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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대상 문헌은 KMBAS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DBpia), 

National Library of Korea, Pubmed, EMBASE가 이용되었고,  R3.5.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22개의 관련요

인 중 사례수가 3개 이상 관련요인을 메타분석 한 결과, 그 효과크기가 성별(.16), 연령(.30), 학력(.32), 병상수(.28), 

감염관리 교육필요성(.44), 감염관리 교육경험(.25), 감염관리 인지(지식)(.7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행, 메타분석

Abstract  The current study is a meta analysis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infecti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factors. Data collection was included 

from the data of KMBASE, RISS, KISS, DBpia, National Library of Korea, Pubmed, and EMBASE. R3.5.1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A total of 22 factors were identified. The meta analysis showed the 

effect size as follows: gender(.16), age(.30), education(.32), beds(.28), needs of education in infection 

management(.44), participating in education of infection management(.25), recognition/knowledge in 

infection management(.70). Based on the findings, evidence based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to 

improve the infection management performance of health workers at Long-Term Car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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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 수명 증가 및 의료의 질 향상

으로 인해 국내 요양병원의 수는 2022년 2월 기준 

1,464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요양

병원은 인지기능 저하 환자, 만성질환 환자, 신경계 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수

의 감염질환을 보이고 있어 증상을 악화시킨다[2]. 특히 

요양병원 및 시설 내 감염병 발생은 인력의 부담감 및 의

료비용의 소모를 증가시켜 감염병의 즉각적 해결이 중요

하다[3]. 

요양병원내 감염은 호흡기감염, 요로감염, 연조직 감

염 등[4.5]의 다양한 감염병을 보이고, 감염의 원인은 주

로 면역저하, 영양결핍 등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환자와 

유사하나, 혈관주사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 신경성 방광 

등의 병원환경 특성이 추가될 수 있다[6]. 이러한 요양병

원 내 감염은 환자의 인지기능을 악화시키고, 감염 사망

율이 더 높아 [5, 7]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수행이 

중요하다. 

한편,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는 감염관리 관련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고[8] 급성병원

에 비해 간호인력의 고령화로 감염관련 전문지식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9] 감염관리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

한다. 특히 요양병원은 환자 밀집도가 높고 장기환자의 

거주 비율도 높아, 감염발생 시 전파율과 의료인간 감염

율도 증가하여[10] 감염관리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감염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사자의 감염관리 정도와 수행관련 요인들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염관리 수행의 영향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위[11] 등의 대상자 특성이 보고되었

고, 병상수, 전담요원 배치, 간호등급[12], 조직문화[13]

등과 같은 병원환경 특성도 보고되었으며, 대상자의 감

염관리 교육경험[14], 감염관리 교육필요성[11, 13, 14]

등과 같은 감염관리 특성도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요

인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행의 주요 간호인력에 해당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관리 수행 관련요인들은 연구마

다 그 결과가 일치하기도 하나 상반되기도 하여 연구에 

포함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

의 감염관리 수행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여 향후 감

염관리 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2.2 문헌의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문헌 검색을 위해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로 핵심질문을 설정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은 1)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Population), 2) 관련요인(Intervention)과 감염관리 

수행도(Outcome)를 제시한 연구, 3) 양적연구(Study 

design) 4)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 발표

된 연구이다. 배제기준은 1) 국한된 부위의 감염 2) 효과

크기로 환산가능한 값을 제시 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

였다.

국내문헌은 한국의학데이터베이스(KMBASE), 한국교

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DBpia),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에서 검색하였으며, 국외 출판 문헌은 Pubmed, 

EMBASE에서 영어로 검색하였다. 

검색어(주요어)는 (‘요양병원’ OR‘ 노인요양시설’) 

AND ‘감염’으로 하였으며, 영어는 (‘nursing home’ 

OR ‘care facility’) AND ‘infect*’ AND ‘Korea’로 검

색하였다. 

2.3 분석문헌 선택과정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시된 검색어로 문헌검

색을 하였고, 총 823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문헌관리 

프로그램(EndNote X7)을 이용하여 중복문헌을 55편을 

제외한 768편의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다. 연구주

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 751편을 제외하고 17편의 연구

가 일차로 선정되었다. 1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였고,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한

된 부위(피부,요로)의 감염 2편, 필요 값(상관관계 값, t, 

F, Odds Ratio, Mean, Standard Deviation, n값 )이 

없는 연구 2편을 제외하고 최종 13편을 선정하였다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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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문헌의 선택과정에서 두 명의 연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연구

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 논문을 결정하였다.

