출에 대한 안전문화를 측정하는 도구인 Gershon 

등(2000)의 병원안전문화 척도(Hospital Safety Climate Scale , HSCS)로 

측정한 점수로 개인보호와 안전장치, 관리지원, 업무, 피드백/훈련, 

청결/정리정돈, 갈등/의사소통의 6 가지 영역에서의 평균값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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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교대근무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병원종사자들은 업무 중 각종 감염성 

미생물에 노출된다. 혈액매개 감염원은 B 형 간염바이러스, C 형 간염 

바이러스,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로 혈액매개 감염원 노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Wilburn, 2004).  

병원종사자들은 혈액과 체액에 흔히 노출되어(김옥선 et al., 2010), 

미국에서는 매년 384,325 건의 주사침 자상이 발생하고(Lee, Botteman, 

& Nicklasson, 2005),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혈액과 체액 

노출 감시체계인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EPINet)에서는 2007 년 EPINet 보고서에서 100 병상당 평균 

27.97 건의 경피적 손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Perry et al., 2009). 

국내에서도 연간 42,143 ~ 110,807 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되었고 

(정재심, 2013), 국내 주사침손상감시체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00 

병상 당 평균 연간 8.98 건의 주사침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재심, 2012). 

업무 중 혈액과 체액의 노출은 환자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간호사 

직종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한다(정재심, 2013; Lee et al., 2005).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53.3~64.5%에서 업무 수행 중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다고 하였다(김환철 et al., 2005; 최정실 & 김금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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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사자는 다양한 경로로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는데, 보통 

경피적 손상, 점막노출, 손상된 피부에 노출로 구분된다(Mangione, 

Gerberding, & Cummings, 199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운영하는 병원종사자 

감시체계(the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for Healthcare Workers; 

NaSH)의 2007 년 보고서에 의하면 주사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베이는 경피적 손상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외에 코, 

눈, 입 등의 점막에 혈액이 튀어 점막에 노출되는 경우가 14%, 손상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3%, 환자에게 물리는 경우가 1%였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혈액과 체액에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일단 노출이 발생하고 나면 실제 감염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염예방처치(post-exposure prophylaxis; PEP)를 제공하여야 

한다(류재금 et al., 2018). 미국의 CDC 에서는 노출된 혈액매개 감염원 

에 따른 감염예방처치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B 형 간염 바이러스 

에 감염된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된 직후에 항체 검사로 의료종사자의 

감수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하고, HIV 에 

노출된 경우 감염 위험 정도를 분석한 후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최소한 

4 주 동안 투여하도록 하고, C 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는 효과 

적인 감염예방조치가 없어서 감염이 생기는지를 6 개월까지 추적하고 

조기 진단이 필요한 경우 HCV ribonucleic acid (RNA) 검사를 노출 

4~6 주에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Kuha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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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또는 체액 노출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노출된 

바이러스에 따라서 B 형 간염 바이러스는 37~62%, C 형 간염 바이러스 

는 1.8%, HIV 는 0.3% 에서 혈청 양성 전환이 발생한다 

(한국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Wilburn, 2004). 영국의 직무 중 HCV 

노출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후 2.2%의 HCV 혈청 

양성율을 보였다(Tomkins et al., 2012).  국내 100 병상 이상의 21 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주사침 손상 노출 사례 연구에서 HCV 노출 후 

HCV 양성 전환 1 건(0.2%)이 보고되었다(정재심, 2014).  

그러나 병원종사자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후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국외의 경우 45 ~ 70% (Mangione et al., 1991; Schmid, Schwager, & 

Drexler, 2007), 국내의 경우 69.4 ~ 79.3% (김옥선, 2003; 김옥선 et al., 

2010)로 보고되었다. 혈액 노출 후 보고하지 않는 사유로는 노출된 

혈액이나 체액에 감염균이 없어서(45%), 보고하기가 귀찮아서(19%), 

보고 방법을 몰라서(9%), 관리자에게 보고하기가 곤란하여(4%) 

순이었다(김옥선 et al., 2010). 혈액 체액 노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보다는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전향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또한 피로는 B 형 간염과 C 형 간염에서 

가장 흔한 비특이적 전신 증상으로(Miranda-Pettersen et al., 2015), 

혈액과 체액 노출을 대부분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되지 않는 간염 

감염을 발견하게 되는 증상이 될 수 있다. 

Harrington (2001)은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을 변화시켜 피로가 

가중되고 연장 근무는 피로를 누적하게 하여 직무관련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timpfel 등(2015)은 신규간호사의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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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근무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연장 근무가 주사침 상해 

발생위험을 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은정과 박호란 

(2006)은 임상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위험요인 조사연구에서 25 세 

미만 연령, 15 개월 미만 근무경력 그리고 한달 밤근무 개수가 혈액과 

체액 노출군과 비노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2.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감염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최정실 & 김금순, 2009). 첫째는 

혈액매개 감염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지침을 

준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처치나 검사나 추후 

조사로 감염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김옥선, 

2003; 최정실 & 김금순, 2009; Bhargava et al., 2013).  

Bhargava 등(2013)은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로 5 가지 항목을 

들었으며 그 내용은 needle cutter 사용, 시술 전 장갑 착용, HBV 

예방접종, recapping 금지, 노출 사고 보고 등 이다. 최정실과 김금순 

(2009)은 혈액매개 감염 예방 행위로 11 가지 항목을 들었으며 그 

내용은 표준주의 지침 준수, 안전한 주사바늘 사용, 노출 사고 후 처치 

등 이었다.  Wilburn (2004)은 혈액과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조직수준에서의 정책과 행위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무침 시스템 

(needleless system) 도입, 안전주사기구 사용, 직원교육, recapping 

금지, 주사침통 접근성, 안전에 대한 조직몰입 등 이었다. Gabr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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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4 가지 영역의 감염 예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위험 

사정, 정책과 절차, 노출 후 보고, 안전 기구 도입 등이었다.   

감염 노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행위는 의료종사자 자신들이 

감염원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환자의 혈액이 튀거나 묻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마스크, 가운, 장갑 등 적절한 보호용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표준주의를 준수하는 것이다(류재금 et al., 2018; 

Siegel, Rhinehart, Jackson, & Chiarello, 2007). 그러나 많은 의료행위 

시 병원종사자들은 표준주의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김남이 & 

정선영, 2016; Ahsan et al., 2016). 노출 사고 발생 전 잘 지켜지지 않는 

감염예방행위로는 주사기와 주사침통 사용과 관련한 것으로 주사바늘을 

주사침통에 버리지 않거나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고, 주사기의 

뚜껑을 씌워버리고, 주사침통은 가득 찰 때까지 사용하거나 병실이나 

환자 옆에 주사바늘을 그냥 두고 오는 등 주로 환자의 채혈이나 

정맥주사와 같이 침습적인 처치를 수행 시 이루어지는 행위들로 

보고되고 있다(김옥선, 2003). Bhargava 등(2013)의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사침 관련 지식, 태도, 수행 간의 상관관계 조사연구에서 

직종간 주사침 예방행위 수행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간호사와 의료 

기사가 의사에 비해서 예방행위 점수가 높았으며 예방행위 점수가 높은 

그룹에서 주사침 상해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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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장애와 피로 

1) 수면장애 

수면은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수면 중 다양하고 복잡한 신경 

신호의 전달과정을 거쳐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Siegel, 

2005).  수면장애는 수면 개시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과도하게 

졸리거나 수면 관련 기능장애가 있는 것이다(Cormier, 1990; Zhu et al., 

2017). 수면장애 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에 

있다(Riley, 1985).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통상적 

수면시간대에 수면하지 못함으로써 생체 리듬이 혼란스럽게 되어 수면 

장애, 피로, 우울 및 소화기 장애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불안정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교대근무 부적응 증후군(shift 

maladaptation syndrome)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김현숙, 최경숙, 

엄미란, & 주은정, 20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 간호사는 

비교대근무 간호사보다 잠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다시 잠들기 

어려움, 깊은 잠을 자지 못함, 주간 졸림 증가, 수면 도중에 깨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남, 양혜경, 김현리, & 조영채, 

2007; 신승화 & 김수현, 2014; Garde, Hansen, & Hansen, 2009). 낮은 

수면의 질은 더 많은 피곤함을 느끼게 하여 스트레스 회복력을 

감소시키고 정신적 장애에 취약하게 하고(Edéll‐Gustafsson, Kritz, & 

Bogren, 2002), 이로 인해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Li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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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에 따른 낮은 질의 수면은 간호사 개인의 삶을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정유진 & 강승완, 2017). 

근무 중 졸음에 의해 실수가 발생하고 간호 직무 수행 능력을 감소시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간호의 질이 저하된다(이광성, 

권인선, & 조영채, 2011; Suzuki et al., 2004). 교대근무는 불규칙한 수면 

양상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면 부족은 휴식을 

취하더라도 그 여파가 2-3일 지속되므로 간호사의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백지현 & 최스미, 2017).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Chaiard 등(2018)은 주간졸음과 피로가 있으면 4배 이상의 주사침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Suzuki 등(2004)은 교대근무 

간호사에서 비교대간호사에 비해 2배 이상의 주사침 상해를 포함한 

직무관련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피로 

피로는 주관적으로 고단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생체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다(Schwartz, Jandorf, & Krupp, 

1993). 피로는 주관적으로 고단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의미하며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상생활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경고 증상으로 간주된다(문정은, 2015; 

최의순 & 송민선, 2003). 피로는 기진맥진, 지침, 억눌림, 무력, 불균형, 

고갈 등의 속성을 가지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담에 의한 생체의 반응으로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일의 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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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퇴한 상태이다(고효정 et al., 2004; 최의순 & 송민선, 2003).  

