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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경: 본 연구는 요양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는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와 

사용하는 손위생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여 요양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지침 개발 및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로, 경기도 소재 502병상의 

일개 요양병원에서 시행되었다.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은닉관찰법을 사용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13회(토요일 6회, 일요일 6회, 주중 공휴일 1회)에 걸쳐 1인의 

연구자가 방문객의 손위생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관 5개 병동에서 각 

병동당 손위생 기회순간 200건을 관찰하였으며, 손위생 관찰을 위해 

WHO의 손위생 관찰 도구를 방문객의 특성에 맞춰 일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관찰 행위 종류 중 방문객과 관련 없는 ‘치료적 

행위 시행 전’은 제외시켰으며 대상자의 직종을 적는 대신 대상자가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 그룹(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및 성별을 

기록하였다.  

결과: 총 766명의 방문객으로부터 1,000건의 손위생 기회순간을 관찰한 

결과, 전체 손위생 수행률은 20.3%로 나타났다. 연령 그룹별 손위생 

수행률은 성인 23.4%, 청소년 15.8%, 아동 9.4%, 노인 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성별에 따른 손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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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 또한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 83.5%, ‘환자와 접촉 전’ 16.1%, ‘환자와 

접촉 후’ 14.0%,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은 94건,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109건 관찰되었으며, 연령 그룹별 손위생 방법 

사용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20).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그룹에서만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보다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관찰 

행위 종류별 손위생 방법 사용 빈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p<0.001), ‘환자와 접촉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보다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손위생 방법 사용 

빈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에 

해당하는 79건 중, 방문객이 노출된 체액 종류로는 타액(48.1%)이 가장 

많았다.  

결론: 접촉을 통한 감염성 균주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방문객이 환자의 체액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20.3%의 방문객 

손위생 수행률은 매우 낮은 수치이며,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를 제외한 나머지 손위생이 필요한 순간에서의 손위생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손위생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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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른 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실태를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낮은 

손위생 수행률을 증진시킬 방안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지침 

및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요양병원, 병원 방문객, 손위생, 수행률, 은닉관찰 

학  번: 2016-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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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손은 병원 환경에서 미생물 전파에 가장 좋은 매개체이며 손위생은 

손을 통한 미생물의 전파를 줄여주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a). 손위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방문객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병원내 감염관리에서 가장 

주요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법이다(질병관리본부, 2014). 손위생 

수행률은 감염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표로(WHO, 2009b), 

국내 88.8%의 의료기관에서 직원 대상의 손위생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정선영, 김옥선, & 이지영, 2014). WHO에 따르면, 2007년도 이후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은 통상적으로 30–80%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9b). 국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은 32–

95%로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송주연 & 정인숙, 2015; 오향순, 2015a, 

2015b). 전 세계적으로 손위생 수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진에게 

손위생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병원내 알코올 손소독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손위생 모니터링 및 피드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Kingston, O'Connell, & Dunne, 2016; Neo, 

Sagha-Zadeh, Vielemeyer, & Franklin, 2016). 그리고 이러한 중재의 결과로 

향상된 손위생 수행률이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다(MacDonald, Dinah, MacKenzie, & Wilson, 2004; Monistrol et al., 

2012; Pittet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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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객 역시 감염원으로 볼 수 

있으나(Siegel, Rhinehart, Jackson, Chiarello, &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병원 방문객이 감염 전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 하지만, 전국 26개 의료기관의 

환자 36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병원내 감염실태를 조사한 안형식 

(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는 병동의 감염 

발생률은 1일 1,000명당 6.9명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 병동의 감염 

발생률인 2.1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의료진 외 

드나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감염관리는 취약해지기 쉬우며, 2015년, 한국-

WHO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합동 평가단은 한국 특유의 

병문안 문화로 비롯된 방문객의 자유로운 병동 출입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2015년 국내 MERS 

확진 환자 중 34.9%(65명)가 보호자 또는 방문객이었고(대한의사협회, 

2016), 이는 국내 의료관련 감염관리에서 방문객이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의 대부분의 

감염관리지침은 의료인 또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감염관리지침의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Banach, Bearman, Morgan, & Munoz-Price, 2015; Kang, Weber, 

Mark, & Rutala, 2014; Munoz-Price et al., 2015).  

감염관리활동 중 손위생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며(질병관리본부, 2014), 방문객의 손위생은 환자 접촉 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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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Banach et al.,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에서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은 0.52-57%로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보고되었다(Birnbach, Rosen, Fitzpatrick, Arheart, & Munoz-Price, 2015; Hobbs, 

Robinson, Neyens, & Steed, 2016; Randle, Arthur, & Vaughan, 2010). 병문안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방문객의 병실 출입이 잦은 국내 의료기관 

환경상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부족한 자원과 인력 등으로 국내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손위생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수가 2005년 202개소, 2011년 900개소, 2016년 

1,428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고,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을 갖고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전염성 질환이나 기회감염에 노출되기 

쉽다(국립보건원, 2003).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전담 인력 및 

감염관리지침의 부족과 더불어, 간병인이나 다른 환자와의 일상적인 

대면 접촉(daily face to face contacts)과 같은 교차감염을 증가시키는 높은 

빈도의 사회적 접촉(high frequency of social contacts)도 요양병원에서 

의료관련감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WHO, 2012).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내 감염관리 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6.3%, 감염관리지침서를 보유한 기관은 44.7%,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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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있는 기관은 36.8%로 모두 겸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09). 이처럼 아직 대부분의 국내 

요양병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칙 이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하여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 실태를 확인하고, 요양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지침 개발과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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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 실태를 직접 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관찰 세부 항목별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를 

확인하여 요양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지침 개발과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파악한다. 

