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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s critical to protect healthcare workers from pandemic outbreak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perceptions on PP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54 nurses working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where positively diagnosed and suspected patients were accepted and admitted during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in 2015.
The PPE tool consists of 20 items for knowledge, and 5 each for attitudes and perceptions. Results: Overall, knowledge for PPE was higher than moderate (76.95/100), but there was a lack for items related to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For attitudes, willingness to work in pandemic outbreaks was the most positive (4.04/5.00).
Goggles and PAPR were perceived as the most uncomfortable barriers to work.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erceptions, despit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and perceptions. PPE
training was identified as a factor to improve knowledge and attitudes on PPE. Conclusion: To respond to pandemic
influenza, nurses need to expand their knowledge on PPE up to Level C, and be updated through regular training.
Study findings suggest that repetitive studies targeting nurses and other healthcare workers at various hospital
setting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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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shield mask), 장갑 및 신발덮개를
착용할 것과 체액에 의한 오염이 의심될 경우, 방수가 가능한

1. 연구의 필요성

Level C등급의 전신보호복을 선택할 것을 적시하였다[12].
2015년 발생한 MERS-CoV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인류의 이동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는 범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MERS-CoV 발생국가로 기록되었으며 , 2016년 6월 현재 ,

(pandemic influenza)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2003년 발생한 중

MERS-CoV의 국제적인 치사율은 38.4%에 달한다[2]. 올바른

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PPE 착용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

과 200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는 그 대표적인 사

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PPE 착탈에

례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대한 이행수준이 낮거나[3,13], 착용 중 또는 착탈 수칙을 제대

3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14-16], 관련 지식의 부족과 이로 인

‘감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에 속한다[1]. 2015년 5월 20일에

한 낮은 신념[17-19]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2009년 H1N1 대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유행 후, 미국[6]과 중국[17]에서는 중환자 치료 및 간호에 참여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은 세계보건기구(World

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PPE에 대한 자가보고식 지식, 태도, 기

Health Organization, WHO) 기준에따라 12월 23일에상황이종료

관 요인을 변수로 한 연구에서, PPE에 대한 지식과 기관 요인

되었다. 해당기간동안 MERS-CoV 확진자를 수용했던 의료기관

은 PPE에 대한 태도에 영향하며, 태도는 이행에 영향함을 보고

종사자는예측하지 못한근무환경과조건을 경험하였다. 2016년 8

한 바 있다. 한편, 국내 MERS-CoV 발생과 관련된 연구 중 간호

월 현재, MERS-CoV에 대한 경보수준은 ‘관심’단계로서, 확진자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감염관리 실태와 인식[3,20], 윤리적

186명, 격리대상자 16,752명, 사망자 38명 등의 인명피해를 기록하

인식[21,22]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Level C 수준의

고 있다[2]. 확진자 186명 중 간호사는 15명으로, 10건은 확진자인

PPE 관련 내용을 다룬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지 모르는상태에서, 5건은 확진자인 줄아는상태에서 감염되었는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 대유행 시 감염 환자와 가장 가까이

데, 2명은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서 접촉하게 되는 간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

착용 상태 또는 착탈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3].

하기 위해 착용하는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의 수준과

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단계에서 감염자와 직접 접촉할 수밖
에 없는 간호사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응전략을 수립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포감[4], PPE에 대한 부담감, 감염관리 이행, 업무과중 등을 경
험하게 된다[5-8]. PPE의 충분한 공급은 감염병 대유행 시 자

2. 연구 목적

발적인 근무의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8], PPE를
입고 벗는 착탈 과정을 반복하고, 타 의료인과 달리 근무시간

본 연구의 목적은 감염병 대유행 시 착용하는 PPE (Level C)

내내 환자 가까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간호사는 장시간 착용의

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7].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5년 국내 MERS-CoV 확산 시점에서 , 「메르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경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응지침 제 3-3판」을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Level D 수준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의 수준을 파악한다.