2.4 문헌의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는 Estabrooks[15] 등이 개발하고 

Cicolin[16] 등이 수정 · 보완한 ‘Quality Assessment 

and Validity Tool for Correlational Studies’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한 연구자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총점이 ‘중간’ 이상인 경우 최종 

문헌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모두 포함되었다.

질 평가 도구의 평가항목은 설계, 표본, 측정, 통계분

석으로 구성되었고 평가문항은 설계 1문항, 표본 5문항, 

측정 5문항, 통계분석 2문항으로 총 13문항이었다. 설계

에는 전향적 설계의 사용이 포함되었고, 표본 평가에는 

무작위 표본추출의 적용, 표본크기의 정당성 제시, 다수

의 기관에서의 자료수집, 익명성 보장, 60% 이상 응답률

로 구성되었다. 측정 평가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 측정, 

타당한 도구를 이용한 결과 측정, 타당한 도구를 이용한 

종속변수 측정, 내적 일치도가 .70 이상인 도구를 이용한 

종속변수 측정, 이론적 기틀의 사용으로 구성되었고, 마

지막으로 통계분석 평가에 상관관계 분석의 적용, 편향 

626 records identified through 

international database search

    Through EMBASE (n=325)

    Through Pubmed (n=301)

197 records identified through Korean 

database search

    Through RISS (n=27)

    Through KISS (n=22)

    Through DBpia (n=68)

Through KMBASE (n=21) 

Through National Library of Korea (n=59) 

Total 823 records through database searching

55 of records were duplication

751 of records screened by title and abstract

Total 751 of records excluded as follow 

Total 4 of records excluded as follow

  - limited outcome in infection 

management(n=2)  

  - no report statistical values (n=2) 

17 of full 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13 studies included in quantitative synthesis 
(systematic reviews & meta-analysis)

E
ligib

ility
Inclu

de
d

Id
e
n
tification

S
cre

en
ing

Fig. 1. Flow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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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outlier) 처리방법 명시 여부가 포함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적용 여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교차분석 논문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분석 여부’가 추가되

었다. 각 문항은 예(1) 혹은 아니오(0)로 평가되나, 종속

변수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가 .70 이상인 도구의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의 경우에만 응답이 ‘예’인 경우 2

점으로 평가된다. 논문의 질은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0~4점은 ‘낮음’, 5~9점은 ‘중간’, 10~14점은 

‘높음’으로 해석한다.

2.5 자료코딩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으로 선정된 문헌 13편의 자료

를 코딩하였다. 코딩의 항목은 저자, 출판연도, 지역, 요

양병원/노인요양시설, 표본수, 출판형태, 직업군, 연구설

계, 관련요인이 포함되었다. 코딩지는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작성한 후 불일치 항목이 발견되면 해당하는 항목

을 함께 점검하여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자간 불

일치 하는 항목은 없었다. 

2.6 자료분석

2.6.1 자료의 변환

본 연구에서 코딩자료는 R3.5.1 프로그램에서 ‘meta’

와 ‘metacor’ 패키지를 통해 메타분석 하였다. 감염관리 

수행도와 관련요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상관계수(r) 효과

크기로 산출하였다. ‘r’값이 제시되지 않고, ‘t’ 또는 ‘F’

값만 있는 경우에는 변환공식을 통해 ‘r’값으로 변환하였

다. 또한 측정도구의 형태에 따라 상관계수(r)의 방향이 

결과가 정적 또는 부적 상관으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결

과해석에 따라 일관된 상관방향으로 하였다. 또한, ‘r’값

은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변환하기 위해 Fisher's Z를 사

용하여 산출하였고,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으며, 분

산의 역수(inverse of variances)를 이용하여 각 효과크

기의 가중치(weight)를 계산하였다.

