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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meanings of hands among clinical nurses. 
Methods : A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048 nurses working in a tertiary 
hospital in G city. From April to May 2018, an open-ended survey on how nurses felt about their hands and 
what their hands meant to them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AXQDA 2018 
version as well as content analysis. Results : A total of 1,048 pieces of data were analyzed, and 2,094 units of 
analysi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attributes, resulting in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omains. The 
data in the social domain were reported in a narrative format; thus, they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ree themes and eight sub-themes were elicited. The three themes included “meaning as an instrument,” 
“meaning of infection control,” and “meaning of caring.” Conclusion : Nurses imbue essential meanings of 
caring on their hands even though they face negative skin symptoms. Furthermore, nurs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hand hygiene on infection contr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n in-depth look into 
nurses’ perceptions of thei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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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

로 이루어지며, 언어적인 방법만으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Kim, 2000). 이

에, 우리의 신체는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언어와 함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손은 상징성과 중요성에 그 의미를 부여해 왔다. 

손은 인간의 여러 신체 중에서 행동의 주체가 되며 작

업이나 일의 표상이 될 정도로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Kim & Ko, 2013).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손을 씻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매체에서 언급되는 간호

사의 손은 희생과 봉사의 상징이 되며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손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빈번하게 손위생을 이행해야 하므로 건조증과 갈라짐 등

의 부정적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Lee, Cheong, Byun, 

Choi, & Choi, 2013; Visser et al., 2014).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을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예

방과 환자 안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다(Lee 

& Shin, 2017). 의료관련 감염은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감염으로 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향을 미치며 재원기간의 연장, 항생제 내성의 

증가, 약물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심한 경우 사망

의 원인이 된다(Jeong & Kim,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 환자와 접촉하는 병원 

내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손은 감염전파의 주요 원인으

로, 손위생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이고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Allegrani & Pettet, 2009). 특히 병원 내 다양한 

직종 중 간호사는 환자와 접촉 빈도가 높고 침습적 간

호행위를 수행할 기회가 많아 간호사의 손위생 이행 정

도가 의료관련 감염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

되고 있다(Jeong & Kim, 2013). 

우리나라 대부분의 3차 병원에서는 교차 감염을 유

발하는 부적절한 손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WHO (2009)

에서 발표한 손위생 증진을 위한 5가지 방법, 즉 손위

생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비하고, 직원의 

교육과 훈련, 손위생 수행률 모니터와 피드백, 포스터

를 통한 중요성 인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을 실천

하고 있다(Song & Jeong, 2015). 손위생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 손위생 수행률은 매년 유의하게 증가하 고 

의료관련 감염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Kweon et 

al., 2012).

선행연구 결과, 간호사의 손위생 수행률은 80.8∼

96.9%로 차이를 보 으나, 간호사가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손위생 수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 Ko, Hanm, & Jung, 2018; 

Lee & Shin, 2017; Oh, 2015). 이와 같이 빈번한 손

위생은 간호사들의 손 피부 자극에 대한 증상을 유발시

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증상의 발생 빈도는 48.2∼

75.9%에 이르고 있다(Kim & Lee, 2019; Lee et al., 

2013). 간호사는 잦은 손위생으로 인한 피부건조를 손

위생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손위생이 교차 감염을 

줄이거나 심각한 감염으로부터 환자나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직업적 신념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은 없는 실정이다(Jeong & Kim, 2013; Kim & Lee, 

2019; Song & Jeong, 2015).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

하기 위해 손위생 수행률 개선에만 집중하여 간호사들

의 손위생에만 주위를 기울 으나, 간호사의 손이 가지

고 있는 의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다. 해외에서는 

간호사의 손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중재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Bauer et al., 

2010; Madan et al., 2016) 국내에서는 손위생 이행 

증진이나 손 소독제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Kweon et al., 2012; Lee & Shin, 2017; Oh, 

2015; Song & Jeong, 2015). 간호사들이 손 피부자

극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면, 이들이 자신의 손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