의 PPE 착탈 훈련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는데, PPE 종류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의 차

N95 또는 동급의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소매를
덮는 전신보호가운이 포함하였다[9,10]. 그러나 MERS-CoV

이를 파악한다.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로부터 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말주의, 접촉주의
를 준수하되,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처치 수행 시 공기전

II. 연구 방법

파주의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1].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2016 메르스대응지침 제 4판」을 통해 에어

1. 연구 설계

로졸 발생 처치나 검체 체취 시 N95 마스크 이상 전동식 호흡
장치(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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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외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

용, 자발적인 연구 참여, 상시 철회 가능하며 응답한 내용은 연

사연구이다.

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
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2. 연구 도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번호: 1041078-201604-HRSB-080-01).

4. 연구 대상자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직급, 근무부서, 동거인 유형)과 경
험적 특성(확진 환자 간호 경험, 자가 격리 경험, 착탈 훈련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감염병 유행 시 의심 환자는 응급센터를 거쳐 내과계 격리병
동이나 중환자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서의 근무자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Dau-

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6,17]. 본 연구에서는

gherty 등[6]의 PPE에 대한 의료인의 지식, 태도 문항을 바탕

MERS-CoV 확산기간동안 확진자 수용 및 이송의뢰를 감당했

으로, Hu 등[17]이 수정한 도구에 근간을 두었다. 다만, 자가보

던 일 병원의 응급센터,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중환자실 소속

고식 지식문항이 PPE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다루지 않았고, 태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도문항이 인식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정 ․ 보완하

3.1.9.2를 이용하여 ANOVA에 필요한 최소표본 크기를 계산

였다.

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으로 할 때, 148

PPE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질병관리

명이 산출되어, 연구 대상자 수 154명은 통계분석에 충분하였

본부의 「2016 메르스대응지침 제 4판」, WHO의 「Pandemic

다. 연구 모집단은 one-sample Komogorov-Smirnov test 결

Influenza Risk Management WHO Interim Guidance)」, 국립

과, 변수별 z 값은 지식 .133, 태도 .126, 인식 .101로 정규분포 하

중앙의료원의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실무대응지침 version

였다.

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12,23,24]. 지식문
항은 PPE의 사용목적, 구성, 착탈 시 주의 사항, 활동 시 주의 사

5. 자료 수집 및 분석

항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5개 문항, 총 20개 문항
을 진위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응급의학과 교수 1인, 간호학교수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로, MERS-

1인, 수간호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지식문항의

CoV 시작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설문지 165부를

신뢰도는 KR값을 대체하는 Cronbach's ⍺값으로 계산할 때, 4

배부하여 155부가 회수됨으로써, 93.9%의 응답률을 보였다.

개 요인별로 .25~.59로 산출되었다. 이는 진위형 문항의 특성상

이 중 결측치가 있는 1부를 제외한 1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극적인 분산값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 대상자의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자
세’로서[25], 본 연구에서는 PPE 사용법의 숙지, 착탈 능력, 착

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 의향, 불편감 감수 등 5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
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PPE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

III. 연구 결과

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말하며[25],
본 연구에서는 개인보호장비의 지급,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등

1. 대상자의 특성 및 개인보호장비 관련 특성

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5개 문항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은 총 154명이었으며 , 응답자 중

의미한다. 태도와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신뢰도는 각각

2명 (1.3%)은 남자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38세였으며,

Cronbach’s ⍺는 .78과 .60으로 보통 수준이었다[26].

연령대는 25세 이하와 26~30세 사이가 각각 31.2%로 많았
다.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68.2%로 기혼자(31.8%)보다 많았다

3. 윤리적 고려

(Table 1). 최종 학력은 학사졸업이 81.2%로 가장 많았다. 근
무경력은 5년 이하(49.4%)가 가장 많았으며, 2개월에서 최대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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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부서

리’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4%였다. MERS-CoV 확산 시 PPE

는 내과계가 49.4%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와 관계없이 동거

착탈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4.4%였으며,

인 현황에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54.5%, 혼자 거주하는

PPE에 대한 지침서를 87.0%가 ‘읽어 본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경우가 36.4%, 기타 친구 등과 동거하는 경우가 9.1%였다.