2.6.2 효과크기의 해석 

본 연구에서 효과의 크기는 Lenhard 와 Lenhard[17]

의 기준에 따라 효과 없음(r<.05), 작은 효과크기

(r=.10~.20), 중간 효과크기(r=.24~.33), 큰 효과 크기

(r=.37~.45)로 해석하였다.

2.6.3 이질성 검증

이질성(heterogeneity) 검증은 forest plot을 사용하

여 시각적으로 각 연구 효과크기 값의 방향성과 신뢰구

간을 확인하였고, 전체 관찰된 분산을 의미하는 Q값과 

전체 관찰된 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을 의미하는 I2 값을 

산출하였다. I2 값은 이질성이 없는 경우 0%, 낮은 이질

성 25%, 중증도의 이질성 50%, 75% 이상의 경우 이질

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18]. 

I2 값이 50% 이상(중증도 이질성 이상)이고, 동질성 

검증의 유의확률(p-value)이 0.01보다 작은 경우 이질

적이라 판단하여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2.6.4 출판오류 검증

메타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출판오류 검증을 

실시하였다. 출판오류 검증을 파악하기 위해 Funnel 

plot을 통해 확인하였고, 시각적으로 대칭일 경우 출판

오류 가능성이 낮고, 비대칭일 경우 출판오류의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통계

적 분석방법인 Egger's regression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논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

된 연구는 총 13편 이었고, 11편의 연구는 한 개의 지역, 

2편의 연구는 2개의 지역에서 자료수집 되었다. 대상자

수는 2,364명 이였다. 출판년도는 2011년도에서부터 

2021년 까지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자료수집한 연구는 

10편, 요양시설은 2편, 장기요양기관 1편 순이었다. 대

상자수는 전체 2,364 명이였고 대상 논문 모두 학술지 

게재 논문이었다. 직업군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6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

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외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을 대상자로 포함한 연구는 2편이였으며, 간병사 1편, 요

양병원 종사자 (간호사, 병원행정직. 의료기사, 의사)1편

이었다. 연구설계는 13편 모두 서술적 조사연구였다.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학력 4편, 감

염관리 교육필요성 4편, 성별이 포함된 연구가 3편, 병상

수 3편, 연령 3편, 감염관리 인지(지식) 4편, 감염관리 교

육경험 3편, 근무 경력 2편, 직종 2편, 지침유무 인식 2

편, 평균 근무시간 2편이 포함되었고, 직위, 간호사수, 

감염관리지침, 전담요원 배치, 종교, 환자안전문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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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조직문화, 건강신념, 간호사 간호조무사 비율, 

간호등급 최근 1년 감염성 질환력 요인은 각 1편씩 포함

되었다(Table 1).

3.2 문헌의 질평가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에 포함된 총 13편 논문들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계 평가에서 13편(100%) 모두 전

향적 설계였고, 표본의 평가는 12편(92.3%)이 편의추출

No
1st Author(s)

(year)
Survey region

Hospital
type

Sample
size

Publication Occupation Design Related factors
Quality
score

Note

1
Byun SH 
(2019)

B metropolitan 
city

M city

Long-Term 
Care 

Hospitals
134 Yes Nurse

Descriptive 
survey

Age, Working week(hours), 
Number of bed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9

2
Cho OH
(2021)

Jeju Province
Long-term 

Care 

Hospitals

153 Yes Nurse
Descriptive 

survey
Infection disease history in the last 

year, Educational needs
10

3
Choi YJ
(2019)

B city 
Care 

Hospital
212 Yes

Nurse, 
Nurse assistant

Descriptive 
survey

Gender, Religion, Need for 

Education, Health Belief. The 
Knowledge of Nosocomial 

infections management

10

4
Hong NK

(2020)
Not reported

Long Term 

Care 
Hospital 

197 Yes
Long Term Care 

Hospital Caregivers

Descriptive 

survey

Age, Education level, Working 
time, Employment status, Number 

of

beds, Nursing fees by staffing
grades, Ratio of nurses per nurse 

assistant

10

5
Jung HY 
(2013)

B city,
K Province

Long-term 
Care 

Hospital
147 Yes Nurse

Descriptive 
survey

Education level, Hospital infection 
control education experience

8

6
Kim EH 
(2020)

K Province 
Convalescen
t Hospital

220 Yes

Convalescent 
Hospital Workers 

(Doctor, Nurse, 
Medical technician,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Descriptive 
survey