면서 간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손에 부

여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임상 간호사들이 손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개

방형 문항에 서술한 손의 의미를 질적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그 범주와 속성을 밝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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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손을 어떻게 보고, 느

끼고, 생각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

술적 질적 내용분석 연구(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 으며, 전체 대상자 중, 연

구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1,386명의 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하 다. 총 1,386

명의 자료 중, 응답에 누락이 있는 338명의 결과를 제

외하고, 총 1,04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8

문항과 간호사인 자신의 손에 대한 의미를 서술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방형 질문지이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을 포함하 고, 업무관련 특성은 근무지, 총 임상

경력, 근무 형태,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알레르기 유무, 

알레르기 종류 등을 포함하 다. 손의 의미에 대한 개

방형 질문지에는 ‘간호사의 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

나요?’, ‘자신의 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등의 문항을 

포함하 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학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B-

1710-427-305)을 받았다.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전 대

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인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해당 병원

의 간호부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수

집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자가 각 병동 간호

사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 서면으

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질문지 작성은 평균 10분이 소요되었다. 질문

지는 총 1,386부 배부하여 전수 회수하 으나, 그 중 

답변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1,048개의 자료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자료를 코드화하고,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료를 보관하 다. 연구자료는 연구종료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고자 한다.

5. 자료분석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은 SPSS 23.0

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 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간호사가 손의 의미에 대해 기

술한 자료를 토대로 손에 대해 기술한 단어나 표현을 

분석단위로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다빈도 단어

나 표현을 정량적인 방식으로 수량화해 분석하기 위하

여(Kim, 1985) 빈도가 높은 단어나 표현법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 2018을 

사용하 다. 기술된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의미 있

는 단어나 문구, 문장을 찾아내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서 내용상 의미의 차이를 확인한 후, 수정, 보완 단계를 

거쳐 재명명하 다. 이차적으로는 분석단위를 내용적으

로 분류하기 위해 범주체계를 나누었다. 3인의 연구자

가 각각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

미를 갖고 있는 것끼리 묶어 범주 체계를 구축한 후 논

의를 통해 중심이 되는 개념을 찾아 최종 범주를 결정

하 다. 

신체적, 감정적 역에 비해 사회적 역의 자료는 내

러티브 형식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

해 내용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 다(Hsieh & Shannon, 

2005).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을 분류한 후 코드화하 다. 코드 간 유사한 의미

를 지닌 경우 주제로 분류하고 주개념을 파악하여 최종 

주제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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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 SD

Age (year)    29.36±5.69

Work experience (months)     74.13±68.10

Gender Female 1,001 95.5  

 Male   47  4.5  

Work units General wards  512 48.9  

 Operating room  210 20.0  

 Intensive care units  175 16.7  

 Emergency room   61  5.8  

 Outpatient department   45  4.3  

Others   45  4.3  

Work shift 3 shifts  879 83.9
 

Daytime workers  169 16.1

Current health problems Yes   72  6.9  

 No  976 93.1  

Having any allergies Yes  314 30.0  

 No  734 70.0  

Types of allergies Allergic dermatitis  240 76.4  

(multiple responses) Atopic dermatitis   54 17.2  

 Redness   20  6.4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Demographic an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48)

6. 연구의 엄밀성 확보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의 조언을 받았고, 코

드와 범주의 이름을 정할 때 대상자가 기술한 언어 그

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 다.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위하여 참여자 진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계속 

점검하며 질적 연구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

의 피드백을 받았고, 참여자 검증을 실시하여 도출된 

주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048명의 평균 연령은 29.3세 고, 평균 임

상 경력은 6년 2개월(74.1개월)이었다. 여성이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현 근무지는 병동(48.9%), 수술실

(20.0%), 중환자실(16.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

는 83.9%가 3교대 근무자 으며,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3.1% 다. 알레르기가 있

는 경우는 30.0% 으며, 알레르기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러지성 피부염이 76.4%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간호사 손의 의미에 대한 내용분석 

1) 간호사 손의 의미에 대한 범주 도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1,048명의 간호사들이 자신의 손

에 대해 기술한 내용 중 의미 있는 단어나 표현을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로 도출한 결과, 총 2,094개의 

분석단위가 나타났다. 2,094개의 분석단위를 내용에 따

라 범주화하 는데, 그 결과 ‘증상’과 ‘외형’의 두 하부

개념은 ‘신체적 역’으로 범주화하 고, ‘긍정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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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assification of major categories.

