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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환자나 방문객보다, 손 위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손 위생 교육을 경험한 대상자일수록 알코올 손 소독제를 높은 비율로 도포하고 있어 손 위생의 질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좌우의 엄지손가락과 양쪽 측면의 손 위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비율

이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 높아 직군별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손위생 교육을 경험한 대상자는 직원이나 방문객이나 모두 손위생의 질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았다는 것

을 확인한 것에 대해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병원 내에서의 미생물 전파는 특정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접촉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환자와 환자 주변 환경에

접촉하는 모든 병원 직원과 환자, 그리고 방문객은 모두 손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손 위생 증진을 위한 추후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손위생은 병원균의 전파를 줄이고,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손위생 증진을 위한 기존의 활동과 더불어 직원을 대

상으로 손위생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환자나 방문객을 위한 손위생 홍보

를 위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한 손위생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손의

이미지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손 위생 증진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배경및목적

연구방법

결론및제언

▪ 연구대상
1) 연구기간: 2018.4.1~2019.5.31

2) 국립암센터 감염관리실에서 실시한 손위생 교육과 홍보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한 손위생 스캐너를 이용한 직원, 환자 및 방문객 중 손의

스캔 이미지가 부정확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64명을 제외한 총 271명

3) 국립암센터의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IRB No.: NCC2019-0182)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한 손위생 질평가13

▪ 연구도구
1) 손 위생 질 평가 도구

- HandInScan(Semmelweis Hand Hygiene System, HIVENTURES사, 헝가리)

- 손 소독용 알코올 젤(퍼슨 사, Hand CleanGel F; 에탄올 70%)

- 알코올 500㎖에 UV 형광물질인 Visirub®(Megro사, 알코올성 소독제

교육용 형광 농축물) 10㎖을 혼합하여 손 위생에 제공

2) 이미지 획득 순서

→ 연구대상자에게 알코올 손 소독제로 손 위생 함

→ 이미지 식별과 등록을 위해 RFID 카드로 HandInScan에 로그인

→ 대상자가 양 손을 번갈아 가면서 손의 이미지 스캔

Figure1 . HandCleanGel F(left), Visirub®(middle), HandInScan(right)

3) 손 위생 평가 기준

- 알코올젤 도포 여부: 녹색(알코올 도포)/적색(알코올 도포안됨)

- 적절한 손위생: 알코올젤 95% 이상을 기준

- 양손의 도포 비율 - 부위별 도포 비율

- 이미지를 컬러 프린트하여 32개 부위로 나누어 분석

Figure2. Area of Hands(left), Example for image of hands by Hand-In-Scan(right)

4) 자료분석

-Stata/MP 15.1 이용, 유의수준 0.05

연구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병원 직원과 방문객의 비교

▪ 직군에 따른 손위생 비교▪ 손위생 교육 경험에 따른 비교

▪ 손의 부위별 손위생

▪ 병원내 직원이 방문객보다 적적한 손위생을 시행한 비율이 높았음

▪ 직원이 방문객 보다 손위생에 더 오랜시간 소요

▪ 손바닥이 손등보다 알코올 젤의 도포 비율이 높았음(p<.000)

▪ 손바닥 좌우의 차이는 없으나 엄지부위가 특히 미흡(가장 안 되는 부위는 왼쪽 엄지손가락)

▪ 직원 중 적절한 손위생을 실시한 경우는 간호직이 가장 높았으나, 직군별 차이는 없었음

▪ 보조원이나 청소직원 등의 손위생 교육 경험이 낮았음(p<.000).

▪ 하늘색: 알코올이 잘

도포된 부위

▪ 붉은색: 알코올 도포가

미흡한 부위

▪ 직원의 알코올 도포

비율이 방문객보다

높았음

▪ 직원: 양쪽 엄지

손가락의 손위생이 특히

미흡

▪ 방문객: 양쪽 손날

부위의 손위생이 우수

▪ 손위생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알코올 도포

비율이 높았음

▪ 교육경험 있음: 양쪽

엄지 손가락의 손위생이

특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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