2) 연령 그룹별, 성별에 따른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를 확인한다. 

3) 행위 종류에 따른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를 확인한다. 

4)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사용하는 손위생 방법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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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  

의료법 제3조5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30개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2010년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나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이다.  

2) 손위생(hand hygiene) 

손위생(hand hygiene)은 물과 일반 비누 또는 항균(antimicrobial)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손씻기(hand washing), 물없이 피부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소독하는 행위인 손마찰(hand rubbing)과 

수술이나 시술 전 항균 제제를 이용해 손씻기나 손마찰을 하는 행위인 

수술 전 손소독(surgical hand antisepsis)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WHO, 2009b). 

3)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은 손위생을 수행한 행위 횟수를 손위생이 필요한 

기회횟수의 총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수행 횟수와 

기회횟수의 총합 사이의 일치 정도를 나타낸다(질병관리본부, 2014).  

손위생 수행률 =
손위생 수행 횟수

손위생이 필요한 기회횟수의 총합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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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손위생 수행률에 관한 연구 

1981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보고된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위생 

수행률을 비교한 WHO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위생 

수행률은 12-100%로, 국가, 관찰 방법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다(WHO, 2009b). 비교적 최근 국내 1,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에서 총 1,895명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을 

WHO에서 권고하는 직접 관찰 방법 중 노출관찰(overt observation)을 통해 

조사한 오향순 (2015a)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은 94.1%로 나타났다. 동일한 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대학병원내 313병상 규모의 소아병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5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손위생 수행률은 95.3%로 높게 

나타났다(오향순, 2015b). 하지만 이 두 연구는 의료기관인증평가 기간 

또는 대비 기간 동안 실시된 연구로, 일시적으로 높아진 손위생 

수행률일 가능성과 노출관찰로 인한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주연 & 정인숙 (2015)의 

연구에서도 직접 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개월 동안 

노출관찰을 시행하여 조사한 손위생 수행률은 77.8%, 5개월 동안 

은닉관찰(covert observation)을 시행하여 조사한 손위생 수행률은 3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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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Eveillard et al. (2010)는 재활병원 두 곳에서 WHO 기준에 맞추어 

손위생 수행률을 직접 관찰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은 7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총 525명이 입원한 

요양병원 두 곳에서 요양병원 종사자의 손위생 수행률을 직접 관찰 

조사한 Smith, Carusone, & Loeb (2008)의 연구에서는 손위생 수행률이 

14.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접 관찰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요양병원내 손위생 수행률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 정도를 알아본 이덕자, 고성희 & 이영희 (2015)의 연구에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손위생 실천도를 조사하였을 때, 5점 만점에 

4.45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지현 & 이가언 (2012)도 국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212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손위생 실천도를 

조사하였고, 5점 만점에 4.0점을 나타냈다. 

국내에는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국외에서는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손위생 관련 연구가 보고되었다. 병원 로비에서 

총 3,000명의 방문객을 관찰한 Birnbach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방문객들의 손위생 수행률은 0.52–11.67%로, 병원 로비에서의 손위생 

수행률만을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Hobbs et al. (2016)가 병원 로비에서의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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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로 총 6,603명의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의 손위생 수행률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3.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Vaidotas et al. (2015)도 병원입구에서 33주 동안 

방문객의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여부를 관찰한 결과, 직접 관찰 방법을 

통한 손위생 수행률은 1.7–2.2%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고, 전자 자동 

모니터 기계로 산정한 손위생 수행률은 그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7.1–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병동 또는 중환자실 내에서의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손위생 수행률은 낮게 나타났다. 소아 

병동에서 WHO의 손위생 관찰 도구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의 손위생을 함께 조사한 Randle, Firth, & Vaughan (2013) 연구에서도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은 23%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Randle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WHO의 손위생 관찰 도구를 이용하여 병동 두 

곳에서 24시간 동안의 손위생 관찰을 직접 시행한 결과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은 57%로 나타났다. Birnbach et al. (2015)는 중환자실에 방문한 

55명의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직접 관찰한 결과 63.6%에 해당하는 

35명이 손위생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중 8명의 손에서 Gran-negative rods, 

1명의 손에서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가 배양됨을 

확인하여 방문객 손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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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위생 수행이 의료관련감염에 미치는 영향 

손위생이 손의 미생물 성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며, 집락균 및 

내성균의 전파를 막아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WHO, 2009a). 하지만 의료관련감염에 손위생 수행률을 

비롯하여 병원내 안전 문화, 위생 시설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관련감염 발생률과 손위생 수행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엄격한 연구 설계와 적절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Backman, Zoutman, & Marck,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 향상이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몇몇 연구가 있다. 

