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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수행 영향요인
진수진, 송영미, 한혜영, 서경화, 김순정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Hand Hygiene by Parents of Hospitalized 
Infants
Su Jin Jin, Young Mi Song, Hye Young Han, Kyung Hwa Seo, Soon Jeo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Changwon Hospital, Changwon, Korea

Purpos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hand hygiene by parents of hospitalized infa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09 parents of hospitalized infants from one hospital in Changwon.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hrough 
August, 2014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erformance of hand hygiene and 
perceptions of sanitary formula bottle (r=.586, p<.001), attitude to hand hygiene (r=.438, p<.001), and knowledge of hand hygiene (r=.405, 
p<.001) and between parent efficacy and perceptions of sanitary formula bottle (r=.572, p<.001). Awareness of perceptions of sanitary for-
mula bottle (β=.308, p<.001), parent efficacy (β=.281, p<.001) and hand hygiene attitude (β=.207,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hand hygiene performance and explained 46.1% of the variance. Conclusion: To increase infection contro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education on hand hygiene and training for parents of hospitalized infants.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hand hygien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nursing programs for hospitalized infants that include hand hygiene attitude, maintenance of the sanitary formula bottle 
and parent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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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의 부모는 입원과 함께 병원에 상주하면서 간호에 직접 참여

하는 우리나라 입원 제도에서 입원 영유아 관리의 상당 부분을 담당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영유아는 부모로부터 보호와 관심을 받으면서 

안정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 또한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영

유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영유아 간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아의 상태와 간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1]. 

또한 부모는 환아에 관한 정보를 간호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원으로 직접 돌보기를 수행하며 입원 생활과 간호에 참여함으로써 환

아의 입원 적응과 질병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특히 인공 수유를 하는 영유아의 경우 인공 수유 준비과정인 젖병 

소독과 분유를 타는 행위, 환아의 배설물을 치우고 기저귀를 교환하

는 행위, 위생을 위해 씻기는 행위, 주위환경 정리정돈 등 전적으로 보

호자인 부모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의 발생은 대부분 미

생물의 직접적인 전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은 감염 전파

의 주요 매개원이 될 수 있다[3]. 그러므로 부모는 의료인과 같이 병원 

미생물의 보유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위생 수행도가 낮다면 병원

감염의 전달 수단, 보균자 및 감염원이 되어 병원 내의 공기, 린넨 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4-6]. 

또한, 젖병은 영유아의 입과 직접적으로 닿는 물건으로 영양분을 공

급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위생적이지 못한 젖

병 소독, 보호자의 손 등에 의해 세균에 오염되기 쉽다[7]. 이러한 교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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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손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입원 영유아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손 위생의 

수행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손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 어떻

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손 위생의 이행률에 

영향을 미친다[8]. 

그러나 병원감염관리지침이나 규정을 살펴보면 환자 및 의료적 관

리에 대한 의료인의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7]. 전적으로 돌봄에 의존하는 소아의 경

우 보호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입원과정 동안 가족 중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낯선 병원 환경에 대한 불안, 예후에 대

한 불안, 아동의 증상이나 처치 및 치료를 지켜봄으로써 아동이 당하

는 고통,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의 원인으로 하여 공포, 좌절감 및 무기

력 등의 불안한 정서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효능감이 

낮으면 영유아의 적응과 돌봄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없어 결국 영유아

의 돌봄 스트레스가 부모에게 전이되어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의 요구

를 해결해야 하는 부모역할 기능의 약화를 가져온다. 입원 영유아를 

간호하는 주 조력자인 부모의 효능감이 저하되면 아동의 치료와 경제

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 

효능감은 건강예방행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9,10] 병

원감염예방행위 중 손 위생 수행에도 영향을 줄 요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손 위생의 지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이 손 위

생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 의료계에서는 입원 아동 보호자에 대한 개발된 지식체는 의료서

비스에 대한 요구에 집중되고 있고 입원아동 간호에서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11]. 소아병동의 전문 인력인 간호사는 

영유아의 신체적 안위를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영유

아 부모의 입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병원감염예방행위 

중 가장 경제적인 손 위생 수행 향상에 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인공 수유를 하는 입원 영유아를 간호하는 부모의 일차적