Gender 10

7
Kim HH

(2017)

B Metropolitan 

city

Long-term 

Care 
Hospital

109 Yes Nurse
Descriptive 

survey

Infection management guideline, 

Awareness of infection 
management

10

8
Lee DJ
(2015)

J city
geriatric 
hospital 

204 Yes Nurse
Descriptive 

survey
Infection control guidebook 10

9
Lee JH
(2012)

B area
Long-term 

Care 
Hospitals

212 Yes
Nurse, Nurse 

assistant
Descriptive 

survey

Education, Career in long-term
care hospital ,Job position,  Beds, 

Nurse (person)
8

10
Lee SJ

(2021)

Daejeon 

metropolitan 
city 

Long-

Term Care 
Hospitals

192 Yes Nurse
Descriptive 

survey

Period of nursing career in
long-term care hospital. Education 
experience in infection control 

related to MDROs within past 
year, Organizational culture, 

Knowledge

10

Self-Co
nfidence 

in 
Perform

ance

11
Park EJ

(2011)

G metropolitan 
city, 

C Province

Nursing 

Homes
203 Yes

Nurse, Nurse 
assistant, Direct 
caregiver, Social 

worker,physical 
therapist  

Descriptive 

survey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Need for infection 

control, Need for education about 

infection control, Probability of 
being an infection carrier

10

12
Park MJ
(2021)

C area
long-term 

Care 
Institutions

134 Yes
Nursing assistant,
Senior caregiver.
Social worker etc.

Descriptive 
survey

Job, Infection management 
education, 

Awareness of infection 
management

10

13
Park SH
(2020)

Incheon 
metropolitan 

city

Elderly Care 
Facilities

247 Yes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Descriptive 

survey

Arrangement of professionals for 

infection management, infection 
management guideline, needs of 

education in infection 
management, participating in 

education of infection 
management

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Syste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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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무작위 표본추출 여부를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10편, 76.9%)에서 표본 크기

의 정당성을 제시하였고, 13편(100%)의 연구에서 다수

의 기관들로부터 자료수집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부분

의 연구 (9편, 69.2%)에서 익명성 보장이나 연구참여 동

의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4편(30.8%)은 익명

성에 대한 보장이나 동의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13편

(100%)의 연구에서 60% 이상 응답률로 나타났다. 측정 

평가에서 신뢰성 있는 결과 측정, 타당한 도구를 이용한 

결과 측정, 타당한 도구를 이용한 종속변수 측정 문항은 

13편(100%) 모두 ‘예’를 만족하였고, 12편(92.3%)이 내

적 일치도가 .70 이상인 종속변수의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연구는 1편(7.6%)에 불과하였

다. 통계 평가에서 모든 연구(13편, 100%)가 상관관계 

분석 및 적합한 통계분석을 적용하였으나, 13편(100%)

의 연구에서 편향 값(outliers) 처리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 무작위 표본추출 여부, 표본크기의 당위성, 이론

적 기틀, 편향 값 처리 등의 일부 항목에 적절성이 낮았

으나, 총 13편의 연구 중 9편(69.2%)이 10점 이상으로 

나타나 논문의 질이 ‘높음’이었고, 나머지 4편(30.8%) 중 

7점이 1편, 8점 2편, 9점 1편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

다. 선정된 연구 모두 질 평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2).

3.3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된 총 22개의 변수 중 사

례수가 3개 미만인 15개의 요인은 메타분석에서 제외되

었고,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병원관련 특성(병

상수), 감염관련 특성(감염관리 교육필요성, 감염관리 교

육 경험, 감염관리 인지(지식)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요인의 메타분석 결과 서로 동질적이지 않거나(I2

≥ 50%), 이질성이 낮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value가 0.01보다 큰 경우), 각 요인(7개) 모두 랜덤

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 ESr를 살

펴보면, 0.38로 큰효과 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서로 동질적이지 않아(I2=94.5%, p<.001) 랜덤효과모형

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은 총 3편으

로 ESr=0.16으로 작은 효과크기(p<.001)였으며, 낮은 

이질성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2=32.4%, p=.227).