손위생 수행률과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첫 번째 연구는 Pittet et al. (2000)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침상 옆에 배치하고, 손위생 수행 피드백과 관련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 중재를 통해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이 

48%에서 66%로 향상되었을 때, 전체 의료관련감염 발생 유병률이 

16.9%에서 9.9%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onistrol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의료인의 손위생 수행률이 54.3%에서 75.8%로 

향상되었을 때, MRSA 발생밀도가 재원 일수 1,000일당 0.92에서 0.25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MacDonald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손소독제를 도입하고 손위생 수행 피드백 활동을 시작한 이후 환자 접촉 

전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이 20%에서 47%로, 환자 접촉 후 손위생 



 

 

 

 

11 

수행률은 42%에서 78%로 향상되었다. 같은 기간 병원내 MRSA 

발생률도 1.9%에서 0.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Helder, Brug, Looman, van 

Goudoever, & Kornelisse (2010)의 연구에서는 손위생 교육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이 65%에서 88%로 향상되었을 때, 

전체 의료관련감염 발생 유병률이 17.3%에서 13.5%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Pessoa-Silva et al. (2005) 연구에서도, 손위생 인식개선을 

위한 포커스그룹 활동, 포스터 및 손위생 수행 피드백 제공 등의 

다각적인 중재로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률이 42%에서 55%로 향상되었을 

때, 저출생체중아에서 전체 의료관련감염 발생이 60%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Hocine and Temime (2015)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요양시설에서의 감염관련 지표와 손위생 수행률을 함께 보고한 2010년 

이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해당하는 연구 56건 

중 63%에 해당하는 35건의 연구에서 손위생 수행률이 향상되었을 때,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호흡기 질환 발생률과 

MRSA 발생률 등 감염관련 지표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Ho, 

Seto, Wong, & Wong (2012)은 요양병원에서 WHO의 다각적 중재 모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위생 수행률이 27%에서 60.6%로 

향상되었을 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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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손위생 수행은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손위생 수행률 조사 방법 및 도구 

손위생 수행률 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자료 

수집 방법과 손위생 평가 지침에 충실히 따른 정도에 달려 

있다(질병관리본부, 2014).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찰하여 손위생 수행률을 산정하는 방법(Hobbs et al., 2016; 송주연 & 

정인숙, 2015),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손위생 인식도 

및 실천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덕자 외., 2015)과 손위생 관련 제품의 

사용량으로 손위생 수행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Haubitz et al., 2016)이 있다. 

자동 모니터 체계와 같이 손위생 수행 감시를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기계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Vaidotas et al., 2015)도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이상적인 손위생 수행률 조사 방법으로 WHO에서 

권고하는 방법은 관찰자가 직접 관찰하여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하는 

직접관찰 방법이다. 직접관찰법은 손위생 전 과정을 높은 신뢰도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관찰 중 손위생의 정도, 시간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HO, 2009a).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훈련된 관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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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순, 2015a). 또한 관찰자료의 타당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찰자는 

WHO 손위생 관찰자 시나리오 및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시범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한다(The Joint Commission, 2009).  

직접관찰 방법을 사용하여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은 관찰 편향(observation bias), 관찰자 편향(observer bias), 

관찰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대표적이다(WHO, 2009b). 관찰 편향은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라 불리기도 하며, 관찰자의 존재를 의식하여 

관찰 대상이 본래 의도,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를 의미한다(Parsons, 1974). 실제로 손위생 수행률은 관찰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정확한 수행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정현, 정재심, 김미나, 박정륜, & 최혜란, 2014; 송주연 & 정인숙, 

2015). 단순한 손위생 수행률 기초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은닉관찰을 시행하는 것이 관찰 편향을 줄여줄 수 있다(WHO, 2009b). 

관찰자 편향은 여러 관찰자가 관찰에 참여하는 경우 관찰자 간의 관찰 

방법 차이로 인한 계통적 오류(systematic error)를 의미한다(The Joint 

Commission, 2009). 관찰자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고정된 관찰자로 설정하여 동일한 관찰자 교육을 받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관찰 지침에 충실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Dhar et al., 2010). 관찰자 선택 편향은 선택된 관찰 대상, 관찰 

장소, 관찰 시간이 대표성이 결여되어 생길 수 있는 편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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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The Joint Commission, 2009). 관찰자 선택 편향은 관찰 장소, 

시간,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최소화하거나(WHO, 2009a), 비디오 

녹화를 통한 손위생 수행률 관찰이나 자동 모니터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Vaidotas et al., 2015). 

손위생 관찰 도구는 WHO (2009b),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16), 

질병관리본부 (2014), 캐나다 환자안전기구(Canadian Patient Safety Institute) 

(2009) 등에서 개발한 도구가 있다. 이 중 WHO의 관찰 도구는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25개 이상의 국가에서 손위생 증진 활동을 위한 도구 

개발 및 캠페인 시 표본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The Joint Commission, 2009). 국내에서도 

WHO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하여 손위생 수행률을 직접 관찰 

조사한 연구가 있다(김홍빈, 2013; 오향순, 2015b). WHO의 도구는 가장 

자세하게 손위생 수행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손위생이 필요한 

기회순간별, 손위생 방법별 수행률을 산정하기 쉽게 만들어졌지만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The Joint Commiss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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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 틀 

본 연구는 직접관찰 방법을 통해 요양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관찰 세부 항목별 손위생 수행률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 틀로써 감염의 연쇄 사슬(Chain of 

infection) 모델을 일부 변형시켜 적용하였다.  