소속 부서의 PPE 관리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대부분(98.7%)

MERS-CoV 확산 시 PPE를 착용하고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

‘준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소속 부서는 MERS-CoV 확산 시

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9%였으며, 감염병 대유행

PPE를 충분히 제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94.8%가‘그렇다’고

시 자신이 확진 환자 접촉으로 인해 ‘능동감시자’ 또는 ‘자가격

답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by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PE-related
Experiences during MERS-CoV Outbreak
(N=154)
Variables

n (%)

Knowledge

Attitudes

Perception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48 (31.2)
48 (31.2)
25 (16.2)
20 (13.0)
13 (8.4)

77.29±9.22
77.70±8.57
77.80±8.43
73.25±8.47
76.92±5.60

1.11
(.353)

71.67±11.07
74.25±9.30
71.84±15.43
75.20±8.67
78.77±9.99

1.39
(.241)

63.17±11.52
58.25±8.96
60.32±9.99
60.20±11.50
65.85±7.59

2.19
(.07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r)

≤25
26~30
31~35
36~40
≥41

Education

Associate degree
Bachelor
≥Master degree

9 (5.8)
125 (81.2)
20 (13.0)

79.44±8.46
76.88±8.77
76.31±7.41

0.45
(.639)

80.44±10.67
72.42±10.93
77.60±10.73

3.86
(.023)*

65.78±5.33
60.54±10.30
61.80±12.34

1.13
(.325)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05 (68.2)
49 (31.8)

78.09±8.62
74.48±7.99

2.47
(.014)*

73.07±10.60
74.61±12.13

-0.80
(.422)

73.00±10.60
74.61±12.13

-0.80
(.422)

Clinical
experience
(yr)

≤5
6~10
11~15
≥16

76 (49.4)
38 (24.7)
18 (11.7)
22 (14.3)

77.50±9.04
75.92±9.07
76.11±9.00
77.50±5.29

0.37
(.774)

72.37±10.39
73.26±11.09
74.67±15.58
77.27±8.76

1.19
(.317)

61.89±10.88
58.42±7.70
62.00±12.37
61.64±10.95

1.05
(.372)

Primary role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04 (67.5)
42 (27.3)
8 (5.2)

77.21±9.03
76.07±7.77
78.12±6.51

0.34
(.711)

73.04±10.31
73.14±12.93
82.50±7.07

2.81
(.064)

60.92±10.39
60.76±11.04
63.50±7.23

0.24
(.785)

Work setting

Medicinal units
Surgical units
Special units

76 (49.4)
55 (35.7)
23 (14.9)

77.10±6.99
75.81±10.62
79.13±7.64

1.24
(.291)

74.16±11.44
71.85±10.41
75.65±11.44

1.17
(.312)

60.84±10.92
60.22±8.13
63.48±13.23

0.82
(.444)

Living status

Family
Alone
Friends/etc.

84 (54.5)
56 (36.4)
14 (9.1)

76.36±7.78
78.48±9.04
74.28±10.54

1.79
(.171)

74.57±11.31
72.14±11.36
73.14±8.37

0.81
(.445)

61.86±9.63
58.36±10.86
66.57±10.60

4.28
(.016)*

PPE Experiences
MERS-CoV patient
direct care

Yes
No

120 (77.9)
34 (22.1)

77.04±8.80
76.61±7.76

0.25
(.800)

75.20±10.12
3.58
67.76±12.54 (＜.001)***

59.83±9.72
-2.70
65.18±11.72 (.008)**

Self-monitored/
house-isolated

Yes
No

53 (34.4)
101 (65.6)

77.26±8.96
76.78±8.38

0.33
(.741)

73.98±10.92
73.86±11.23

75.20±10.12
67.76±12.53

-2.42
(.017)*

Exposure to
PPE training

Yes
No

130 (84.4)
24 (15.6)

77.57±8.79
73.54±6.34

2.15
(.033)*

75.08±10.02
4.16
65.33±13.12 (＜.001)***

72.98±10.92
73.86±11.22

-1.54
(.126)

Guidelines read

Yes
No

134 (87.0)
20 (13.0)

77.08±8.70
76.00±7.71

0.53
(.597)

75.04±9.89
4.58
63.60±13.67 (＜.001)***

58.26±10.54
62.46±10.07

.006
(.995)

Adherence to
instructions

Yes
No

152 (98.7)
2 (1.3)

77.13±8.41
2.44
62.50±10.61 (.016)*

73.53±11.15
76.00±5.66

-0.31
(.755)