간호는 신체적 노동과 정신적 감정 노동의 특성을 지니며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스스로 

지각하는 피로가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문인오 & 이윤주, 2015).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 요인으로 불규칙한 근무, 야간 근무, 인간관계 

문제, 부담감(고효정 et al., 2004), 보수 불만족, 부족한 수면(문인오 & 

이윤주, 2015)과 높은 업무 요구도, 낮은 업무 자율성(소희영, 윤현숙, & 

조영채, 2008) 등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낮은 수면의 

질은 간호사들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소이다(소희영 et al., 

2008; Chaiard et al., 2018; Fang, Kunaviktikul, Olson, Chontawan, & 

Kaewthummanukul, 2008).  

교대근무 간호사와 비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를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가 비교대근무 간호사보다 더 많은 피로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의 집중 곤란, 졸리고 나른함, 신체 자각 증상을 

유의하게 많이 호소하였다(박영남 et al., 2007; 소희영 et al., 2008; 

Kunert, King, & Kolkhorst, 2007). 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과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바뀌어 생체주기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다(정유진 & 강승완, 2017). 인체는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반응하며 생체 주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피로를 보다 

많이 느끼게 된다(Åkerstedt, 2003; Kunert et al., 2007). 근무 와 근무 

사이 충분하게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무 후 발생한 급성 피로가 

만성 피로화 되어 간호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Fa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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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간호사의 33%~70%에서 피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재금 & 최스미, 2018; Surani, Hesselbacher, Guntupalli, 

Surani, & Subramanian, 2015). 피로로 인해 교대근무 간호사의 의욕이 

저하되고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어 판단력이 감소하면 투약 오류, 업무 

능력 저하, 사회적 문제, 직무 몰입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Åkerstedt, 2003; Kunert et al., 2007). 훈련중인 

병원종사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유발되어 

날카로운 기구에 손상될 위험성이 3배 이상이라고 보고되었다(Fisman 

et al., 2007). 또한 만성피로가 있는 교대근무 간호사에서 주사침 손상 

발생이 1.5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Lo et al., 2016).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피로가 높은 간호사에서 혈액과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2배 가량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류재금 & 최스미, 2018; 신은정 & 

박호란, 2006). 

 

4.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 상의 어떤 자극에 대한 종사자들의 

반응이자 상호작용으로 직무환경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염영희, 2011).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 

또는 욕구와 직무관련 환경요인들간의 부조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이 

보유한 직무환경에서의 요구가 상충할 때 또는 개인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직무환경이 부적합 할 때 발생한다(정명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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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stressor)은 직장에서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이종건 & 이중문, 

2009), 조직지원 요인과 역할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지원 요인은 

병원이 제공하는 복리후생, 대인관계, 경력개발에 관한 것이고, 역할 

요인은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개개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의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의 증가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부담을 

유발시킨다(장세진 et al., 2005). 한국적인 문화, 가치, 조직구조를 

반영하고 직무 관련한 공통적인 작업환경, 근로조건,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장세진, 

2007).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8 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Karasek 등(1998)의 직무 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는  직장환경에서 기인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그리고 직장의 

사회적 지지의 3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이광성 et al., 2011).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반응은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심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생리적 반응으로는 

두통, 피로, 위장관 질환, 상기도 감염, 현기증, 오심, 불면증, 긴장, 불안 

등이 있으며, 심리적 반응은 혼란, 집중력 장애, 신경과민 등이 

있다(Callaghan, Tak-Ying, & Wyatt, 2000). 신체적 반응에서는 

심계항진, 위장관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 등이 있으며(고경봉, 2002; 

김영실, 박재용, & 박상연, 2009), 사회심리적 반응은 간호 업무에 대한 

흥미 상실, 위축, 소외감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경봉,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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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간호사는 무계획적인 잦은 결근 등 업무에 태만해지고 

직무만족도 또한 저하되어 이직률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체적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직업으로 인한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Rambur, Palumbo, McIntosh, & Mongeon, 2003).  

이경희와 김지영(2011)은 피로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피로는 직무스트레스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순영 등(2012)의 연구에서 업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자율성과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고위험피로군에 속할 위험성이 증가하여 직무스트레스가 피로의 

독립적 영향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불안, 우울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et al., 2014).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업무 몰입을 저하시켜 안전행위를 덜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u et al., 2018). 김환철 등(2005)은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혈액과 체액 노출 위험을 2.57 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Ettorre (2016)의 간호사 대상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적용 전에 비해서 주사침 상해 발생이 감소하고 

주사침 상해 관리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며 임상현장에서 

전향적이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스트레스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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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안전문화 

조직문화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조직문화 중 근무자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는 안전문화이다(Gershon et al., 2000). 조직의 

안전문화는 기관에 소속된 개인들이 안전 행위를 적용하는데 영향을 

주고, 또한 동료들의 행위에도 영향을 주어 조직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조직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 이르게 한다(Khanzode et al., 

2012). 안전문화는 근무자들이 공유하는 근무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 인지(Zohar, 1980)로,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조직 안전 몰입에 

대한 인지가 작업장 안전 실무와 작업관련 사고 발생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Gershon et al., 2000). 점차 병원종사자에서 HIV 와 

같은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와 안전문화, 안전 실무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Smith et al., 2009).  

간호 업무는 광범위한 조직 및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업무수행 시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긍정적인 안전에 관련된 태도와 

적절한 기술, 자원 뿐만 아니라 지원 환경이 필요하다(Dejoy, Searcy, 

Murphy, & Gershon, 2000). 특히, 조직적인 특성으로 안전 환경은 병원 

경영진과 의료인의 태도와 가치의 인식에 영향을 받으므로 안전문화는 

의료인의 안전 행위의 예측 요인이며, 안전문화는 의료인이 혈액과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하는 데 선행 요소로 

보고되었다(Marília Duarte, Maria Helena Palucci, Miyeko, Fernanda 

Ludmilla Rossi, & Jair Lício Ferreira, 2015; Rozenboj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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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조직의 안전문화는 개인보호와 안전장치, 관리지원, 업무, 

피드백/훈련, 청결/정리정돈, 갈등/의사소통의 6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이 중 관리지원, 업무, 청결과 청결/정리정돈이 안전행위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고, 관리지원과 피드백/훈련이 주사침 상해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rshon et al., 2000). 다른 선행연구(Smith et 

al., 2009)에서는 관리지원과 피드백/훈련이 주사침 상해의 발생이 

관련이 있었으며 피드백/훈련과 의사소통이 주사침 상해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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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틀 

1.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tripod theory of accident causation)은 인적 

오류 이론가인 Reason 의 Swiss cheese model (Peltomaa, 2012; 

Reason, 1990)과 1980 년대 말에서 1990 년대 초 다국적 산학 

협동연구(Shell International, 네덜란드의 Leiden 대학교, 미국의 Victoria 

대학교와 Manchester 대학교) 결과에 기초한다(The Energy Institute, 

2015). Tripod 는 1990 년대초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적 평가 도구로 

개발되었고(Hudson, Reason, Bentley, & Primrose, 1994), 최근에는 

사고 발생 전 후 사건들의 연결고리와 그것들 중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장벽을 규명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The Energy 

Institute, 2015).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즉각적 원인, 전상태, 근본 원인 등 

사고 발생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을 연구 

모형의 근간으로 한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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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ipod theory of accident causation (Turksema et al., 

2007) 

 

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즉각적 원인은 

사고 발생 훨씬 전 조직에서 형성된 근본 원인의 영향으로 

발생한다(Gower-Jones & van der Graf, 1998). 본 이론은 Reason 의 

Swiss cheese model 의 위험이 기대하지 않는 결과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장벽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The 

Energy Institute, 2015). Reason (2000)은 스위스 치즈의 중간에 있는 

수 많은 구멍과 같은 장벽들이 현실 세계에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이 

순간적으로 일직선을 형성하면 위험요인에 의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장벽에 사고원인 삼각 경로(tripod 

causation path)가 영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하게 한다(The Energy 

Institute, 2015)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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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삼각 경로는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장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즉각적 원인, 전상태, 근본 원인의 세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Turksema et al., 2007). 사고발생의 즉각적 원인은 인간 

행동이다(Turksema et al., 2007). 해야 할 것을 잘못하거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The Energy Institute, 2015).              

Figure 2. Tripod causation path 

전상태는 이러한 인간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환경적, 

상황적, 정신적 상태이다(The Energy Institute, 2015). 근본 원인은 

전상태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근본 원인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수 있다(The 

Energy Institu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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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예측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후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고원인의 삼각 경로 중 

근본 원인은 보통 확인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요소이므로 본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사고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선정하였다. 

 Reason (1995)은 사고원인의 조직 모형(Organizational model of 

incident causation)에서 사고 발생과 보호 장벽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조직, 근무지, 개인 요인을 제시하였다. Reason (2004)은 오류 가능성의 

세 가지 버킷 모형(Three bucket model of error likelihood)에서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세가지 통(bucket)에 담긴 나쁜 

것의 양에 따른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세가지 버킷은 개인(self), 

상황(context), 직무(task)로, 개인은 지식부족, 피로, 부정적 인생 사건, 

경험부족, 날씨에 따른 기분 저하 등을 의미하고, 상황은 산만함, 방해, 

교대인계, 괴롭힘, 시간부족, 필요한 물품의 사용 불가함, 제공되지 않는 

장비 등을 말한다(J. Reason, 2004). Gershon 등(2007)은 직장 생활의 

질과 병원 관련 결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 of quality 

of work life and hospital-related outcomes)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과 

같은 병원 관련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특성, 근무환경, 

조직특성을 제시하였다. Khanzode 등(2012)은 직무 중 상해/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개인요소, 직무요소, 조직요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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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적오류이론은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세가지 요인으로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을 제시하였다(김성곤 & 류수영, 2017).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선행문헌(Gershon et al., 2007; Khanzode et al., 2012; 

Reason, 1995, 2004)이 제시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에 합성하여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작성하였다(Figure 3).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즉각적 원인과 전상태로 구분하여 이론적 기틀을 작성하였다. 