감염의 연쇄 사슬 모델은 병원체(Infectious agents), 병원소(Reservoir), 

출구(Portal of exit), 전파 방식(Mode of Infection), 입구(Portal of entry), 

새로운 숙주(Susceptible host), 이상 총 여섯 개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간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전염성 

질병이 전파되는 경로를 이해하고, 감염 전파 경로를 미리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APIC], 2014). 감염의 연쇄 사슬 모델의 여섯 요소 중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타감염원이 

될 수 있는 미생물을 의미한다. 병원소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개체가 이로부터 감염될 수 있게 하는 장소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숙주를 의미한다. 출구는 병원체가 병원소를 벗어나는 통로를 의미하며 

인체가 병원소인 경우에는 배설물, 기침 등이 출구가 될 수 있다. 

전파방식은 직접전파와 간접전파로 나눠지며 직접 접촉, 비말 전염 등은 

직접전파에 속하며, 공기 중 떠다니는 전염 인자를 흡인하여 전염되거나 

물, 토양과 같은 무생물 또는 곤충, 새와 같은 생물을 매개체로 하여 

병원체가 전달되는 전파방식은 간접전파에 속한다. 입구는 병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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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숙주에 침입하는 경로를 의미하며 인체의 경우 피부,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이 입구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숙주는 이론상 모든 사람이 

가능하나 면역상태와 같은 건강상태가 감염에 대한 신체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각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슬 중 일부의 연결을 

해제시키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전파를 막거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APIC, 2016). 사슬의 연결을 해제시키는 방법으로는 격리, 환경소독, 

예방접종,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개인 수준에서 시행하기에 용이한 방법은 손위생으로 알려져 있다(WHO, 

2009b). 방문객의 손위생은 환자 접촉 전, 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환자 또는 방문객에 병원체가 침입하거나 병원 환경 내에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Banach et al., 2015).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방문객 손위생의 중요성을 

감염의 연쇄 사슬 모델에 적용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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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reaking the Chain of Infection with Visitor’s hand hygiene. Adapted from 

“Prevention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U.S. hospital settings (Doctoral 

dissertation),” by J. Kang, 2012,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UMI No. 3549677), p. 6 ‘Figure 1.1 Explanatory diagram for the chai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Copyright 2011 by JaHyun Kang. Adapt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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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로, 일개 요양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은닉관찰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시행 기관 

본 연구에서 손위생 관찰을 시행한 기관은 경기도에 위치한 500여 

병상의 요양병원이다. 병원은 본관 5병동과 신관 3병동으로, 총 8개 

병동으로 이뤄져 있다. 본관은 주로 5-6인실로 구성되어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의사의 관찰과 처치가 필요한 장기입원 노인환자들이 입원해 

있으며, 본관 5개 병동간 환자의 중증도 및 주진료과 등의 병동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신관은 1-4인실로 구성된 항암센터로 암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병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방문객 또한 본관에 

비해 적어 손위생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관찰은 본관 5개 

병동(360병상)에서만 시행되었다. 병원입구, 승강기문, 간호사스테이션, 

각 병실 앞에는 알코올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손위생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이 병원입구 및 각층 승강기옆에 부착되어 있다. 

병실내에는 지남력이 떨어지는 치매노인환자가 다수 입원한 점을 

고려하여 환자안전상의 문제로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본관의 

모든 병실에는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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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관찰대상자는 의료진, 상주하는 간병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관찰 당일 환자와 대화하고 대면했거나 또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 병문안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방문객이다. 병원 방문객 

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환자의 주변 환경을 접촉한 자, 총 

7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WHO의 손위생 관찰 도구를 도입하여 방문객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2009년에 개정된 WHO의 손위생 

관찰 도구로, 관찰 장소(국가, 도시, 기관, 병동, 부서), 관찰 시간(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회차 번호, 세션 번호)과 관찰자 이니셜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부록 1). 또한 원 도구에는 대상자의 직종, 손위생 

수행 여부(‘알코올 젤로 손위생’, ‘물과 비누로 손위생’, ‘미 시행’, ‘장갑 

착용 상태’)와 관찰 행위 종류(‘환자와 접촉 전’, ‘치료적 행위 시행 전’,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 ‘환자와 접촉 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 페이지에 최대 총 4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손위생 기회순간을 최대 8회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WHO, 2009b). 

방문객 손위생 관찰은 은닉관찰을 시행하여 직종과 같은 방문객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한 손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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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도구(부록 2)를 사용하였다. 관찰 장소, 관찰 시간, 관찰자 정보, 

손위생 수행 여부는 동일하게 기록하되 대상자의 직종 대신 이전 

연구(Hobbs et al., 2016; Pittet et al., 2004)에서 손위생 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대상자의 성별과 대상자의 연령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다만, 은닉관찰을 위해 대상자의 추정된 성별과 대상자가 속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그룹을 기록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연령그룹은 아동(만 

14세 미만), 청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만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과 

달리 방문객이 직접 치료적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행위 종류 중 방문객과 관련 없는 ‘치료적 행위 시행 전’을 

제외한 ‘환자와 접촉 전’, ‘환자와 접촉 후’,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로 총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기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방문객의 해당 손위생 기회순간 관련 

상황과 노출된 체액 종류 등을 간단히 기록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란을 만들어 보완하였다. 관찰 시 대상자가 노출된 환자의 

체액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노출된 체액 종류를 복수로 

표시하여 모두 기록하였다. 2017년 6월 17일 3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예비조사 결과, 관찰 1회 동안 1명의 방문객으로부터 관찰가능한 