인 병원감염예방과 관련된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

식. 부모 효능감과 손 위생 수행의 관계를 알아보고 손 위생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아병동 전문 인력인 간호사의 전인적인 간호 

제공과 입원 영유아 간호의 큰 조력자인 부모의 올바른 손 위생 수행

이 효과적인 병원감염 예방 간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입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 수행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입원환자 보호자들의 손 씻기 행태조사에서는 병

원감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 손 씻기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었고[12], 군 병원 입원환자의 손 씻기 실태와 실

천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손 씻기 지식과 태도가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Moon, Yoo와 Lee[14]의 일반 여성과 영양사

의 손 씻기 실천을 관찰한 조사 연구에서는 위생지식과 관련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된 영양사가 손 씻기 이행도에서 일반 여성보다 좀 더 우

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입원한 인공 수유 영유아

를 돌보는 부모의 손 위생 지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이 

손 위생 수행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기간 중 인공 수유를 하는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의 지식, 태도, 젖병 위생 인식과 부모 효능감을 분석하여 손 위

생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입원 영유아의 병원감염 

예방과 손 위생 증진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손 위생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손 위생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공 수유하는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지식, 태도, 젖병 

위생 인식과 부모의 효능감이 손 위생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C시 소재 일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인공 수유 

영유아 부모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들

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자는 일 대학부속병원의 기관장의 허락을 받

은 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

다. 본 연구의 크기는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f) .25 

(중간크기), 예측요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대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표본수가 200명인 것을 근거로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의 기입 불충분 15건, 중간철회 6건 탈락률 9.13%로 본 연구는 

총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인공 수유 영유아의 부모

2)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자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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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와 간호대학교수 2인, 소아병동 수간호사 1인, 감염관리간호사 1인

이 함께 개발한 손 위생 지식 13개 문항, 손 위생 태도 4개 문항, 젖병 위

생 인식 11개 문항, Gilbaud-Wallston과 Wandersman[15]이 개발하고 

Shin와 Chung[16]가 번안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로 

부모 효능감 측정도구 16개 문항, 본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수 2인, 소아

병동 수간호사 1인, 감염관리간호사 1인이 함께 개발한 손 위생 수행 

23개 문항과 일반적 특성 7개 문항 등 총 7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손 위생 지식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손 위생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17]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18]의 손 위생 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손 

위생 지식문항을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개발한 것을 간호대학교

수 2인, 소아병동 수간호사 1인, 감염관리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배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손 위생 지

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 범위는 0에서 14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손 위생 지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0이었다.

2) 손 위생 태도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손 위생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17]와 WHO[18]의 손 위생 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손 위

생 태도 문항을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개발한 것을 간호대학교수 

2인, 소아병동 수간호사 1인, 감염관리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도구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손 위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손 위

생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1이었다.

3) 젖병 위생 인식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젖병 소독, 위생과 관련된 문헌[7,19]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젖병 위생 인식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개발한 것을 간호대학교수 2인, 소아병동 수간호사 1인, 감염관리간호

사 1인의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젖병 위생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젖병 위생 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였다.

4) 부모 효능감의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 효능감은 Gilbaud-Wallston과 Wandersman[15]이 

개발하고 Shin과 Chung[16]이 번안한 PSOC (Parenting Sense of Com-

petenc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문으로 된 3문항(9, 10, 13번 문항)은 역산하였고, 효능

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자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지

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0,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5) 손 위생 수행도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손 위생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17]와 WHO[18]의 손 위생 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손 위

생 수행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개발한 것을 간

호대학교수 2인, 소아병동 수간호사 1인, 감염관리간호사 1인의 자문

을 받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손 위생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손 위생 

수행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약 3개

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전에 S병원 기관윤리위원

회의 승인(2014-SCMC-037-00)을 받았으며, 일 대학병원의 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소아

병동에 입원한 인공 수유 영유아 부모에게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았

다. 동의를 한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자가 

보고로 작성하도록 하여 직접 수거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

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

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 손 위생 수행은 최소

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 위생 수행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 손 

위생 수행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손 위생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녀의 성별은 남 61.7%, 여 38.3%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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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연령은 1-6개월 미만 34.4%, 6-12개월 미만 26.8%, 12-18개월 미만 