60.46±10.10
64.00±11.61

-.408
(.684)

Enough PPE
provided

Yes
No

146 (94.8)
8 (5.2)

76.64±8.41
82.50±10.61

73.86±11.07
68.00±10.69

1.46
(.146)

61.53±10.18
2.71
51.50±10.13 (.007)**

-1.90
(.059)

-0.47
(.641)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MERS CoV=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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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잘 알고 있다(3.73±0.7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나

2.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식

는 PPE의 등급에 따른 사용 수준을 잘 알고 있다(3.32±0.88)’에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식은 100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평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균은 76.95±8.56점이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PPE란 감염

PPE에 대한 인식 5개의 문항 중 2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산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의복이나 장치를 말한다’

처리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05±0.52점이었다. PPE에 대한

에 대한 정답률(100.0%)이 가장 높았으며, ‘PPE 착용 후 얼굴

인식에 있어서는 ‘PPE 착용은 감염병 대유행 시 감염으로부터

을 만지거나 땀을 닦지 않는다(98.7%)’가 다음 순으로 높았다.

나를 보호할 수 있다(3.97±0.80),’ ‘감염병 대유행 시 PPE 착용

반면에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의 fit test

은 나의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3.95±0.85)’ 순

는 착용 때마다 해야 한다’에 대한 정답률(18.2%)은 가장 낮았

으로 높았다. 반면에, ‘PPE 착용이 간호수행에는 지장을 초래

다(Table 2).

한다(1.98±0.88)’와 ‘PPE를 착용한 채 근무한다는 것은 스트
레스를 유발한다(1.73±0.77)’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PPE 착용시 간호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간호사의 PPE에 대한 태도를 묻는 5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를 PPE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글(3.79±1.02)이 가장 높았으

3.68±0.55점이었다(Table 3).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며, PAPR (3.72±0.98), 소매를 덮는 가운(3.61±1.02), 안면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PPE를 착용하고 근무할 것이다(4.04±

호구(shield mask; 3.51±1.04), 장갑(3.37±1.10), N95 또는 동

0.73)’가 가장 높았으며, ‘환자간호를 위해서라면 PPE 착용 시

급의 마스크(3.18±1.07) 순으로 높았다(Table 3).

불편감은 감수할 수 있다(3.86±0.66),’ ‘나는 PPE 사용법에 대
Table 2. Knowledge Level of Participants on PPE

(N=154)
Correct
answers (%)

Questions
1 The PPE is a wearable cloth or devices to protect from infectious materials.

100.0

2 It is recommended that you not to touch your face or wipe sweat after equipped with PPE.

98.7

3 Your PPE should be changed whenever you go into isolation room again.

98.1

4 The contaminated PPE can be recycled by disinfection.

98.1

5 The PPE for healthcare providers includes N95 or mask of same level, gloves, goggles, gown with long sleeves.

98.1

6 All the PPEs are disposable and waterproofed.

98.1

7 You need to zip-up below your chin completely when you wear a full-cover protective cloth.

98.1

8 The level of PPE should be determined by its type of expected exposure and task.

96.8

9 It is recommended that PPE be completely put on in a separated room, not in the patient room.

89.0

10 It is recommended that you always wear a shield-mask to cover mask and goggles well.

86.4

11 You can add N95 mask on a mask as a double.

83.8

12 Wearing PPE can be a substitute for personal hygiene such as hand-washing.

79.2

13 Discard your N95 mask into medical waste box outside of patient rooms.

78.6

14 When your mask gets wet during procedure, you need to change mask only.

74.7

15 Before removing your goggles, wash, disinfect, and dry your whole hands.

72.1

16 N95 mask or the same leveled mask can not be replaced by FFP2, KF94.

49.4

17 When taking-off your mask, first you pull back the upper line of mask on your occiput.

45.5

18 Control your PPE when your goggles do not provide you a wide angle of vision.

40.9

19 When you wear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you may feel smelly, tasty, and likely coughing from its hood.

35.7

20 You must do a fit test whenever you wear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18.2

Average in total

76.95±8.56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FP2=Filtering face piece 2; KF94=Korea filter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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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evel of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Participants on PPE

(N=154)

Items

M±SD

Attitudes
1. I would work wearing PPE anytime of a pandemic outbreak.
2. For my patients, I can endure the discomfort caused by PPE.
3. I know very well how to use PPE.
4. I can wear and remove PPE proficiently.
5. I know very well the usage of PPE by its level.