기회횟수는 대부분 2건을 넘지 않았고 최대 관찰 기회횟수가 4건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사용할 도구는 원 도구와는 다르게 한 페이지에 

최대 5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손위생 기회순간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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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한 병원에 자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없어 병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IRB의 최종 승인(1706/003-005)을 받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부분의 방문객이 몰리는 

토요일(6회), 일요일(6회) 및 주중 공휴일(1회)에 총 13회에 걸쳐 상급 

종합 병원에서 손위생 감시활동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손위생 관찰 시 평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동안의 관찰이 현실적인 여건 상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관찰은 관찰이 용이한 점심식사 

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이뤄졌다. 일부 

관찰은 저녁식사 시간 전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진행되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2014)의 지침대로 1세션당 1개 병동을 

30분 단위 (20~30분 관찰, 관찰자 이동시간 포함)로 관찰하였다. 

질병관리본부(2014)와 WHO(2009b)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위해서 

관찰하는 단위(부서)마다 최소 200 기회횟수 이상의 관찰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각 병동당 손위생 기회횟수 

200건(5개 병동, 총 1,000건)을 관찰하였다. 연구자 1인의 관찰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동시에 관찰 가능한 최대 방문객 수는 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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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4). 방문 시간이 길거나 자주 방문하는 특정 

방문객으로 인해 손위생 수행률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연구자가 기억하는 한 동일한 방문객은 다음 회차의 관찰부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1명의 방문객은 오직 1회의 관찰에만 

참여하도록 제한하였다. 

은닉관찰 특성상, 대상 방문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으므로, 대신에 관찰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병원입구에 대략적인 관찰 

기간, 관찰 목적, 연구자 연락처가 명시된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현재 

방문객 손위생 관찰을 실시 중이며 참여에 원하지 않는 방문객은 의료진 

또는 연구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였다. 연구자는 일상복을 입고, 다른 

방문객들 사이에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은닉관찰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대상인 방문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방문객의 

추정된 성별과 방문객이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 그룹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 식별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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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손위생 수행률은 용어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손위생을 

수행한 행위 횟수를 손위생이 필요한 기회횟수의 총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2) 방문객의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관찰 건수에 대해 빈도, 

백분율 등의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방문객의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는 손위생 수행률을 구한 후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 방문객의 성별 사용하는 손위생 방법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5) 방문객의 연령 그룹별, 행위 종류별 사용하는 손위생 방법의 

차이는 기대 빈도가 5이하인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6) 검정을 위한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value<0.05로 정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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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손위생 수행률 

연구 기간 중 손위생 관찰을 시행한 대상자는 총 766명으로 1명당 

관찰한 평균 기회순간은 1.31건이었다. 총 1,000건의 관찰 중 손위생을 

시행한 경우는 203건으로 전체 손위생 수행률은 20.3%로 나타났으며, 

손위생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797건으로 79.7%로 나타났다.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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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Results of Hand hygiene Practices among Visitor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Category 

No. of 

subjects 

HH 

opportunities 

Mean No. of 

opportunities 

Hand Hygiene 

p-value† 

Washed 

hands 

Did not 

wash hands 

Age group*      <0.001 

 Children (<14 years) 30 _53 (_5.3) 1.77 __5 (_9.4) _48 (90.6)  

 Adolescents (14–18 years) 78 120 (12.0) 1.54 _19 (15.8) 101 (84.2)  

 Adults (19–64 years) 584 730 (73.0) 1.25 171 (23.4) 559 (76.6)  

 The elderly (≥ 65 years) 74 _97 (_9.7) 1.31 __8 (_8.2) _89 (91.8)  

Gender      0.834 

 Female 331 427 (42.7) 1.29 _88 (20.6) 339 (79.4)  

 Male 435 573 (57.3) 1.32 115 (20.1) 458 (79.9)  

HH 4 moments      <0.001 

 Before touching a patient  620 (62.0)  100 (16.1) 520 (83.9)  

 After body fluid exposure risk  _79 (_7.9)  _66 (83.5) _13 (16.5)  

 After touching a patient  221 (22.1)  _31 (14.0) 190 (86.0)  

 After touching a patient’s surroundings  _80 (_8.0)  __6 (_7.5) _74 (92.5)  

Values are N (%)  

HH, hand hygiene 

*Estimated age categories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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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그룹별 손위생 수행률은 추정된 연령이 성인에 해당하는 

그룹이 손위생 수행률 23.4%를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에 

해당하는 그룹이 손위생 수행률 8.2%를 보이며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은 총 4가지 행위 종류 중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손위생 수행률이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에 해당하는 경우에선 

손위생 수행률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위 종류에 따른 연령 

그룹별 손위생 수행률은 다음과 같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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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nd hygiene Compliance by Ag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Four Moments 

 

 

Category Children Adolescents Adults The elderly 

Overall 

compliance (%) 

HH 4 Moments      

 Before touching a patient _7.1 (2/28) _21.7 (15/69) __17.2 (80/464) -_5.1 (3/59) 16.1 

 After body fluid exposure risk 66.6 (2/3) ___.0 ( 0/0) __89.4 (59/66) _50.0 (5/10) 83.5 

 After touching a patient _5.0 (1/20) __8.9 ( 4/45) __19.4 (26/134) _0 (0/22) 14.0 

 After touching a patient’s surroundings __.0 (0/2) ___.0 ( 0/6) ___9.1 ( 6/66) _0 (0/6) _7.5 

Total _9.4 (5/53) _15.8 (19/120) __23.4 (171/730) ...8.2 (8/97)  

Values are a percentage (number of compliant/total number of observations) or as otherwise indicated. 