본 모형에서 반응변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로 설정하였다.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즉각적 원인은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로 설정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염예방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해야 할 것으로 하지 

않으면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한다(최정실 & 김금순, 2009).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즉각적 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전상태는 

개인요인, 직무 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요인은 

예방행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이다. 개인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연령(류재금 & 최스미, 2018; Chaiard et al., 2018; Khanzode et 

al., 2012), 근무경력(류재금 & 최스미, 2018; Katsakiori et al., 2009; 

Khanzode et al., 2012), 수면장애(Kao et al., 2016; Lo et al., 2016), 

피로(Fisman et al., 2007; Smith, Mihashi, Adachi, Nakashima, & 

Ishitake, 2006)로 설정하였다. 직무요인은 예방행위에 영향을 주는 직무 

요소이다. 직무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밤근무 개수(신은정 & 

박호란, 2006)와 직무스트레스(김환철 et al., 2005; 류재금 & 최스미, 

2018; d'Ettorre, 2016)로 설정하였다. 조직요인은 감염예방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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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요소이다. 조직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병원안전문화(Gershon et al., 2000; Quan et al., 2015; Rozenbojm et al., 

2015; Smith et al., 2009)로 설정하였다.  

본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3 과 같다. 각 

구성체, 개념, 변수, 측정 도구는 Figur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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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modified Tripod theory of accident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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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oretical substruction 

Note. ISI=Insomnia severity index; FSS=Fatigue severity scale; KOSS-26=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26; HSCS=Hospital safety climate scale; 

TMPBBD=Tools for measuring preventive behavior of blood-borne disease; TSBBFE=Tools for survey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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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예측 요인을 탐색하고,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예측 요인 간의 감염예방행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횡단적,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모 

연구1인 교대근무 간호사의 건강과 이직[Shift Work nurses’ Health and 

Turnover (SWNHT) study] 연구의 일부분이다.  

 

2. 연구 대상 

모 연구(SWNHT study)는 서울 시내 소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교대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신규간호사 294 명과 교대근무 중인 경력 

간호사 300 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병원은 

병원의 규모와 근무 환경, 환자의 중증도가 유사한 2 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여 병원간의 변이를 최소화하였다. 모 연구 대상자는 성별에 따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경험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이재영 & 박정숙, 

2017; Amira & Awobusuyi, 2014), 여성 간호사만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모 연구에서 모집된 경력 간호사(n=300)의 1 년 추적 

조사에 모집된 간호사로 휴직 중인 간호사는 휴직 기간으로 인해 지난 

                                           

1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이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7R1A2B2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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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간 근무 중 발생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의 자발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최근 1 년 간 교대근무를 한 여성 간호사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2) 제외 기준 

(1) 휴직 중인 간호사  

(2) 남자 간호사 

 

3) 대상자 수 

모 연구(SWNHT study)에서 모집된 경력 간호사(n=300)의 1 년 

추적 조사에 모집된 269 명(응답률 89.7%) 중 휴직 중인 

간호사(n=11)를 제외한 총 258 명이 본 연구의 선정, 제외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방법에 제안되는 표본크기 산출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가산 자료 분석의 기준 모델인 푸아송 회귀 

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 분석의 표본 크기 산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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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다(장미희 & 박창기, 2012). G*Power 3.1.9.2 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 검정력 90% 수준으로 설명변수가 정규 분포인 양측 검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202 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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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수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모든 도구는 원저자와 번역자 모두에게 도구 

사용 및 수정 허락을 받았다. 측정 도구 중 안전문화 측정 도구는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어 원저자에게 한국어 번역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도구 번역을 하였다. 도구 번역은 Brislin’s translation model 

(Jones, Lee, Phillips, Zhang, & Jaceldo, 2001)을 적용하여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쳤다(Logan, Barksdale, James, & Chien, 2017). 번역/연번역 

과정은 1단계로 연구자가 영어로 된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2단계로 

한국어와 영어 능통한 간호학 연구원이 한국어 번역본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을 한 후, 3 단계로 제 3 의 연구원이 역번역된 도구가 원 도구와 

동일한지를 검토하여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주어 한국어 버전 도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 3 의 연구원이 역번역된 영어 버전 

도구가 원도구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 한국어 

버전 도구를 완성하였다. 연구자와 2 인의 연구원이 번역된 도구의 

문구를 점검하여 최종 도구를 확정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근무 관련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민대기, 2018).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세), 성별(남/여), 결혼 여부(미혼/기혼/기타),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RN BSN/4 년제 졸업/석사 이상)을 조사하였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특성은 흡연과 음주 여부 및 빈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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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5점 척도(0-4점) 10문항으로 구성된 음주 사용장애 선별 검사인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중 음주 소비관련 

3 항목으로 구성된 AUDIT-C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consumption) (range 0-12 점)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문제 음주 

여부의 절단점(cut point)은 한국여성 대상으로 한 타당도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AUDIT-C score 6 점으로 하였다(우성목, 장옥진, 최화경, & 

이영렬, 2017). 본 연구에서 AUDIT-C 의 Cronbach’s α=.60 이었다.  

근무 관련 특성은 총 근무 기간(개월), 교대근무 기간(개월), 

교대근무 유형(3 교대/2 교대/기타), 근무부서 (병동/중환자실/수술실/ 

응급실/외래/기타), 직위(간호사/책임 간호사/수간호사/전문간호사/기타), 

월평균 밤근무 개수(회/개월) 등을 조사하였다.  

 

2)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본 연구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최정실과 김금순 

(2009)의 혈액매개 감염 노출 사고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혈액매개 감염 노출 사고 조사 도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들이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 시 병원 측에 보고하여 각종 처치 및 검사를 

받는 양식과 김옥선(2003)과 최정실(1998)이 개발한 의료종사자들의 

감염 노출 사고 보고서, 미국의 혈액매개 감염 사고 정보 입력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EPINet 프로그램의 조사 항목을 모두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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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는 경험과 빈도를 모두 

측정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경험은 연구 대상자의 회상에 

근거하여 최근 1 년간 환자의 혈액에 노출(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또는 환자의 혈액이 

점막이나 상처에 튐) 여부를 조사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조사하였다. 단,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주사바늘이나 기구에 노출되거나, 상처가 없는 피부에 

혈액이 노출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서 제외하였다.  

 

3)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본 연구에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최정실과 김금순 (2009)의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측정 도구(11 문항)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전문가 10 인(임상전문가 5 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5 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는 모두 .78 이상었고 

도구 내용타당도지수(Scale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

CVI)는 .90 으로 사용에 적합하였다(Polit & Beck,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개인보호구 관련 1 문항을 

노출위험부위에 따라서 2 개의 문항으로 분리하여 최종 12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에서 3 개의 역문항(1, 2, 6 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평소 감염예방행위 수행정도를 Likert 4 점 척도로 

평가하여(‘1=항상 그렇게 안한다’, ‘2=가끔 그렇게 한다’, ‘3=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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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다’, ‘4=항상 그렇게 한다’) 평균을 산출하였다. 원 도구의 

점수는 총점(12~48 점)으로 산출하였으나, 본 연구의 점수는 하위 

영역간 비교를 위하여 총점(12~48 점)을 문항수 12 로 나눈 평균 점수 

(범위 1~4 점)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를 

자주 수행함을 의미한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측정 도구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7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5 이었다.  

 

4) 수면장애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는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된(이영희 & 최수정, 2014), Morin (1993)이 개발하고 

조용원(2004)이 번역한 불면증 증증도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ISI 는 최근 2 주간의 불면증과 수면의 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Likert 5 점 척도의 7 문항(범위 

0~28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고, 15 점 이상이면 중정도 이상의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Morin et al., 2011). 원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 

α=.74 이었고(Bastien, Vallieres, & Morin, 2001), 한국어 번역 도구의 

Cronbach’ α=.92 이었다(Cho, Song, & Mor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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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 

본 연구에서 피로는 Krupp 등(1989)이 개발하고 정규인과 송찬희 

(2001)가 번역한 피로 중증도 척도(Fatigue Severity Scale, F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SS 는 지난 1 주일 동안의 피로 정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Likert 7 점 척도의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SS 의 점수는 총점(7~63 점)을 문항수 9 로 나눈 평균값(범위 

1~7 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하며(Krupp et al., 

1995), 4 점 이상은 피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Rosti-Otajärvi et al., 

2017). 원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α=.89 이었으며(Krupp et al., 

1989), 한국어 번역 도구의 Cronbach’ α=.93 이었다(이정현 et al., 

2013).  

 

6)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26 문항(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26, KOSS-2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OSS-26 은 

Likert 4 점 척도의 8 개 영역 26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영역(문항수)은 물리적 환경(2 문항), 직무 요구(4 문항), 직무 자율성 

결여(4 문항), 관계 갈등(3 문항), 직무 불안정(2 문항), 조직체계(4 문항), 

보상 부적절(3 문항), 직장문화(4 문항)이다. 이 중 15 개 역문항(5, 7, 8, 

9, 10, 11, 12, 12, 13, 16, 17, 18, 19, 20, 21, 22)은 역코딩하여 

평가하였다. 장세진 등(2005)과 장세진(2007)이 제시한 점수 환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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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영역별 점수를 100 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다시 이를 8 로 

나누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범위 0~100).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의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51~.82 이었고(장세진, 200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5 이었다. 

 

7) 병원안전문화 

본 연구에서는 병원안전문화는 선행연구(Gershon et al., 2000)의 

병원안전문화척도(Hospital safety climate scale, HSCS) 도구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HSCS 는 Likert 4 점 척도의 6 개 영역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SCS 의 각각의 영역(문항수)은 개인보호와 

안전장치(2 문항), 관리지원(4 문항), 업무(3 문항), 피드백/훈련(5 문항), 

청결/정리정돈(3 문항), 갈등/의사소통(3 문항)이다. 원 도구의 중간 측정 

척도(‘동의도 부정도 않는’)는 선행연구(Smith et al., 2009)에서와 같이 

중간 점수로 집중될 가능성으로 측정점수에서 제외하였다.  