연령은 총 3편이 포함되었으며, 효과크기 ESr는 0.30

No
1st

Author(s)
(year)

study sampling
sample 

size

more 
than 
one 
site

anony
mity

Response 
rate 

measured 
reliably

a valid 
instrument
(outcome)

a valid 
instrument
(dependent 
variable)

internal 
consistency 

≥ .70

a 
theoretical 
framework

correlation 
analyzed

outliers Total

1
Byun SH 

(2019)
Y N Y Y N Y Y Y Y Y N Y N 9

2
Cho OH
(2021)

Y NR Y Y Y Y Y Y Y Y N Y N 10

3
Choi YJ
(2019)

Y NR Y Y Y Y Y Y Y Y N Y N 10

4
Hong NK
(2020)

Y N Y Y Y Y Y Y Y Y N Y N 10

5
Jung HY 

(2013)
Y N N Y N Y Y Y Y Y N Y N 8

6
Kim EH 
(2020)

Y Y N Y Y Y Y Y Y Y N Y N 10

7
Kim HH
(2017)

Y NR Y Y Y Y Y Y Y Y N Y N 10

8
Lee DJ
(2015)

Y N Y Y Y Y Y Y Y Y N Y N 10

9
Lee JH

(2012)
Y N Y Y NR Y Y Y Y Y N Y N 8

10
Lee SJ
(2021)

Y NR Y Y Y Y Y Y Y Y N Y N 10

11
Park EJ
(2011)

Y N Y Y Y Y Y Y Y Y N N N 10

12
Park MJ
(2021)

Y NR Y Y Y Y Y Y Y Y N Y N 10

13
Park SH

(2020)
Y N N Y N Y Y Y Y NR Y Y N 7

Total 13 1 10 13 9 13 13 13 13 12 1 13 0

Table 2. Quality Assessment of Studies included in Syste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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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간효과 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이질성은 낮은 이질성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2=22.6%, p=.274). 마지막으로 학력은 총 4편으로 분

석하였고, 효과크기 ESr가 0.32로 중간효과 크기로 나타

났으며(p<.001), 이질성은 높게 나타났다(I2=77.8%, 

p=.003). 

병원관련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병상수는 총 3편이 

포함되었고. 효과크기(ESr)는 0.28(p=.001)로 중간효과

크기로 나타났으며, 이질성은 높았다(I2=75.2%, p=.017).

감염관련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감염관리 교육필요성

은 총 4편으로 ESr=0.44로 큰 효과 크기로 나타났으며

(p<.001), 이질성은 높게 나타났으며(I2=92.4%, p<.001),

감염관리 교육경험은 총 4편이 포함되었고, 효과크기

(ESr)는 0.25로 중간효과크기였다(p<.001). 또한, 낮은 

이질성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2=36.6%, p=.192). 마지막 요인으로 감염관리 인지(지

식)는 총 4편으로 효과크기(ESr)는 0.70으로 큰 효과크

기(p=.003)였으며, 이질성은 높았다(I2=98.2%, p<.001).

(Table 3).

학력, 감염관리 교육필요성, 감염관리 인지(지식), 병

상수는 이질성이 높은 요인으로 효과크기 이질성을 설명

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해야한다. 하지만, 각 요인별 

사례수가 10편 이상 되지 않아 메타 ANOVA, 메타 

regression을 시행하지 않았고,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산출하

였다. 

3.4 출판오류에 대한 검정 

본 연구의 결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메타분석 된 연구

들의 출간오류를 분석하였다. 출간오류 검증을 위해 깔

대기 그림(funnel plot)의 좌우 대칭성을 검토한 결과,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비대

칭을 이루는 1편의 연구가 있어 객관적 검증을 위해 

Egger's regressio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ias=4.08(t=1.73, df=10, p=.114)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도 출간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4. 논의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행을 개선하고 그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선행연구가 보고되었

으나, 각 요인과 효과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총 13편이

었고, 연구 대상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병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상자는 요

양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주요 간호인력으로 대부분

의 업무 시간을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수행한다. 간호사

를 포함한 간호인력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관

리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이들의 주요 업

무는 상이하므로 각자의 업무에 따른 고유한 감염관리 

교육과 수행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향후 요양병원 종사

자의 감염관리 수행관련 연구는 이들의 업무특성과 감염

관리 교육 수준에 따라 적용된 감염관리 교육개발과 효

Factor K Total (n) ESr p z 95%CI I2(p) Q(df)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3 635 0.16 <.001 3.39 0.06-0.25
32.4