HH, hand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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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에 해당하는 경우, 관찰 건수가 

0건인 청소년 그룹을 제외한 모든 연령 그룹에서 50–89.4%로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 중 가장 높은 손위생 수행률을 나타냈다.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이 행위 종류에 따른 손위생 수행률 중 가장 

수행률이 낮았으며, 9.1%의 손위생 수행률을 나타낸 성인 그룹을 제외한 

모든 연령 그룹에서 손위생 수행률이 0%로 나타났다.  

 

2. 손위생 수행 방법 

손위생을 시행한 203건 중 알코올 젤을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한 

경우는 94건(46.3%),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한 경우는 

109건(53.7%)으로, 전반적으로 두 종류의 손위생 수행 방법이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추정된 연령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룹에서만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보다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외, 추정된 연령이 아동, 성인, 노인에 해당하는 그룹에서는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보다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손위생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가지 행위 종류 중 ‘환자와 접촉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보다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사용한 손위생 수행 방법 빈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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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Hand hygiene Methods Used by Visitor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Category 

Methods 

p-value 

Alcohol 

gel 

Soap 

& water 

Age group*   0.020† 

Children (<14 years) 2 (40.0) 3 (60.0)  

 Adolescents (14–18 years) ..15 (78.9) 4 (21.1)  

 Adults (19–64 years) ..74 (43.3) ..97 (56.7)  

 The elderly (≥ 65 years) …3 (37.5) 5 (62.5)  

Gender   0.287‡ 

 Female ..37 (42.0) ..51 (58.0)  

Male  ..57 (49.6) ..58 (50.4)  

HH 4 moments   <0.001† 

 Before touching a patient ..73 (73.0) ..27 (27.0)  

 After body fluid exposure risk ....4 (06.1) . 62 (93.9)  

 After touching a patient ..14 (45.2) ..17 (54.8)  

 After touching a patient’s 

 surroundings 

…3 (50.0) 3 (50.0)  

Values are N (%). 

HH, hand hygiene 

*Estimated age categories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  

3. 노출된 체액에 따른 손위생 수행률 및 방법 

방문객이 노출된 체액 종류별 관련 행위와 손위생 수행률은 다음과 

같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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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nd hygiene Compliance and Exposure Behaviors to Different Types of Body Fluid 

Type Exposure behaviors (N) 

No. of 

exposures 

HH 

compliance (%) 

Methods 

Alcohol gel 

Soap  

& water 

Blood Touched the insertion site of the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and 

central venous catheters (7) 

7 57.1 0 (0) …4 (100.0) 

 

Excretions Assisted caregiver to change diapers (9) 

Emptying patient’s urine bag (5) 

14 92.9 1 (7.7) 012 (92.3) 

Secretions Helped patients to change clothes (5) 

Cleaned the patient’s body (2) 

Touched drainage tube (2) 

9 88.9 1 (12.5) …7 (87.5) 

Saliva Assisted patients’ eating (20) 

Wiped saliva when the patient drooled (8) 

Brushed patient’s teeth (7) 

35 91.4 1 (3.1) 031 (96.9) 

Sputum Helped patients to expectorate (7) 7 71.4 …1 (20.0) …4 (80.0) 

Nasal secretions Helped patients to blow their noses (3) 3 33.3 …0 (0) …1 (100.0) 

Combined 

Saliva & sputum  Wiped saliva when the patient drooled and helped patients to 

 expectorate continuously (2) 

2 50.0 …0 (0) …1 (100.0) 

Saliva & Secretions Brushed patient’s teeth and cleaned the patient’s body at the same time (1) 1 ..100.0 …0 (0) …1 (100.0) 

Blood & Secretions Touched the insertion site of catheter and pigtail when the visitor helped 

patients to change clothes (1) 

1 ..100.0 …0 (0) …1 (100.0) 

 Total 79 83.5 …4 (6.1) ..62 (93.9) 

Values are N (%). 

HH, hand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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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체액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가 4건이 있었으며, 방문객이 

노출될 환자의 체액 종류는 혈액, 대소변, 유치 도뇨관을 제외한 기타 

배액관으로부터의 체액, 타액, 객담 등이 관찰되었다. 환자의 타액이 

노출된 체액 중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체액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타액에 노출된 38건의 손위생 수행률은 8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8건의 손위생 수행률은 62.5%로 나타났으며, 

혈액에 노출되는 경우 모두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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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요양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연구이며, WHO (2009b)의 

손위생 관찰 도구를 방문객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방문객 손위생 

수행률을 조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양병원 방문객 손위생 수행률은 20.3%로 

국내 여러 선행 연구 결과(송주연 & 정인숙, 2015; 오향순, 2015a)에서 

보여준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위생 수행률(32–95%)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률에 관한 국외 연구 

결과(Birnbach et al., 2012; Hobbs, Robinson, Neyens, & Steed, 2016; Willison-

Parry, Haidar, Martini, & Coates, 2013)의 손위생 수행률(0.52–36.3%)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방문객의 출입이 잦고 가까운 친인척 