번역/역번역을 거친 도구는 총 10 인의 전문가(임상전문가 5 인, 감염 

관리전문간호사 5 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i-CVI 는 

모두 .78 이상이었고, s-CIV 는 .88 로 사용에 적합하였다(Polit & Beck, 

2006). 원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α=.73~.84 이었고(Gershon et al., 

200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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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개념과 측정변수, 측정도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oncepts, Variables and Empirical Indicators of this Study 

Concepts Variables 
Empirical 

indicators 

Number 

of items 

Score 

range 

Reliabil

ity 

Accident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Tools for 

survey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11 - - 

Immediate causes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Tools for 

measuring 

preventive 

behaviors to  

blood-borne 

diseases 

12 1-4 .71 

Pre-

conditions 

Individual 

factor 

Age, 

Working 

period 

Structural 

questionnaire 
-  - 

Fatigue 

Fatigue 

severity scale 

(FSS) 

9 1-9 .93 

Sleep 

disorder 

Insomnia 

severity index 

(ISS) 

7 0-28 .90 

Occupational 

factor 

Frequency 

of night 

shift 

Structural 

questionnaire 
- - - 

Occupational 

stre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26 (KOSS-26) 

26 0-100 .85 

Organizational 

factor 

Hospital 

safety 

climate 

Hospital safety 

climate scale 

(HSCS) 

20 1-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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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예비 조사 후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9 년 3 월 20 일부터 26 일(7 일간) 동안 설문 문항의 적절성과 설문 

작성의 어려움 여부와 설문 도구의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10 명의 전문가[임상간호전문가 5 인(석사 이상, 임상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가 5 인(석사 이상,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염관리실 5 년 이상 근무자)]로부터 자료 수집되었다.  

본 조사는 2019 년 4 월 1 일부터 6 월 11 일 동안 편의 표집된 모 

연구(SWNHT study)2의 1 년 추적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료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 300 명에게 온라인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269 부가 회수되었다(응답률 89.7%). 설문 응답 중 

결측값과 불명확한 답변은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매일 검토하여 결측값이나 불명확한 답변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보완하였다.  

 

                                           

2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이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7R1A2B2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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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5.0; IBM)과 Stata  

(Version 14.0; Stata Corp.), PROCESS macro (Version 3.4; Andrew F. 

Haye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측정변수들의 왜도(skewness, 3)와 

첨도(kurtosis, 7)(배병렬, 2018)와 정규성 검정(Kolmogorov-

Smirnov 검정)을 확인하였다(이일현, 2014).  

2) 대상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군별 일반적 특성과 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차이는 χ2 test 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다. ANOVA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면 

Scheffe 방법,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Dunnett T3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을 하였다(배정민, 2012).  

3) 대상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와의 

상관관계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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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반응변수는 

0 이상의 가산자료(count data)이며, 왜도와 첨도가 큰 0 에 가깝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예측 결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아닌 GLM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배정민, 

2012; 이일현, 2014).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GLM 

회귀분석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분산여부는 우도비 검정으로, 

영과잉여부는 Vuong test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이일현, 2014; 

장미희 & 박창기, 2012; Blevins, Tsang, & Spain, 2015).  

5)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 분석 전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다중공선성은 공차(clea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고, 

반응변수의 자기상관은 Dubl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 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이일현, 2014). 

6)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직무스트레스/병원안전문화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는 PhD. Hayes 

의 PROCESS macro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는 

붓스트레핑 방법을 이용하므로 매개 효과 분석 전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증을 

생략하였다(Hayes & Rockwoo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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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분석하였다.  

8)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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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대상 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H-1712-094-907, SMC2017-12-075-007), 

해당 병원의 간호 본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의 면제를 받았다(IRB No: E1912/001-009).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과 자율성 보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연구동의철회 가능 등이 포함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동의서에는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기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와 개인정보는 무기명 부호화하여 

전산입력 하였으며,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할 것이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분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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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454.74 세이었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06명(79.8%)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201명(77.9%)이었다.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평균 5.62 4.22 년이었고, 교대근무기간은 평균   

5.43 3.95 년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반 병동이 197 명(76.4%),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31 명(76.4%), 교대근무 유형은 3 교대가 209 명 

(81.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최근 3 개월간 밤근무 개수는 

평균 5.88 1.62 회/개월이었다. 대상자의 문제음주선별검사 점수는 평균 

3.371.84 점으로 문제음주자는 32 명(12.4%)이었다.  

일평균 위험 기구 사용빈도는 25.0118.90 회/일이었다. 최근 6 개월 

이내 혈액과 체액 노출예방법과 노출 후 처리절차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219 명(84.9%)으로 대부분 6 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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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8)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range) 

Age 

(years) 

   29.454.74  (24-60) 

<25 38 (14.7)   

25-29 145 (56.2)   

30-34 42 (16.3)   

≥35 33 (12.8)   

Marital 

status 

Single 201 (77.9)   

Married 57 (22.1)   

Education Associate degree 6 (2.3)   

Bachelor’s degree 206 (79.8)   

Master’s or higher 46 (17.8)   

Workplace Ward 197 (76.4)   

ICU 47 (18.2)   

Others 14 (5.4)   

Position Staff 231 (89.5)   

Charge 26 (10.1)   

CNS 1 (0.4)   

Current 

type of 

shift 

3 shifts 209 (81.0)   

2 shifts 24 (9.3)   

Daytime only 12 (4.7)   

Others 13 (5.0)   

Frequency of night shift (times/month) 5.881.62  (0-11) 

 
≤6 190 (73.6)   

>6 68 (26.4)   

Work experience (years) 5.774.68  (1.17-36.00) 

 
≤6 170 (65.9)   

>6 88 (34.1)   

Shift work experience (years)   5.433.95 (1.17-19.00) 

 
≤6 177 (68.6)   

>6 81 (31.4)   

Problem drinking (AUDIT-C) 3.371.84  (1-10) 

 
Yes (AUDIT-C≥6) 32 (12.4)   

No 226 (87.6)   

Frequency of hazardous device use 25.0118.90  (0-100) 

 
≤25 148 (57.4)   

>25 110 (42.6)   

IP 

education†  

Yes 219 (84.9)   

No 39 (15.1)   

Note. ICU=Intensive care unit;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AUDIT-C=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consumption; IP=infection prevention;                                             
†withi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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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본 연구 대상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경험 여부와 빈도는 Table 

3 과 같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87 명(33.7%)으로, 

평균 노출 사고 빈도는 1.302.84 건(범위 0-20)이었다. 노출 빈도별 

로는 1~2 회가 45 명(17.4%) 이었고, 3 회 이상은 42 명(16.3%)이었다.  

총 노출 사고 건수는 335 건으로, 혈액과 체액 노출자의 평균 노출 사고 

빈도는 3.853.76 건이었다. 노출 유형별로는 주사바늘 찔림 사고 

160 건 (47.8%), 튐 사고 159 건(47.5%) 순이었다.  

 

Table 3.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in the Subjects 

   (N=258)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range) 

Experience of BBFE Yes 87 (33.7)   

No 171 (66.3)   

Frequency of BBFE in all 

subjects 
1-2 45 (17.4) 1.302.84 (0-20) 

≥3 42 (16.3)   

Frequency by BBFE type 

in exposed subjects† 
   3.853.76  (1-20) 

Needle 160 (47.8) 2.421.90  (1-10) 

Splash 159 (47.5) 3.242.89  (1-10) 

Sharp 16 (4.7) 2.291.89  (1-5) 

Note. BBFE=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 Mean±SD value was calculated only if they answered Yes’ to experience of B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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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대상자의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점수는 평균 3.230.49 점(범위 

1.75-4.00)이었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5 개의 하위 영역(주사바늘폐기, recapping, 주사바늘 사용 전후 

관리, 노출 후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총 분산의 67.20%를 설명하였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5 가지 하위 영역별 점수는 주사바늘폐기(3.800.44 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주사바늘 사용 전후 관리(3.380.66 점), 개인보호구 

착용(3.240.66점), recapping(3.140.81점), 노출 후 관리(2.731.10점) 

순이었다(Table 4).  

  

Table 4.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of the Subjects 

 (N=258) 

Variables MeanSD 

Needle disposal 3.800.44 

Recapping 3.140.81 

Before & after needle use   3.380.66 

Post-exposure management 2.731.10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3.240.66 

Total score 3.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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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대상자의 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점수는 

Table 5 와 같다. 대상자의 수면장애는 평균 11.506.08 점(범위 0-

28)이었고, 중정도 이상의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86 명(33.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피로는 평균 4.231.24 점(범위 1.22-6.89) 이었고, 

피로가 있는 대상자는 158 명(61.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52.3316.62 점(범위 15.28-81.94)이었다. 

8 개 하위 영역별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직무 요구(75.4516.66 점)가 

가장 높고, 다음은 물리적 환경(65.4422.24 점), 보상 부적절 

(52.3316.62점), 직무자율(48.3214.68점), 조직체계 (47.5517.25점), 

관계 갈등(38.7616.19 점), 조직문화 (38.0816.55 점), 직무 불안정 

(31.0723.53 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병원안전문화 점수는 평균 

3.160.40 점(범위 1.97-4.00)이었다. 6 개 하위 영역별 병원안전문화 

점수는 개인보호와 안전장치(3.840.35 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리지원(3.270.58 점), 청결/정리정돈(3.190.41 점), 피드백/훈련 

(3.150.52 점), 갈등/의사소통(2.830.55 점), 업무(2.680.75 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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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leep Disturbance, Fatigue, Occupational Stress and Hospital 

Safety Climate of the Subjects 

   (N=258)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Sleep disturbance ISI score   11.506.08 

Yes (ISS≥15) 86 (33.3)  

No (ISS<15) 172 (66.7)  

Fatigue FSS score   4.231.24 

Yes (FSS≥4) 158 (61.2)  

No (FSS<4) 100 (38.8)  

Occupational 

stress 
Total score 49.6211.15 

 Physical environment 65.4422.24 

 Job demand 75.4516.66 

 Insufficient job control 48.3214.68 

 Interpersonal conflict 38.7616.19 

 Job insecurity 31.0723.53 

 Organizational system 47.5517.25 

 Lack of reward 52.3316.62 

 Occupational climate 38.0816.55 

Hospital safety 

climate 
Total score 3.160.40 

 
Personal protective and engineering 

control equipment availability 
3.840.35 

 Management support 3.270.58 

 Absence of job hindrances 2.680.75 

 Feedback/Training 3.150.52 

 Cleanliness/orderliness 3.190.41 

 Minimal conflict/good communication 2.830.55 

Note. ISI=insomnia severity index; FSS=fatigue sever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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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과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군별 관련요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경험과 빈도를 반영하여 대상자는 