3.68±0.55
4.04±0.73
3.86±0.66
3.73±0.71
3.45±0.81
3.32±0.88

Perceptions
1. Wearing PPE in pandemic outbreak can protect me from infection.
2. Wearing PPE in pandemic outbreak can protect my family from infection.
3. In case, PPE will be supplied immediately.
4. To work wearing PPE makes me stressful.*
5. Wearing PPE brings discomfort in nursing care.*
(Specified by each PPE)
1) Goggles
2)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3) Gown with long sleeves
4) Shield mask
5) Gloves
6) N95 mask or the same leveled mask

3.05±0.52
3.97±0.80
3.95±0.85
3.64±0.82
1.73±0.77
1.98±0.88
3.79±1.02
3.72±0.98
3.61±1.02
3.51±1.04
3.37±1.10
3.18±1.07

*Adverse treatment;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식 ,
태도 및 인식의 차이

(F=-2.42, p= .017), 충분한 보호장비 지급(F=2.71, p= .007) 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혼자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확진 환자 간호 경험

일반적 특성에 따른 PPE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결혼여부

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자가격리 경험이 없는 집단이

(F=2.47, p= .014)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험적 특성에

있는 집단보다, 충분한 PPE 공급을 받았다고 답한 집단이 그렇

따른 PPE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착탈훈련 경험 유무(F=2.15,

지 않은 집단보다 PPE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p = .033)와 관리지침 준수 여부(F=2.44, p= .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 집단이 기혼 집단보다, 착탈훈련 경험
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그리고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집

5.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식 , 태도 및 인식 간의 상관
관계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PPE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유의하
게 높았다(Table 1).

간호사의 PPE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 간의 상관관계 분

태도는 최종학력(F=3.86, p= .023)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석 결과, 태도와 인식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경험적 특성에 따른 PPE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확진 환자 간호

다(r=.36, p<.001). 즉, PPE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PPE에 대

경험(F=3.58, p <.001), 착탈 훈련 경험(F=4.16, p<.001), 지침

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지식과 태도 간, 지식과 인식

서 필독 경험(F=4.58,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간 상관관계는 각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이, 석사 이상 보다는 전문학사가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확진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착탈 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그리고 지침서 필독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인식은 일반적 특성 중 동거인 유무(F=4.28, p = .016)가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험적 특성에 따른 PPE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확진 환자 간호 경험(F=-2.70, p= .008), 자가격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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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Participants on PPE
(N=154)
Variables
Knowledge
Attitudes

Attitudes

Perceptions

r (p)

r (p)

.09 (.258)

-.08 (.309)

1

-.36 (＜.001)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ttp://dx.doi.org/10.7739/jkafn.2016.23.4.402

407

김경남 외

IV. 논

의

의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발
생했을 때, 언제든지 PPE를 착용하고 근무하겠다(4.04±0.73)’

본 연구는 감염병 대유행 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종

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PPE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

PPE가 나와 내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긍정적

도 및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인식을 보인 것과 선행 연구[4-8]에서 PPE의 충분한 공급이 간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있어, 감염병 대유행 시 확진 환자 접

호사의 근무 의향에 영향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안전성

촉으로 인해 자신이 능동감시자 또는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경

이 확보된 PPE의 충분한 공급은 감염병 대응력 강화의 조건임

우는 34.4%로서, Park [21]의 연구에서 31.3%였던 것과 유사

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당시 확진자를 수용했던 병원의 간호사가 감염

PPE에 대한 인식수준은 최대 25점 만점에 15.3점으로 긍정

될 확률은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PPE를 착용하

적 성향을 보였으나, PPE의 착용이 간호수행에는 지장을 초래

고,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8±0.88) 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1.73±0.77)고 인식

77.9%였으며, 같은 시기에 PPE 착탈 훈련을 받은 경우는 84.4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Hu 등[17]의 연구에서 51.3%가