다수가 모여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를 가진 국내의 병원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방문객의 손위생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내 방문객의 

낮은 손위생 수행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령 그룹별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 연령 그룹이 성인인 경우 손위생 수행률이 23.4%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83.5%의 높은 손위생 수행률을 보인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에 해당하는 79건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66건이 성인의 경우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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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그룹의 손위생 수행률은 9.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구를 

시행한 일개 요양병원의 주 방문객은 성인으로 총 관찰대상자의 

73.0%를 차지하며 아동은 5.3%로 방문객의 주된 연령 그룹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1인당 기회순간 관찰 건수가 1.77건으로 방문객 

1인당 평균 기회순간 관찰 건수인 1.31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 

관찰 건수에서 4가지 행위 중 ‘환자와 접촉 후’에 해당하는 비율이 

37.7%(20/53)로 성인과 노인의 18.4%(134/730), 22.7%(22/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 관찰 시, 부모에 의한 통제가 쉽지 않아 환자와 접촉 후 

병원을 돌아다니며 공용 물품을 접촉하거나, 주변 환자를 접촉하여 

교차감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야기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은 병원 환경에서 감염 전파의 잠재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면역력으로 아동 본인을 위해서라도 

손위생 수행을 더욱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Pessoa-Silva et al., 2007). 

또한 아동 연령 그룹에서 손위생을 실시한 5건의 관찰 중 4건의 경우, 

아동이 손위생을 수행하는 부모를 따라 하거나 부모의 보조 하에 

손위생을 실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아동과 부모를 함께 손위생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의 손위생 수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총 4가지의 관찰 행위 종류 중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행위가 

‘환자와 접촉 전’(62.0%)과 ‘환자와 접촉 후’(22.1%)임에도 불구하고 

수행률은 16.1%, 14.0%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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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는 7.9%로 가장 적게 관찰되었지만 

손위생 수행률은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환자의 체액에 

노출 후 손위생 수행률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Randle et al., 2010; 

WHO, 2009b) 결과와 일치한다. 관찰 결과, 대부분의 방문객이 눈에 

보이는 체액 오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손위생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외 눈에 띄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손위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에 

해당하는 관찰 행위의 경우, 9.1%의 손위생 수행률을 보인 성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 그룹에서 모두 0%(N=14)의 극히 낮은 손위생 

수행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환자의 주변 환경을 접촉한 후의 손위생 

수행률이 가장 저조했던 FitzGerald, Moore, & Wilson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손위생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눈에 띄는 오염만이 

오염이 아니라 단순한 피부 접촉 또는 환자의 주변 환경을 접촉하는 

행위로부터 미생물 전파가 가능함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과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연령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 그룹이 아동인 경우 부모를 따라 똑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손위생 수행 시 알코올 젤을 이용하는 

비율이 성인 43.3%, 아동 40.0%로 유사하였다. 관찰대상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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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청소년인 경우에서만 알코올 젤을 이용하는 손위생 방법을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손위생 방법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Hobbs et al. (2016)의 연구에서 중년과 

노인 연령 그룹에 비해 어린 연령 그룹에서 알코올 젤을 이용하는 

손위생 방법을 선호한다고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장기 요양 

시설에 입원하는 대상자는 이전의 잦은 병원 입원 경험으로 인해 입원 

시 이미 다제내성균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Kahvecioglu et al., 2014), 

요양 시설 내에서 대상자 간 교차감염에 의해 다제내성균 전파가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O'Fallon, Kandel, Schreiber, & D'Agata, 2010), 연구를 

시행한 요양병원과 같은 장기 요양 시설에서 다제내성균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제내성균 중 Clostridium difficile과 같은 아포가 있는 

다제내성균에서는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마찰 방법보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방법이 아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Jabbar et 

al., 2010), 요양병원에서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이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위생 

관찰을 시행한 해당 요양병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서 알코올 

젤 손위생 소독제 사용을 도입했지만, 요양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에 대해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행위 종류별 사용한 손위생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체액에 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에 물과 비누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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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위생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을 시행한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의 낮은 지남력과 다수의 치매 환자가 입원해있는 

점을 고려하여 병동 내부나 침상 주변에는 알코올 젤 소독제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각 병동 입구에는 알코올 젤 소독제가 배치되어 

있었고 각 병동 내에 화장실이 있었다. 따라서 체액에 노출된 경우에는 

굳이 병실 입구의 알코올 젤을 이용하기보다 병실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하는 손위생 방법의 

차이에 이 같은 요양병원의 특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 

안전상 문제로 알코올 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손위생 홍보 및 교육 

방안과는 차별화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손위생 수행률 증진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방문객이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출되는 체액은 주로 환자의 타액, 대소변, 

객담 등이었으나 드물게 혈액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 기간 

동안 대부분의 방문객이 1명의 환자를 방문하여 환자와 가벼운 피부 

접촉을 하는 수준의 행위(인사, 팔, 다리 등의 신체 마사지, 부축 등)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접촉을 통한 감염성 균주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방문객이 환자의 체액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교육 및 손위생 수행률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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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요양병원에서 시행된 손위생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복되는 인원은 1회만 

관찰 후 다음 회차의 관찰에서 제외하고자 했으나 연구자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방문객별 손위생 수행 