비노출군과 낮은 빈도 노출군(n=1, 2), 높은 빈도 노출군(n≥3)의 3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one-way ANOVA 또는 χ2 test 를 시행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범위 0~20)가 대부분이 0 회이며 노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절반이 1~2 회에 분포하는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므로, 혈액과 체액 노출 경험과 빈도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노출군, 낮은 빈도 노출군(n=중위수 2 이하)과 높은 빈도 노출군 

(n=중위수 2 초과)의 3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혈액과 체액 노출 빈도군 간에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F=26.70, p<.001), 수면장애(F=6.10, p=.003), 피로(F=5.99, 

p=.003, 직무스트레스(F=12.94, p<.001, 병원안전문화(F=16.4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비노출군(3.36±0.45 점), 낮은 빈도 

노출군(3.14±0.49 점), 높은 빈도 노출군(2.81±0.37 점) 순으로 높았고, 

수면장애는 높은 빈도 노출군(14.36±6.80 점), 비노출군(10.77±5.91 점) 

순으로 높았고, 피로는 높은 빈도 노출군(4.23±1.24 점), 

비노출군(4.09±1.24 점) 순으로 높았다. 직무스트레스는 노출군[낮은 

빈도 노출군(52.99±7.83 점)과 높은 빈도 노출군(55.58±12.94 점)]이 

비노출군(47.28±10.70 점) 보다 높았다. 병원안전문화는 직무스트레스 

결과와는 반대로 비노출군(3.26±0.39 점)이 노출군[낮은 빈도 

노출군(2.98±0.34)과 높은 빈도 노출군(2.96±0.37 점)]보다 높았다. 세 

그룹 간 일반적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Table 6). 



53 

 

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on 3 group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N=258) 

Variables Categories 

Non- exposure 

(BBFE=0; a) 

Low  

frequency 

(BBFE=1,2; b) 

High 

frequency 

(BBFE≥3; c)  
χ2 /F p 

Post 
hoc n=171(66.3%), 

N(%) or 

M±SD 

n=45(17.4%), 

N(%) or 

M±SD 

n=42(16.3%), 

N(%) or 

M±SD 

Age 29.33±4.81 29.38±5.07 30.02±4.13 0.363 .696 
 

Working period    

(year) 
5.70±4.77 5.77±4.81 6.07±4.25 0.105 .900 

 

Night frequency      

(per month) 5.76±1.74 6.13±1.47 6.07±1.24 1.306 .273 
 

Sleep disturbance 10.77±5.91 11.62±5.30 14.36±6.80 6.098 .003 a<c 

 
Yes  50 (29.2) 12 (26.7) 24 (57.1) 12.904 .002 

 

No 121 (70.8) 33 (73.3) 18 (42.9)    

Fatigue 4.09±1.24 4.20±1.18 4.23±1.24 5.985 .003 a<c 

 Yes  93 (54.4) 32 (71.1) 33 (21.4) 10.547 .005  

 No  78 (45.6) 13 (28.9) 33 (78.6)    

Occupational stress 47.28±10.70 52.99±7.83 55.58±12.94 12.942 <.001 a<b,c 

Hospital safety climate 3.26±0.39    2.98±0.34 2.96±0.37 16.400 <.001 a>b,c 

IP behavior 3.36±0.45 3.14±0.49 2.81±0.37 26.700 <.001 a>b>c 

Note. BBFE=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IP=infe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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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설명 변수간 상관관계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설명 변수(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먼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왜도(3.271)와 첨도(12.752) 그리고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p<.001)을 시행하여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Spearman’s coefficients 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수면장애,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수면장애가 클수록(ρ=.194 p=.002), 

피로가 심할수록(ρ=.196, p=.002),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ρ=.307, 

p<.001), 병원안전문화가 나쁠수록(ρ=.-323, p=<.001),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를 하지 않을수록(ρ=.-406, p=<.001) 증가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물리적 환경(ρ=.245, p=.001), 직무 

요구(ρ=.244, p<.001), 직무자율(ρ=.195, p=.002), 직무불안정(ρ=.136, 

p=.029), 조직체계(ρ=.292, p<.001), 보상부적절(ρ=.243, p<.001), 

직장문화(ρ=.145, p=.020)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증가하였다. 병원안전문화 하위 영역 중 개인보호와 

안전장치(ρ=-.149, p=.017), 관리지원(ρ=-.246, p<.001), 업무(ρ=-.318, 

p=.014), 피드백/훈련(ρ=-.302, p<.001), 청결/정리정돈(ρ=-.15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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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갈등/의사소통(ρ=-.294, p<.001) 영역의 점수가 나쁠수록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증가하였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하위 영역 중 주사바늘폐기(ρ=-.200, p=.001), 주사바늘 사용 전후 

관리(ρ=-.202, p=.001), 노출 후 관리(ρ=-.383, p<.001),  개인보호구 

착용(ρ=-.284, p<.001) 영역의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를 하지 않을수록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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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and Explanatory Variables 

(N=258) 

Variables 
BBFE frequency IP Behavior Safety climate 

Occupational 

stress 
Fatigue 

ρ  p ρ  p ρ  p ρ  p ρ  p 

Sleep disturbance .194 ** .002 -.226 *** <.001 -.262 *** <.001 .398 *** <.001 .524 *** <.001 

Fatigue .296 ** .002 -.266 *** <.001 -.266 *** <.001 .429 *** <.001    

Occupational stress .307 *** <.001 -.556 *** <.001 -.556 *** <.001       

Physical environment .245 *** .001 -.251 *** <.001 -.220 *** <.001       

Job demand .244 *** <.001 -.243 *** <.001 -.315 *** <.001       

Insufficient job control .195 ** .002 -.142  .142 -.687 *** <.001       

Interpersonal conflict .069  .267 -.123 * .049 -.596 *** <.001       

Job insecurity .136 * .029 -.208 ** .001 -.215 ** .001       

Organizational system .292 *** <.001 -.288 *** <.001 -.496 *** <.001       

Lack of reward .243 *** <001 -.312 *** <.001 -.438 *** <.001       

Occupational climate .145 * .020 -.203 *** <.001 -.377 *** <.001       

Hospital safety climate -.323 *** <.001 .426 *** <.001          

Personal protective and engineering 

control equipment availability 
-.149 * .017 .159 * .011       

   

Management support -.246 *** <.001 .456 *** <.001          

Absence of job hindrances -.318 *** <.001 .356 *** <.001          

Feedback/Training -.302 *** <.001 .384 *** <.001          

Cleanliness/orderliness -.153 * .014 .237 *** <.001          

Minimal conflict/good communication -.294 *** <.001 .282 *** <.001          

IP behavior -.406 *** <.001             

Needle disposal -.200 ** .001             

Recapping -.098  .177             

Before & after needle use   -.202 ** .001             

Post-exposure management -.383 *** <.001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284 ** <.001             

Note. BBFE=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IP=infection prevention.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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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예측 요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양의 큰 왜도(3.271)와 큰 

첨도(12.752)를 보여 왼쪽으로 치우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분포를 

보여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적합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가산자료(count 

data)로 평균 1.30, 분산 8.06 으로 분산이 평균의 6 배인 과산포(over-

dispersed)를 보이고,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0 인 비율(66.3%)이 높아 

영과잉 현상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GLM 의 4 가지 모형인 포아송 

회귀(poisson regression) 모형과 음이항 회귀(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형, 영과잉 포아송 회귀(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모형, 영과잉 음이항 회귀(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Table 8. Comparison of Goodness of fit by type of Generalized Linear 

Model 

(N=258) 

 Poisson NB ZIP ZINB 

LL -506.10 -331.48 -366.41 -320.82 

AIC 1024.19 676.95 756.82 667.64 

BIC 1045.51 701.82 799.45 713.83 

LR χ2 (p) 
218.69 

(<.001) 

47.70    

(<.001) 

42.74 

(<.001) 

14.42   

(.013) 

Vuong test Z(p) - - 
4.73 

(<.001) 

2.47     

(.007) 

LR test χ2(p)  
349.24   

(<.001) 
- 

91.18  

(<.001) 

Note. NB=negative binomial regression; ZIP=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ZINB=zero-inflated 

binomial regression; LL=log likelihood;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R test=log likeli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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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자료인 반응 변수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일반화선형모형의 

선택은 Blevins 등(2015)의 가산 자료 분석의 의사결정 방법을 따랐다. 

1 단계는 과산포 여부의 확인으로, 포아송 회귀 모형과 음이항 회귀 

모형의 우도비검정(log likelihood ratio test, LR test)(이일현, 2014) 결과 

과산포된 것으로 확인되어(p<.001), 등분산을 가정하는 푸아송 회귀 

모형보다는 과분산을 허용하는 음이항 회귀 모형이 더 적합하였다. 

2 단계는 영과잉 여부의 확인으로, 전체 자료 중 0 이 66.3%로 10% 

이상이고 Vuong test 결과에서 영과잉이 있음이 확인되어(p=.007) 

(Pittman et al., 2018), 음이항 회귀 모형보다는 영과잉 음이항 회귀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지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들 

중 LL 값이 0 에 가장 근접하면서 AIC 와 BIC 지수 값이 최소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는데(이일현, 2014), 영과잉 음이항회귀모형에서 

AIC 와 BIC 지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영과잉 음이항 회귀 

모형이 더 적합함을 지지하였다.  

영과잉 음이항 회귀 모형 분석을 위하여 반응변수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는 이분형 변수인 수면장애와 피로, 

연속 변수인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로 

설정하였다. 이분형 변수는 더미 변수 처리 후 분석되었다. 영과잉 

음이항 회귀 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영과잉 음이항 회귀 

모형은 가산자료인 반응변수의 두 측면인 카운트 모형(count model)과 

로짓 모형(logit model)으로 구성된다(Carroll, Rhew, & Larimer, 2019). 