%로서,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Park

불편을 느끼며, 21.9%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답한 것과

[21]의 연구에서 56.4%가 감염병 대유행 대응훈련을 받은 것

는 차이가 있었다. PPE는 간호사 자신(3.97±0.80)과 가족(3.95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u 등[17]은 H1N1 대

±0.85)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PPE 착

유행과 연계한 PPE 관련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55.6%

용은 불편하고, 시간지연, PPE 사용 후 많은 양의 폐기물 발생

가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대유행 종료 후 88.1%로 확대되었다

[14]은 부정적 태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Lee 등[27]은 의

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대상자가 받은 MERS-CoV 대응

사를 대상으로 Level C 착용이 기도관리 장비를 다루는데 있어

관련 교육내용으로는 ‘PPE 착탈 요령’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향후, PPE 착용의 불편감에

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 폐기물 처리’등 기타의 내용

대해 착용 시간을 변수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 있어서도 대다수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는 근무시간 내내 PPE를 착용하게 되어 두통을 호소

MERS-CoV 확산 시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출처는 병원 내 교

하거나, 탈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밀착된 마스크로 인해 코 주

육 프로그램(87.7%)이 다른 출처에 비해 월등히 높아 병원 내

변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7]. 본 연구

직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에서는 PPE 중 고글과 PAPR이 간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호사의 PPE와 관련된 지식수준은 평균 76.95점으로 보통

장비로 인식되었는데, 고글이나 PAPR의 경우, 시야 확보가 되

이상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 문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

지 않아 간호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다. 즉, 개인보호복, 마스크, 고글 등에 대한 지식은 90% 이상의

는 2009년 H1N1 확산 시, 국내 의료인의 고글착용은 1.2%에

정답률을 보였으나, PAPR과 관련된 문항인 ‘냄새 나는 물질,

서 불과하였는데[13], 국외 연구에서는 27%, 37%로 우리나라

기침을 유발하는 물질, 독특한 맛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 착

의 고글착용의 수치보다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갑이나

용 시 느낄 수 있다(35.7%)’와 ‘PAPR의 fit test는 착용 때마다

마스크 착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14,28]과 같은 맥락

해야 한다(18.2%)’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MERS-

으로 이해된다. 간호사의 PPE 착탈 훈련은 위험수준에 맞는 고

CoV 확산 시 대부분의 간호사가 Level D 등급의 PPE를 주로

급 장비를 포함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

착용하고[9,10], Level C에 해당되는 PAPR 착용 경험이 많지

써[16], 장비에 대한 익숙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인식 문항 중 ‘PPE의 등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과 PPE 경험적 특성 중 결혼여부는

급에 따른 사용 수준을 잘 알고 있다(3.32±0.88)’에 대해 비교

가족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관련 지식에

적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Hu 등[17]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대해 관심을 갖게 되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자발적인 근무의

간호사의 16.9%만이 PPE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한 것과

사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29]. 반면에 확진 환자 간호 경험

유사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 감염의 위험과 보호받을 수 있는 근무조건에 대해 민감하거

의료기관이 PPE 교육내용을 Level C까지 확대하고 실습을 위

나[18,21], 오히려 사명감과 사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6].

[4,19].

PPE에 대한 태도수준은 25점 만점에 18.4점으로 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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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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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 감염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이행이 순 상관

감염병 대유행 시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받는

관계를 보인다는 Shon 등[20]의 연구와 PPE에 대한 지식이 높

근무조건을 보장하고, 위험수준에 맞는 PPE 정기 훈련을 위한

은 경우 PPE에 대한 신념도 높다고 한 Schwartz 등[18]의 연구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향후, 의원급, 중소병원, 종합병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당시 착탈 훈련이 MERS-CoV

원 등 다양한 수준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의료종사

가 확산되자 급하게 환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센터 ․

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중환자실 ․ 격리병동 근무자를 중심으로 실기 위주로 1회만 실
시되었고, 그나마 근무 상 참석할 수 없었던 간호사는 전달교육
으로 실시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 근거에 대한 교
육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감염병 대유행은 WHO의 ‘pandemic influenza’를 지칭하
는 용어로서, 범국가적 확산, 신종 인플루엔자, 높은 치사율의
개념을 담고 있으나[30], 일선에서 대응하는 의료인의 PPE에
대한 정보부족은 근무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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