시간과 수행 방법의 적절성은 측정하지 못하였다. 은닉관찰의 한계로 

방문객의 연령 그룹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누어 그 이상 

세분화하지 못했으며, 이 연구 결과는 주말 및 공휴일의 특정 

시간대에만 관찰을 시행한 결과이므로 24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손위생 

수행률을 모두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은닉관찰을 시행했지만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다른 방문객들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WHO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위생지침 권고에 최대한 따라 병문안 문화가 특징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요양병원 방문객에 초점을 맞추어 은닉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손위생 수행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서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손위생 

수행률에는 손위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시스템 

변화, 사회 통념, 관련 정책, 행동 과학적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ngston et al., 2016).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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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지침 및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 방문객의 손위생 수행에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와 

방문객의 손위생 실태를 확대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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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지표 중 

가장 기본적인 손위생 수행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직접적인 

은닉관찰 연구로, 관찰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일개 노인 요양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766명이었으며, 총 1,000건의 손위생 기회순간을 

관찰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 중 토요일 6회, 일요일 6회, 공휴일(화요일) 1회, 총 

13회에 걸쳐 은닉관찰법을 통해 연구자 1인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WHO의 관찰 도구를 연구자가 방문객에 맞도록 일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양병원 방문객의 전체 손위생 수행률은 20.3%로 나타났다. 

2. 추정된 연령 그룹별 손위생 수행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연령 그룹별 손위생 수행률은 성인(23.4%), 

청소년(15.8%), 아동(9.4%), 노인(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손위생 수행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834). 

3. 관찰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관찰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은 ‘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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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가능한 행위 시행 후’ (83.5%), ‘환자와 접촉 전’ (16.1%), 

‘환자와 접촉 후’ (14.0%),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7.5%) 

순으로 나타났다.  

4. 사용된 손위생 방법의 빈도는 알코올 젤을 이용한 손위생 

방법이 94건(46.3%),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이 

109건(53.7%)이었다. 연령 그룹별 손위생 방법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20). 성별 손위생 

방법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287). 관찰 

행위 종류별 손위생 방법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일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므로 

방문객의 수가 보다 많은 요양병원 여러 곳을 대상으로 손위생 

실태를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객 손위생 실태조사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은닉관찰법을 이용하여 손위생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만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손위생 관련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손위생 수행에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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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그룹별, 성별, 행위 종류별 

손위생 수행률과 방문객의 특성별 손위생 방법 사용 빈도의 

차이를 고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17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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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WHO 손위생 관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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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에 사용된 손위생 관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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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bservational Study of Hand Hygiene Compliance  

among Visitor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Jung Min Young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ssess hand hygiene (HH) compliance among visitors at a 

long-term care hospital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HH compliance by estimated age group, gender, type of activity, and 

the frequency of HH methods used by visitors.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both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and a HH education 

program for hospital visitor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ing covert observation was conducted 

at a 502-bed long-term care hospital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From July 1 

to August 15, 2017, including 12 weekends and one holiday, a trained observer 

assessed visitors’ hand hygiene at five units of the main building until the completion 

of 1,000 total HH opportunities (i.e., 200 opportunities per unit). For HH assessment 

purposes, the modified World Health Organization observation tool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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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ing the “before aseptic task” moment as it was deemed irrelevant to visitors 

and the professional categories for healthcare personnel. Instead, the estimated age 

ranges for each visitor were recorded in four categories: children (<14 years old), 

adolescents (14–18), adults (19–64), and the elderly (≥65). The collectiv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using 

SPSS (version 2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  

Results 

From 766 visitors, 1,000 indications were collected, and the overall HH 

compliance among visitors was 20.3%. Compliance with HH significantly varied 

depending on estimated age category (p<0.001): 23.4% (171/730) for adults; 15.8% 

(19/120) for adolescents; 9.4% (5/53) for children; and 8.2% (8/97) for the elderly. 

Furthermore, HH compliance differed by action observed (p<0.001): 83.5% (66/79) 

for “after body fluid exposure risk”; 16.1% (100/620) for “before touching a patient”; 

14.0% (31/221) for “after touching a patient”; and 7.5% (6/80) for “after touching 

patient surrounding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genders. 

The use frequency of alcohol gel was 46.3%; 53.7% used soap and water. The 

frequency of HH methods using alcohol gel versus soap and water varied depending 

on age category (p=0.020). Only among adolescents, the HH method using alcohol 

gel was used more frequently than the HH method using soap and water.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HH methods using alcohol gel 

versus soap and water by action observed (p<0.001). Among the four moments, the 

HH methods using alcohol gel were only used more than soap and water “before 

touching a patien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HH methods were 

observed based on gender. Among the 79 after body fluid exposures, saliva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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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mmon body fluid (48.1%), followed by excretions (17.7%), Secretions 

(13.9%), sputum (11.4%), blood (10.1%), and nasal secretions (3.8%).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visitor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the patient’s 

body fluids, although rarely their blood. Therefore,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for 

visitors are necessary. Nevertheless, the 20.3% HH compliance reported in this study 

was significantly low. The results show that visitors need an education about the 

moments when HH is required.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evaluate visitors’ HH 

compliance in other hospital settings, establish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ir 

compliance, and develop standard visitor guidelines. 

 

Keywords: Long-term care hospital, Hospital visitor, Hand hygiene, Compliance,  

Covert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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