카운트 모형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대상자들에게서 그 문제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로짓 모형을 통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상자의 영향 요인(예방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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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다(장미희 & 박창기, 2012).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1 회 이상인 카운트 모형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군에서(B=0.644, p=.037)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가 0 인 로짓 

모형에서는 병원안전문화가 높을수록(B=3.192, p=.026)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를 많이 할수록(B =2.542, p=.007)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Table 9).  

 

Table 9.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of 

Frequencie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N=258) 

Model Variables B SE z p 95% CI 

Count 

model 
Sleep disturbance† 0.644 0.310 2.08 .038 0.037 ~ 1.251 

Fatigue† 0.267 0.340 0.79 .432 -0.398 ~ 0.931 

Occupational 

stress 
0.025 0.015 1.61 .107 -0.005 ~ 0.055 

Hospital safety 

climate 
0.805 0.465 1.73 .083 -0.107 ~ 1.717 

IP behavior -0.547 0.348 -1.57 .116 -1.228 ~ 0.134 

Constant -1.789 2.347 -0.76 .446 -6.388 ~ 2.812 

Logit 

model 

(Zero-

inflated 

model) 

Sleep disturbance† 1.485 0.887 1.67 .094 -2.537 ~ 3.223 

Fatigue† -0.589 0.716 -0.82 .411 -1.993 ~ 0.816 

Occupational 

stress 
0.006 0.040 0.14 .886 -0.073 ~ 0.085 

Hospital safety 

climate 
3.192 1.429 2.23 .026 0.391 ~ 5.992 

IP behavior 2.542 0.941 2.70 .007 0.698 ~ 4.389 

Constant -19.280 8.693 2.22 .027 -36.319 ~ -2.242 

LL -320.82 

LR χ2 (p) 14.42(.013) 

Vuong test Z(p)  2.47(.007) 

LR test χ2(p) 91.18(<.001) 

Note. CI=confidence interval; IP=infection prevention; LL=log likelihood; LR test=log likelihood ratio test 
†
dummy variables: sleep disturbance=yes vs no (reference); fatigue=yes or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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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를 반응변수로 하고, 

수면, 피로, 직무스트레스, 병원안전문화를 설명변수로 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였고(β=0.32, 

p=<.001), 병원안전문화는 경계성(β=-0.142, p=.055)이었다.  

 

Table 10.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N=258) 

Variables B SE β t p clearance VIF 

Sleep 

disturbance 
-0.004 0.006 -0.047 -0.690 .491 .659 1.52 

Fatigue -0.024 0.028 -0.062 -0.884 .377 .638 1.57 

Occupational 

stress 
-0.006 0.003 -0.142 -1.931 .055 .576 1.74 

Hospital 

safety climate 
0.393 0.084 0.319 4.709 <.001 .674 1.48 

Constant 2.446 0.374 - 6.547 <.001 - - 

 Adj. R2=.246, F=17.446(<.001)                                                       

Durbin-Watson’s d=2.16(du=1.83), Breush-Pegan’s χ2=5.57(p=.234) 

Not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Adj.=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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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에서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확인하였다. 

설명변수간 다중공선성은 공차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고, 공차는 모두 1 미만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모두 1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반응변수의 자기상관은 

Dubl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고, Dublin-Watson 지수가 

2.16(du=1.83<d)로 반응변수간에는 자기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이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 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 표준화된 잔차의 Kolmogorov-Simirnov 검정 결과 정규성 

가정(p=.200>.005)과 Breush-Pegan 등분산 검정을 만족하는 

(p=.234>.005) 것으로 나타나 본 다중선형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본 

모형의 설명력은 23.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안전문화와 직무스트레스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의 관계에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였다. 매개 효과 분석은 PhD. Hayes 의 PROCESS 

macro 를 이용하였다(Hayes & Rockwood, 2017).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병원안전문화/직무스트레스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간 

관계에서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 Figure 5 와 같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병원안전문화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간 관계에서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독립변수인 

병원안전문화는 매개변수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B=0.403, p<.001), 매개변수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1.651, p<.001). 

그러나 독립변수인 병원안전문화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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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B=-.035, p=.946). 또한 매개변수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안전문화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0.700, p=.180).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직무스트레스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간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B=-0.008, 

p<.001), 매개변수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1.651, p<.001).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혈액과 체액 노출 빈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B=0.038, p=.036). 매개변수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0.052, p=.006).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간접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혈액매개 감염예방 경로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양의 효과 크기(effect size=0.013, 95% CI 

=0.003~0.028)를 나타내며, 병원안전문화*혈액매개 감염예방 경로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음의 효과 크기(effect size=-0.665, 95% 

CI=-0.665~-0.280)를 나타냈다. 붓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한 간접 

경로의 효과 크기와 95% 신뢰 구간은 Table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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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ediation Effect of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between Occupational Stress / Hospital Safety 

Climate and Frequencie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N=258) 

Variables B SE t p 95% CI R2 F p 

Occupational stress           

a. Occupational stress → IP behavior -0.008 0.003 -2.73 .007 -0.014 ~ -0.002 .209 33.729 <.001 

b. IP behavior → Frequency of BBFE -1.651 0.379 -4.36 <.001 -2.397 ~ -0.905 .138 13.584 <.001 

c. Occupational stress → Frequency of BBFE 

(direct) 
0.038 0.018 2.10 .036 0.002 ~ 0.074    

c’. Occupational stress → Frequency of BBFE (total) 0.052 0.019 2.78 .006 0.015 ~ 0.089 .074 10.160 <.001 

Hospital safety climate           

a. Hospital safety climate → IP behavior 0.403 0.083 4.83 <.001 0.239 ~ 0.567 .209 33.729 <.001 

b. IP behavior → Frequency of BBFE -1.651 0.379 -4.36 <.001 -2.397 ~ -0.905 .138 13.584 <.001 

c. Hospital safety climate→ Frequency of BBFE 

(direct) 
-0.035 0.527 -0.07 .946 -1.072 ~ 1.001    

c’. Hospital safety climate → IP behavior (total) -0.700 0.521 -1.34 .180 -1.727 ~ 0.326 .074 10.160 <.001 

Note. CI=confidence interval; IP=infe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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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 size of Indirect pathway 

(N=258) 

Indirect pathway Effect SE 95% CI 

ab. Occupational stress*IP behavior 0.013 0.013 0.003 ~ 0.028  

ab. Hospital safety climate*IP behavior -0.665 0.217 -1.121 ~ -0.280  

Note. CI=confidence interval; IP=infe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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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Mediating effects of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safety climate and frequencie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B)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frequencie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Note. All path coefficient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The solid arrow line represents a significant 

pathway; The dotted arrow line represents an insignificant pathway; The ab coefficient means indirect effect, 

the c coefficient means direct effect, the c’ coefficient means total effect of occupational stress/hospital safety 

climate on frequency of BBFE.                                                  

IP=infection prevention; BBFE=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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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 원인(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개인요인(연령, 

근무경력, 수면장애, 피로)과 직무요인(밤근무 개수,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조직요인(병원안전문화)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반응변수로 하여 일반화 선형 

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영과잉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와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본 연구 대상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빈도는 평균 1.3 회/연으로, 

선행연구(2.65 회/연) (김환철 et al., 2005)에 비해 낮았고, 혈액과 체액 

노출 경험자의 노출 빈도 또한 평균 3.85 회/연으로, 선행연구(4.7 회/연) 

(김옥선 et al., 2010)에 비해서 낮았다. 무엇보다 주사바늘 찔림 사고가 

47.8%를 차지하여, 선행연구(63.2%) (김옥선 et al., 201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 년간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감소와 함께 주사바늘 찔림 사고도 함께 감소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류재금 & 최스미, 2018; Floret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이유에서 기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가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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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평균 3.23 점으로 국내 선행연구(최정실 & 

김금순, 2009)의 결과(4 점 환산 기준으로 3.05 점)에 비해서 높았고, 

세부 행위 중 특히 주사바늘 폐기와 관리(3.59 점)와 개인보호구 

착용(3.24 점) 점수가 선행연구(최정실 & 김금순, 2009)의 결과(4 점 

환산 기준으로 각각 3.24 점, 2.60 점)에 비해서 매우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 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감염 유행 후 개인보호구 착용 비율이 감염 유행 전에 비해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정갑용 et al., 2016). 이는 

장갑 착용 비율의 증가와 함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감소와 관련이 

있었던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Floret et al., 2015). 둘째, 

병원 수준에서 감염관리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이후 병원수준에서의 시설, 장비,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이영환 & 임정도, 2015),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전에 비해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와 개인보호구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오지은 & 박주영, 2018; 조귀래 & 최정실, 2010). 셋째, 

본 연구 대상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상급종합 

병원은 안전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김연, 

이은선, & 최은영, 2013).  