23.0%, 18-24개월 미만 8.1%, 24개월 이상 7.7%순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연령은 30-35세 미만 46.4%, 25-30세 미만 21.5%, 35-40세 미만 20.1%, 

25세 미만이 6.7%, 40세 이상이 5.3%였다. 자녀와 관계는 어머니 93.8%, 

아버지 6.2%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65.6%, 고졸 

34.4%였다. 입원횟수는 1회 54.1%, 2회 23.0%, 3회 이상 23.0%순으로 나

타났고, 이전의 자녀의 입원경험유무는 경험 있음 54.5%, 경험 없음 

45.5%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정도, 손 위생 태도 정도, 젖병 위생 인식 

정도, 부모 효능감 정도, 손 위생 수행 정도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정도의 평균평점은 1점 만점에 0.79 ± 0.16로 

중간이상 정도로 나타났고, 손 위생 태도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69 ± 0.65로 나타났다. 

젖병 위생 인식 정도의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49 ± 0.54로 나타났

으며, 부모 효능감 정도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52 ± 0.63으로 나타

났으며, 손 위생 수행 정도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78± 0.64로 나타

났다(Table 2).

대상자 제 특성에 따른 손 위생 수행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손 위생 수행은 자녀의 성별(p=.321), 자녀

의 연령(p=.245), 부모의 성별(p>.999), 부모의 학력(p=.920), 입원횟수

(p =.202), 이전의 자녀 입원경험유무(p =.49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연령(p =.002)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이 25세 미만보다 손 위생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 손 위생 수행과의 관계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 

Table 1. Difference in Performance of Hand Hygien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and hygiene: performance

M ± SD t or F p Sheffe's

Infants’ gender
  

Male
Female

129 (61.7)
80 (38.3)

86.09 ± 14.76
88.18 ± 14.76

-0.995
  

.321
  

  
  

Infants' age (month)
  
  
  
  

≤ 5
6-11
12-17
18-23
≥ 24

72 (34.4)
56 (26.8)
48 (23.0)
17 (8.1)
16 (7.7)

86.54 ± 14.08
84.95 ± 14.40
86.23 ± 15.89
90.00 ± 15.37
93.88 ± 14.16

1.371
  
  
  
  

.245
  
  
  
  

  
  
  
  
  

Infants’ number of hospitalizations 1
2
≥ 3

113 (54.0)
48 (23.0)
48 (23.0)

85.36 ± 14.77
87.52 ± 14.57
89.83 ± 14.73

1.613
  
  

.202
  
  

  
  
  

Previous experience of infant 
 being hospitalized

Yes
No

114 (54.5)
95 (45.5)

87.52 ± 14.99
86.12 ± 14.52

-0.678
  

.499
  

  
  

Parents' age (year)
  
  
  
  

≤ 24a

25-29b

30-34c

35-39d

≥ 40e

14 (6.7)
45 (21.5)
97 (46.4)
42 (20.1)
11 (5.3)

71.79 ± 16.88
88.56 ± 14.05
87.60 ± 14.15
87.02 ± 13.62
92.45 ± 15.44

4.546
  
  
  
  

.002
  
  
  
  

a < b,c,d,e
  
  
  
  

Parents' gender
  

Female
Male

196 (93.8)
13 (6.2)

86.78 ± 14.92
86.78 ± 10.71

0.000
  

> .999
  

  
  

Parents’ education
  

High school
≥ College

72 (34.4)
137 (65.6)

87.03 ± 15.66
86.81 ± 14.32

0.101
  

.92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09)

Variables Items Range (Min-Max) Mean ± SD Mean ± SD/item

Hand hygiene: knowledge 14 0-1 (0-14) 11.00 ± 2.22 0.79 ± .16
Hand hygiene: attitude 4 1-5 (4-20) 14.76 ± 2.62 3.69 ± .65
Sanitary formula bottle: perception 11 1-5 (11-55) 38.37 ± 5.93 3.49 ± .54
Parent efficacy 16 1-5 (16-80) 56.47 ± 10.12 3.52 ± .63
Hand hygiene: performance 23 1-5 (23-115) 86.89 ± 14.76 3.78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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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위생 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손 위생 수행은 손 위생 지식

(r=.405, p< .001), 손 위생 태도(r=.438, p< .001), 젖병 위생 인식(r=.586, 

p< .001), 부모 효능감(r=.569, p< .001)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위생 지식은 손 위생 태도(r=.387, p< .001), 젖병 위생 인

식(r=.394, p< .001), 부모 효능감(r=.442, p< .001)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 위생 태도는 젖병 위생 인식(r=.349, p< .001), 

부모 효능감(r=.362, p< .001)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젖병 위생 인식은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r=.572, p< .001) (Table 3).