(.227)
2.96
(2)

Age 3 534 0.30 <.001 7.18 0.20-0.38
22.6

(.274)
2.58
(2)

Education 4 759 0.32 <.001 4.47 0.18-0.45
77.8

(.003)
13.49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hospitals

Beds 3 543 0.28 .001 3.24 0.11-0.44
75.2

(.017)
8.06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fection 

Need for education about 
infection management

4 815 0.44 <.001 3.93 0.23-0.61
92.4

(<.001)
39.48
(3)

Education experience of
infection management

4 720 0.25 <.001 5.45 0.16-0.34
36.6

(.192)
4.73
(3)

Awareness of infection 
management
(Knowledge)

4 683 0.70 .003 2.97 0.28-0.89
98.2

(<.001)
170.10

(3)

Total 25 4689 0.38 <.001 6.17 0.27-0.49
94.5

(<.001)
440.00
(24)

Table 3. Effect Size of Defensive Sub-variables Related to Infection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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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검증 연구가 필요하겠다.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학력과 

감염관리 교육 필요성이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

었고, 그 외 성별, 병상수, 근무경력 등의 대상자와 병원 

특성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감염관리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감염관리 지침, 전담요원 배치, 간호등급 

등 의 감염관리 특성은 각 1편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포

함되었다. 감염관리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및 병원 특성을 포함하여 확인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감염관리 수행과 직결되는 

감염관리 지침 및 교육 수준 등의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

적으로 관련요인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향후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 최종 선정된 13편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종

사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0.38로 유의하게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

인을 확인한 최초의 국내연구로 연령, 교육, 성별의 대상

자 일반적 특성과, 병상수와 같은 병원관련 특성, 감염관

리 교육경험, 감염관리 교육필요성, 감염관리 인지(지식)

과 같은 감염관련 특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감염관리 

수행도에 중간 효과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

에 의의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 특성과 병원특성을 조절하

는 것도 감염관리 수행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으나, 병원 현장에서 감염관리 관련 특성을 개선함으

로써 수행도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감염관리 인지(지식)이 요양병원 종사자

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한 효과크기가 0.76으로 큰 효

과크기를 보였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식, 이

익에 대한 지각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유익에 대한 지각 및 인지가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9]와 일관된다. 그러나 김

현희와 김남희[20]의 연구는 감염관리 인지는 수행과 관

계가 있으나, 지식은 수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감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 인지(지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염관리 인지

(지식)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수행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염관리 인지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관리 교육필요성도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

관리 수행도에 대한 효과크기가 0.44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교육에 대한 필요는 교육에 대한 인식, 요구, 경

험과 더불어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여

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21. 22]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는 간호사뿐 아니라 요양병

원 간호인력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요양병

원 감염관리 교육은 보수교육을 통해 주로 제공되고 있

으나, 요양병원 인력이 종합병원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

로 평균연령이 높고, 감염관리에 대한 최첨단 교육을 수

혜할 수 있는 기회가 낮으므로, 이들의 감염관리 교육의 

요구를 파악하고 현실 실정에 적합한 감염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령, 학력, 병상수, 감염관리 교육경험, 

감염관리 교육 필요성, 감염관리 인지(지식)이 감염관리 

수행도에 중간 효과크기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요인별 사례수가 10편 이상이 되지 

않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병

상수 운영과 교육경험은 감염관리 수행의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나, 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없어 병상수 

정도와 교육경험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감염관리 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감염

관리 수행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보다 병상수를 포함한 병원 특성과 감염관리 수행 

및 운영의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한 결과 연

령, 교육, 성별, 병상수, 감염관리 교육경험, 감염관리 교

육필요성, 감염관리 인지(지식)이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요양

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이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총 13편의 연구가 

체계적 고찰에 포함되었으나, 각 요인별 사례수가 낮아 

효과크기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한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

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요인별 사례수를 축적하여 조절

효과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서 감염관리 수행이 국∙내외 병원환경 기준과 지침에 따

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해석 

및 적용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는 시점에서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한 최초의 연

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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