반면 본 연구 대상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중 튐 사고 

(47.5%)가 증가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연구(김옥선 et al., 2010)의 결과(26.7%)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교대근무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 (류재금 & 최스미, 2018) 

결과(56.8%)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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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이 강화되면서 주사바늘찔림과 같은 경피적 노출에 대한 주의는 

강화되었으나(보건복지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상대적으로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의 혈액 노출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오지은 & 박주영, 2018). 또한 국내 응급실 직원 

대상 선행연구(Oh & Uhm, 2016)에서 장갑 착용률(약 70%)은 높은 반면, 

안면보호구와 눈보호구 착용률(4.6%)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병원종사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 경로 중 점막과 

상피 노출이 주사바늘 찔림과 같은 경피적 노출에 비해 HCV 감염 전파 

위험이 낮으나, 결막 점막을 통한 감염 전파 위험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Coppola et al., 2016) 간호사들의 튐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오지은 & 박주영, 2018)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2.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예측 요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사고 발생의 즉각적 원인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와 개인요인인 

수면장애, 조직요인인 병원안전문화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1 회 이상 발생하게 하는 위험요인이었고,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와 

병원안전문화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요인이었다. 개인요인인 연령, 근무경력, 피로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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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수면장애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1 회 이상 

발생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 중 혈액과 체액 

노출군의 수면장애(41.4%)가 비노출군의 수면장애(29.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면장애와 혈액매개 감염예방행위 

간에는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r=-.23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메타분석연구(Uehli et al., 2014)에서 수면 문제가 

직무 중 사고 발생 위험을 1.6 배 증가시킨다는 보고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국외 산업 현장에서 수면장애가 안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안전사고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Kao et al., 2016)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반면 피로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국내외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 

(류재금 & 최스미, 2018; Akbari et al., 2018; Chaiard et al., 2018)에서 

피로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의 위험요인이었던 결과와는 상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피로한 대상자(61.2%)가 

선행연구(Chaiard et al., 2018)의 결과(38.2%)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한 피로와 수면장애 모두 

혈액과 체액 노출의 관련요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Akbari et al., 2018; 

Chaiard et al., 2018) 본 연구 결과, 피로와 수면장애는 단변량 분석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와 유의하였으나,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았고(r=.551, p<.001), 다변량 분석에서는 수면장애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장애가 피로보다 혈액과 체액 노출에 더 유의한 

위험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염예방행위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오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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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8; Bhargava et al., 2013)에서 혈액과 체액 노출 비노출군의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가 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하위 영역 중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영역은 노출 후 관리(ρ=-.383, p<.001),  

개인보호구 착용(ρ=-.284, p<.001)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혈액과 

체액 노출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표준주의, 적절한 주사바늘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Wilburn, 2004)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출 후 관리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점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혈액과 체액 노출 후 감염에 대한 지각이 높아져 노출 후 관리를 

잘 받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수술실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김남이 

& 정선영, 2016)에서 감염 위험 지각이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는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병원안전문화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병원종사자 대상 선행연구(하은호, 현경순, & 조진영, 2016)에서 

병원안전문화 인식과 안전 활동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국외의 병원종사자 대상 선행연구(Gershon et al., 2000)에서 

병원안전문화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안전한 병원 문화 구축은 병원종사들의 감염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 활동을 독려하여 병원 내 안전사고율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Rear & Ulrich, 2015)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었다. 병원안전문화 

하위 영역 중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영역은 

업무(ρ=-.318, p<.001), 피드백/훈련(ρ=-.302, p<.001), 갈등/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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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294, p<.001), 관리지원 (ρ=-.246, p<.001) 등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선행연구(Gershon et al., 2000; Smith et al., 2009)에서 

관리지원과 피드백/훈련이 주사바늘 찔림 사고 경험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업무 

영역이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점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Gershon et al., 2000; 

Smith et al., 2009) 결과와 달리, 본 연구 대상자의 업무 영역 점수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간호 업무 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박소영, 2018; 오지은 & 

박주영, 2018)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이 병상당 간호인력이 가장 적고, 

간호사 1 인당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서 감염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준수에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 

본 연구 결과,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병원안전문화/직무스트레 

스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첫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병원안전문화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병원안전문화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영향을 주는 바는 알려져 있었으나(Gershon et al., 2000; Smith 

et al., 2009), 병원안전문화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간의 

관계에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병원안전문화가 안전행위를 촉진하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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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출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병원관리자가 병원안전 문화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Quan et al., 2015)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안전문화와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가 함께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혈액매개 감염예방행위는 직무스트레스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에 영향을 주는 바는 알려져 

있었으나(d'Ettorre, 2016; Gershon et al., 2007), 직무스트레스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간의 관계에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를 더 경험하므로 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d'Ettorre, 2016) 결과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동시에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높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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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1) 이론적 의의 

본 연구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적 이론인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을 적용하여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과 행위에 선행 조건인 

전상태(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를 구분하여 설정하여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의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기반 연구들이 직접적 원인인 행위(의도)의 

관련요인을 파악한 데에서 더 나아가 행위(의도)의 결과로 발생하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예측 요인을 모두 살펴본 점이 의의가 

있다.  

 

2) 실무적 의의 

본 연구는 간호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의 위험요인과 예방요인을 모두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발생의 위험요인을 탐구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위험요인과 예방요인을 모두 파악하였다. 또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가 직무스트레스/병원안전문화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밝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병원안전문화의 

개선과 함께 동시에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증진이 필요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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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수면장애와 

예방요인으로 밝혀진 병원안전문화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적 의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의 통계학적 특성으로 영과잉과 과산포 

현상을 밝혔으며, 이러한 통계학적 특성에 적합한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통계 분석방법을 

통해서 예측 요인의 추정에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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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반응 변수는 

지난 1 년간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회상에 기반하여 

수집되었기에 그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회상 비뚤림(recall bias)이 있을 

수 있다.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의 자발적 보고율이 낮아서 기관에 

보고된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자료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선택 

비뚤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상자에게 회상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반응 변수와 설명변수의 조사 시 대상 시간의 

불일치성이다. 반응 변수인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는 지난 1 년 

간이며, 설명 변수는 대상자의 최근 상태를 반영하여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난 1 년간 설명 변수의 측정 결과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개인관련, 직무관련, 조직관련 요인들이 특별한 사건이나 

변동요인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하고 자료가 수집되었다.  

셋째, 본 연구 자료는 모 연구(SWNHT study)3의 설계 상 1 년 후 

추적 조사에 해당하는 자료로, 연구대상자에서 1 년 경력 미만의 

신규간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관련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기존의 

                                           

3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이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7R1A2B2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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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혈액과 체액과 노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연령, 근무경력 등 

과 같은 위험요인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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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고원인의 삼각 이론을 수정한 

개념틀을 적용하여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요인, 직무요인, 조직요인으로 분류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를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개인요인인 수면장애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었고, 조직요인인 병원안전문화와 즉각적 요인인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요인인 

병원안전문화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와의 관계에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는 병원안전문화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와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병원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증진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관련 요인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단 연구 또는 전향적 조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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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한다. 종단 연구는 인과적 관계를 좀더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향적 조사 연구는 회상법에 의한 회상 비뚤림(recall bias)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인과적 관련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증진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교대근무 간호사의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 빈도 감소를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수면장애 예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병원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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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1)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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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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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학교 



104 

 

부록 2. 동의서 면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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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료수집 도구 

1) 설문조사지 

 

[일반적 특성] 

1. 설문지 작성일: 2019 년 (   )월 (   )일 

2. 생년월일: (     )년 (     )월 (     )일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교육 정도:  

① 전문대학 졸업 ② RN-BSN  ③ 4 년제 졸업  

④ 석사재학/수료/졸업 ⑤ 박사재학/수료/졸업 

5.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근무특성] 

6. 현재 근무 부서:  

① 병동 ② 중환자실 ③ 수술실 ④ 응급실 ⑤ 외래 ⑥ 

기타(         ) 

7. 직위: ① 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④ 전문간호사 ⑤ 

기타(         ) 

8. 총 병원 근무 기간: (     )년 (     )개월 

9. 총 교대근무 기간: (     )년 (     )개월 

10. 교대근무 형태: ① 3 교대 ② 2 교대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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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3 개월간 평균 밤번(night-shift) 근무 개수: 평균 

(     )회/개월 

[생활습관특성] 

12.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안 피움 :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음  

② 피움 

→ 하루 평균 흡연량 (     )개피, 현재까지 흡연 기간 (     )년 

(     )개월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그 당시 하루 평균 흡연량 (     )개피, 과거 흡연 기간 

(     )년 (     )개월 

13.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최근 1 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달에 1 번 이하 ③ 한달에 2-4 번 ④ 일주일에 2-3 번 정도 ⑤ 

일주일에 4 번 이상 

13-1. 주로 마시는 술 종류가 무엇입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맥주  ② 막걸리  ③ 와인  ④ 소주  ⑤ 위스키       

⑥ 기타(      ) 

13-2. 평소 술 마시는 날에 17-1 에서 선택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      )잔/회 

(1 표준잔을 기준으로 1 잔 단위로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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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1 표준잔을 기준으로 6 잔 이상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 번 미만  ③ 한달에 1 번       

④ 일주일에 1 번  ⑤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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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매개 감염 노출 조사 도구] 

1. 지난 1 년 간 근무 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칼날에 손상을 

당하거나 환자의 혈액이 눈, 입, 상처가 있는 피부에 묻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혈액∙체액 노출 사고 종류와 발생 횟수, 발생 시 근무 유형 

지난 1 년 동안 혈액∙체액 노출 사고 종류에 따라 총 발생 횟수와 

근무 유형별 사고 발생 횟수를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무 유형별 발생 횟수의 총합이 앞서 작성한 총 발생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액∙체액 

노출 사고 

종류 

총 발생 

여부 및 

횟수(회) 

위의 사고 발생 시 근무 유형별 발생 

횟수(회) 

낮번 초번 밤번 기타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린 적이 

있음 

① 예 

② 아니오 

(    )회 

    

환자에게 

사용한 칼날 

등에 손상 

당한 적이 

있음 

① 예 

② 아니오 

(    )회 

    

혈액이 눈, 

입, 상처가 

있는 피부에 

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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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체액 

노출 사고 

종류 

총 발생 

여부 및 

횟수(회) 

위의 사고 발생 시 근무 유형별 발생 

횟수(회) 

낮번 초번 밤번 기타 

튀거나 묻은 

적이 있음 

② 아니오 

(    )회 

1-2.  혈액∙체액 노출 사고 시 피로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피곤하지 않다]                                              [매우 피곤하다]           

1-3. 혈액∙체액 노출 사고 시 주관적 각성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가장 졸린 상태]                                               [가장 각성된 상태] 

1-4. 노출 부위를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손 ② 눈 ③ 입 ④ 발 ⑤ 팔 ⑥ 다리 ⑦ 기타_____ 

1-5. 어떤 감염균이 있는 혈액이나 체액이었는지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어떤 환자인지 모름 ② 환자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음  