대상자의 손 위생 수행의 영향 요인

대상자의 손 위생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연령과,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 척도로 측정한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과 

VIF 값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 값은 0.604-0.769에 걸쳐 있고, VIF 값

은 1.301-1.655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정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016으로 2 근처에 있어 잔차들 간

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손 위생 수행률을 설명

하는 데 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손 위생 수행도 모형검증 결과는 F =36.338 (p< .001)

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수유 하는 입원 환

아를 돌보는 부모의 손 위생 수행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수는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 손 위생 태도 순으로 나타났

다. 전체 설명력은 47.2%였으며, 젖병 위생 인식(β =.308)과 부모 효능감

(β =.281), 손 위생 태도(β =.2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

생 인식, 부모 효능감, 손 위생 수행의 관계를 파악하고 손 위생 수행에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부모의 연령이 손 위생 수행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인공 수유 입원 환아 부모의 25세 

이상이 25세 미만보다 손 위생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인 

대상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손 

위생 수행점수가 자가 보고를 통한 점수이므로 실제 수행점수보다 높

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라고 여겨진다. 또한 25세 미만의 부모는 영유아의 입원이 처음인 경우

가 85.7%, 25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의 부모는 51.1%, 30세 이상에서 35

세 미만 51.5%, 35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부모는 52.4%, 40세 이상의 

부모는 54.5%로 25세 이상의 부모는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돌봄의 과정에서 병원감염예방과 관련된 

손 위생 교육 경험의 기회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손 위생 교육의 경험 여부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워 다음 연구에 포함시키면 좋은 변수가 되리라고 여겨진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Knowledge, Attitude of Hand Hygiene, Perception of Sanitary Formula Bottle and Parent Efficacy    (N=209) 

  
Hand hygiene: 

knowledge
Hand hygiene: 

attitude
Sanitary formula bottle: 

perception
Parent efficacy

Hand hygiene: 
performance

Hand hygiene: knowledge 1.00         
Hand hygiene: attitude .387** 1.00       
Sanitary formula bottle: perception .394** .349** 1.00     
Parent efficacy .442** .362** .572** 1.00   
Hand hygiene: performance .405** .438** .586** .569** 1.00

**p<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Hand Hygiene   (N=209)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limits VIF

Constant .360 .264   1.364 .174     
Hand hygiene: attitude .203 .057 .207 3.562 .000 .769 1.301
Sanitary formula bottle: perception .366 .078 .308 4.700 .000 .606 1.651
Parent efficacy .285 .067 .281 4.278 .000 .604 1.655

R = .687, R² = .472, Adj. R² = .459
F = 36.338, p< .001, Durbin Watson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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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

능감, 손 위생 수행의 관계를 보면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손 위생 지식과 손 위생 태도와의 관

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보건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와 군 병원 입원환자 대상의 연구에서 도구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

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13,20]. 손 위생 관련 지식의 습득은 여러 

매체나 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 위생 태도가 습관화되기 어렵고 현 입원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

착화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과 젖병 

위생 인식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보호자 대상으로 한 손 위생 

지식과 젖병 위생 인식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선행연구결과

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나 손 위생과 젖병 위생이 현 입

원 환경에서의 질환과의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유의한 상관관계를 예

측할 수 있다. 대상자의 손 위생 지식과 부모 효능감과의 관계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Lee[10]의 연구에서 요로감염 환아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요로감염 관련 지식과의 관계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여 본 연구의 변수와 도구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요구된 행위를 조직하

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

키고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손 위생 

지식과 부모 효능감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손 위

생 태도와 부모 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로

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손 위생 태도와 연

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젖병 위생 인식과 부모 효능감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 효능감은 행동의 변화를 유