③ 감염균 없음 ④ B 형 간염 ⑤ C 형 간염 ⑥ 매독 ⑦ HIV 

1-6. 어떤 업무를 하다가 발생하였는지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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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혈 중 ② 채혈 중 용기에 담다가 ③ 투약 중 ④ 주사바늘 분리 

중 ⑤ 주사바늘 뚜껑 씌우다가 ⑥ 물품 정리 중 ⑦ 세척 중 ⑧ 

청소 중 ⑨ 침상 정리 중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1-7. 노출 당시 다음 중 무엇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비닐 장갑 ② 라텍스 장갑 ③ 가운 ④ 비닐 앞치마 ⑤ 마스크  

⑥ 아무것도 착용 안함  

1-8. 사고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소독제로 소독 ② 감염관리실에 보고 ③ 감염관리실에 보고 후 

처치 받음  

④ 응급실 방문 후 처치 받음 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 

→ ‘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 ‘이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감염균이 없는 혈액이었으므로 ②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어려워서      ③ 귀찮아서        ④ 보고 방법을 몰라서      

⑤ 보고 방법이 복잡해서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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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체액 노출 예방 및 노출 후 보고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최근 

6 개월 이내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신입교육 ② 보수교육 ③ 부서 내 교육 ④ 외부 교육(보수교육 

아닌) ⑤ 웹기반 교육  

⑥ 아니오  

3. 하루 업무 중 주사바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를 평균 몇 회 

정도 다루십니까? 일평균__________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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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측정 도구] 

※ 귀하의 평소 행동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항상 

그렇게 

안한다 

가끔 

그렇게 

한다 

자주 

그렇게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 

1. 1. 나는 사용한 주사바늘을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다.     

2. 나는 사용한 주사바늘을 뚜껑을 

씌워서 버린다.     

3. 나는 주사바늘을 폐기할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일정한 

곳에 두며, 갖고 다니지 않는다.  

    

4. 나는 주사바늘 사용 시 

환자에게 움직이지 않도록 협조 

를 구한다. 

    

5. 나는 주사바늘을 사용 즉시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에 

버린다. 

    

6. 나는 사용한 주사바늘을 환자 

주변에 두고 온 적이 있다.     

7. 나는 주사바늘에 찔리면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치를 받는다. 

    

8. 나는 혈액이나 체액이 점막에 

튀었을 경우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치를 받는다. 

    

9. 나는 혈액이나 체액이 손상된 

피부에 튀었을 경우 감염 

노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치를 

받는다. 

    

10. 나는 혈액이나 체액이 눈이나 

입, 손상된 피부에 튈 위험이 

있으면 개인 보호구 (마스크, 

고글/보안경, 가운 등)를 착용 

한다. 

    

11. 나는 혈액이나 혈액이 보이는 

체액을 만질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12. 나는 혈액과 체액 노출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감염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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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전문화척도] 

※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 또는 근무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영역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보호와 

안전장치 

1. 나의 근무지에서는 손 상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다.  

    

2. 나의 근무지에서는 일회 용 

장갑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관리지원 3. 직무 중 혈액매개감염 

노출로부터 직원을 보호 하는 

것이 부서 안전 관리 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4. 나의 부서에서는 합리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위험한 업무와 절차를 최소 

화한다.  

    

5. 안전과 건강문제에 직원 

참여를 격려한다.     

6. 나의 부서 관리자는 직무 

중 혈액매개 감염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업무 7. 나의 업무 중 표준 

주의(standard precautions) 

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8. 나의 근무 시간은 표준 

주의(standard precautions) 

를 따르는데 충분하다.   

    

9. 나의 업무량은 표준 

주의(standard precautions) 

를 따르는데 적절하다.   

    

피드백/훈련 10. 나의 부서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개선된다.  

    

11. 나의 관리자는 종종 

안전한 실무에 대해서 의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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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개인보호구 사용 

법을 적절히 훈련 받을 

기회가 있어서 혈액매개 감염 

노출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13. 직원들은 근무지에서의 

잠재적 건강 위험물을 알고 

인식하도록 교육 받는다. 

    

14. 나의 부서에서는 병원 

안전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다. 

    

청결/정리정

돈 
15. 나의 근무지는 청결 하게 

유지된다.     

16. 나의 근무지는 정리 정돈 

되어 있다.      

17. 나의 근무지는 사람 들로 

복잡하다.      

갈등/의사소

통 

18. 나의 부서 내에서는 

갈등이 거의 없다.     

19. 나의 부서원들은 서로를 

지지한다.      

20. 나의 부서에서는 관리 

자들과 직원 사이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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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중증도 척도] 

※ 다음은 최근 2 주간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의 불면증에 관한 문제들의 

현재(즉, 최근 2 주간) 심한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없다 약간 중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a. 잠들기 어렵다. 
□ □ □ □ □ 

b.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 □ □ □ □ 

c. 쉽게 깬다. 
□ □ □ □ □ 

2. 현재 수면 양상에 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그저 

그렇다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3. 당신의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나 

당신의 낮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낮에 피곤함, 

직장이나 가사에 일하는 능력, 

집중력, 기억력, 기분 등)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 

약간 

□ 

다소 

□ 

상당히 

□ 

매우 많이 

□ 

4. 불면증으로 인한 장애가 당신의 

삶의 질의 손상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 

약간 

□ 

다소 

□ 

상당히 

□ 

매우 

심하게 

보인다 

□ 

5. 당신은 현재 불면증에 관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 

다소 

□ 

상당히 

□ 

매우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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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중증도 척도] 

※ 아래의 내용을 읽고 오늘을 포함한 최근 1 주 동안 피로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자기 상태에 가장 맞는 숫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피로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2.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 1 2 3 4 5 6 7 

3. 쉽게 피곤해진다. 1 2 3 4 5 6 7 

4. 피로 때문에 신체 기능이 지장을 

받는다. 
1 2 3 4 5 6 7 

5. 피로로 인해 종종 문제가 생긴다. 1 2 3 4 5 6 7 

6.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어렵다. 
1 2 3 4 5 6 7 

7. 피로 때문에 업무나 책임을 다하는데 

지장이 있다. 
1 2 3 4 5 6 7 

8.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증상 

세가지를 뽑는다면 그 중에 피로가 

들어간다. 

1 2 3 4 5 6 7 

9. 피로 때문에 직장, 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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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 일하면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환경 
1.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2.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직무 

요구 

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4.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5.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6.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직무 

자율 

7.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8.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9.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10.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관계 

갈등 

11.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2.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3.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 해주는 사람이 있다. 
    

직무 

불안

정 

14.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5.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직 

체 계 

16.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17.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8.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진다. 
    

19.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보 상 

부적절 

20.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21.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22.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 장 

문 화 

23.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24.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25.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26.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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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도구 사용 허락 이메일 

1) 혈액 체액 노출 사고 측정 도구 및 혈액매개 감염예방 행위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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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omnia severity index (ISI) 

(1) 원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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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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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tigue severity scale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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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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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spital safety climate scale (H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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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or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in shift-working nurses. 

 

Ryu, Jae Geu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Kwon, Smi, PhD., RN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BBFE) accidents are known to be one of the most 

common hazards threatening the health and safety of healthcare workers. Nurses 

who ensure the continuity of patient care around the clock experience frequent BBFE 

incidents amongst healthcare workers. In addition, shift-working nurs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BFE due to the influence of changes in circadian rhythms. To 

our knowledge,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the complicated causes 

of BBFE experienced by shift-working nurses. The tripod causation theory of 

accidents is suitable for systemic explanations about the relations among accidents, 

causative behavior as an immediate cause, and various factors affecting causative 

behavior as pre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1)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BBFE among preventive behavior for BBFE and multifaceted factors that relate to 

the individual (age, tenure,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occupational 

(occupational stress and frequency of night shifts), and organization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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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limate) factors, also (2)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preventive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onditions and the frequency of BBFE.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tudy conducted at two tertiary hospitals located 

in Korea. A total of 258 nurses working shift schedules were recruited. BBFE is 

assessed by frequency and type of BBFE using a tool for measurement of BBFE 

originating from a survey sheet of the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EPINet).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were measured by the Insomnia Severity 

Index (ISI) and Fatigue Severity Scale (FSS), respectively. Occupational stress was 

examined using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26 (KOSS-26). 

Hospital safety climate was evaluated by Hospital Safety Climate Scale (HSC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TAT 14.1 to calculate descriptive statistics,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ithin a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and 

mediating analysis using the PROCESS macro.  

The average frequency of BBFE was 1.3 per year, and 33.8% of subjects 

experienced BBFE more than once. The average score for preventive behavior was 

3.230.49. The average age, tenure, and frequency of night shifts for shift-working 

nurses were 29.454.74 years old, 5.881.62 years, and 5.774.68 per month, 

respectively. The average score for sleep disturbance, fatigue, occupational stress, 

and hospital safety climate were 11.506.08, 4.231.24, 49.6211.15, and 3.160.4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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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ve behavior (F=26.700, p<.001), hospital safety climate (F=16.400, 

p<.001), occupational stress (F=12.942, p<.001), sleep disturbance (F=6.098, 

p=.003), and fatigue (F=5.985, p=.003) were significant among the non-BBFE group, 

the group with low frequency, and the group with high frequency in subjects. The 

results predicted increased frequency of BBFE in subjects with disturbed sleep 

(B=0.644, p=.037), and increased probability of non-BBFE in subjects showing 

higher preventive behavior (B=2.542, p=.007) and hospital safety climate (B=3.192, 

p=.026). Preventive behavior had an in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the frequency of BBFE, having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safety climate and the 

frequency of BBF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leep disturbance was a risk factor and 

preventive behavior and hospital safety climate were preventive factors with regard 

to BBFE occurrence. Additionally, the preventive behavior had mediating effects on 

occupational stress-BBFE and hospital safety climate-BBFE relationships. We 

suggest individual and systemic efforts to improve sleep, preventive behavior, 

occupational stress, and hospital safety climate to prevent BBFE occurrence.  

  

Keywords: Shift-working nurse,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Infection 

Prevention, Sleep, Organizational culture, Occupational stress 

Student Number: 2017-3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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