도하여 젖병 위생 인식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 효능감

과 손 위생 수행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로서의 

행동변화유도를 통해서 손 위생 수행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젖병 위생 인식은 손 위생 수행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

가 손을 이용하여 젖병 위생관련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감안한 결과

로 여겨진다. 젖병 위생 관련된 단순한 실태조사 연구는 있지만[7], 손 

위생 수행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Lee, Shin과 Lee[7]의 젖병 

위생 인식 조사에서 젖병 소독 시 용출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려

가 있으나 그 예방법 및 젖병 소독에 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지인의 의견,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젖병소독방법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현장에서는 젖병소독법, 젖병 위생

적 관리, 손 위생과 젖병 위생과의 관계, 환경호르몬의 유해성 등에 대

해 올바르게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이를 위한 교육프

로그램 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의 부모 효능감이 손 위생 수행에 영향

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효능감이 손 

위생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는 부모 효능감이 건강증진 행

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17%의 설명력을 가지는 Jeong과 Lee 

[9]의 연구와 요로감염지식, 부모 효능감과 요로감염 예방행위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29%의 설명력을 가지는 Lee[10]의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부모 효능감 하나만을 보는 것보다는 입원 영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과 같은 감염예방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

어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가 병원 감

염 예방하는 행위 중 손 위생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지

하고 칭찬을 할 필요가 있고, 부모가 병원 감염예방 및 관리하는 데 일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

공하고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태도는 손 위생 수행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손 위생을 이행하려

는 태도는 손 위생 수행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여겨지며, 

Jeong과 Kim[21]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구가 동일하지

는 않았지만 손 위생을 이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태도가 손 위생 수행

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Moon, Yoo와 Lee 

[14]의 일반인과 영양사의 손 씻기 실태조사에서 알려진 손 씻는 환경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 대상자인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손 위생 행

위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 손 위생 교육, 캠페인, 손 위생 관련 물품, 

시설과 관련 환경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여섯째,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지식이 손 위생 수행

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다른 변수에 비해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2005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되었던 ‘범국민 손 씻기 운동’ 캠페인을 통한 교육, 홍보 활동의 영향과 

손 위생이 신종플루(H1N1) 등 신종 감염병의 주요 예방법으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들을 경

험하였기 때문에 입원한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지식 점수는 높게 나

타났으나 세부적으로 손 위생 수행 시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부분과 

손 위생 방법 면에서 습관화가 이뤄지지 않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공 수유 

영유아를 돌봄으로 인해 손 위생 지식은 실제 높았으나 변화된 환경

과 상황에 적응이 쉽지 않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로는 Jeong과 Kim[21]의 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손 위생 지식이 높으면 손 위생 수행률이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

었고, Park과 Kim[22], Yoon과 Kim[23]의 간호학생 대상으로 손 위생 

지식이 높을수록 손 위생 이행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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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위생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 간호

학생 대상 연구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

인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지식수준과는 비교하기 무

리가 따를 것이다. Ajzen[24]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지각과 실제 행

위를 통제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각된 행위 통제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로 지각하고 있는 손 위생 지식이 여러 특수한 상황과 환경변화로 인

해 실제 손 위생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1개의 지역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에 해당된 입

원한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므

로, 특정 지역에 입원한 영유아 부모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다른 집

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활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손 위생 수행을 종속변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손 위생 수행

이 자가보고 형식이 아닌 관찰자에 의한 직접조사에 의한 결과 차이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영향 요인에서 빠진 일반적

인 특성 관련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입원한 영유아 부

모의 손 위생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입원한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수행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연구

에 포함시켜 후속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 지식,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 손 위생 수행을 파악하고 이

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손 위생 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입원 영유아의 감염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인공 수유 입원 영유아 부모

의 손 위생 태도, 젖병 위생 인식, 부모 효능감이 손 위생 수행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입원 영

유아 부모의 손 위생 지식, 태도, 젖병 위생의 인식, 부모 효능감을 증진

시키고 손 위생 수행의 향상을 위한 손 위생 증진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입원한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수행 향상과 젖병 위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교육하고 그 실행 방안에 관한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입원한 영유아 부모의 손 위생 수행 향상과 젖병 위생 관리의 

실행 방안이 병원감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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