과 ‘부정적 감정’의 두 하부개념은 ‘감정적 역’으로 

범주화하 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의 개념과 ‘간호

사 직업’ 관련 특성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역’으로 

범주화하 다(Figure 1). 

2) 대범주별 손의 의미 내용분석

손의 내용에 대한 빈도를 3개의 대범주에 따라 분석

한 결과, 사회적 역의 내용이 1,584건(75.6%)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역 

322건(15.4%), 감정적 역 188건(8.9%)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역의 각 항목

을 백분율로 분석한 소범주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1) 신체적 영역

손의 내용에 대한 빈도를 3개의 대범주에 따라 분석

한 결과, 신체적 역은 322건(15.4%)이었다. 신체적 

역 내 소범주는 크게 ‘증상’과 ‘외형’으로 분류되었으

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거칠다, 건조하다, 갈라지다 

등의 증상과 아름답다, 상처투성이다 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외형으로 나타났다. 

(2) 감정적 영역

감정적 역은 188건(8.9%)으로 나타났으며, 소범주

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뉘어졌다. 긍

정적 감정은 자랑스럽다, 소중하다 등이었고, 부정적 

감정은 안쓰럽다, 미안하다, 슬프다 등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영역 

손의 내용에 대한 빈도를 3개의 대범주에 따라 분석

한 결과, 사회적 역의 내용이 1,584건(75.6%)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는 생계수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직업’과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직업’ 관련 

특성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었다.    

3) 사회적 영역의 간호사 손의 의미에 대한 내용분석

내러티브 형식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는 사회적 역

의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고, 이 주제들을 통합하여 사회적 

역의 간호사 손의 의미를 가장 잘 서술할 수 있는 3

개의 주제를 도출하 다. 도출된 주제는 ‘간호 직업적, 

생계수단으로서의 손’, ‘감염 전파와 예방의 매개체’, 

‘마음까지 전하는 돌봄의 수단’으로 나타났다. 

(1) 제 1주제 : 간호 직업적, 생계 수단으로서의 손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손은 간호를 제공하는 기본적

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의 손은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이자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다치거나 없어서

는 안 되는 필수적인 부위로서 일차원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들은 손을 간호사에게 없어서

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기술하 다. 간

호사들은 활력징후, 흡인, 유치 도뇨관 삽입, 기본 간호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 손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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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ategories

n
(%)

Minor
categories

Contents n

Physical 322 Symptoms Rough 63

(15.4)  Dry 39

  Crack 28

  Pain 11

  Itchy  2

  Positive appearance Beautiful  5

 Negative Scarred hand   77

  appearance Ugly/manly hand   45

   Wrinkle/old-looking hand   39

   Short fingernails   13

Emotional 188 Positive Proud/meaningful   62

 (8.9)  Preciousness/gratitude   38

  Negative Pitiful/tough/arduous   50

   Sorry   17

   Sad    8

   Ashamed    6

   Dirty    4

   Want to quit    3

Social 1,584 General job Means of living/labor   32

 (75.6) Nursing   

    Hygienic Hand washing/cleanliness/alcohol jel  183

   Infection/infectious transmission  111

   Two-sided hands: infection vs cleanliness   21

    Instrumental Important part  133

   Nursing practice   81

      Treatment   69

   Skill/swiftness/accuracy   55

   Moisture/lotion/skin care   23

    Nursing Warm heart/love/sincerity  180

    essential Value/history/passion/energy/medal  115

   Compassion/encouragement/support  108

   Hope/saving life  100

   Help/solution   98

   Devotion/sharing/responsibility/service   80

   Communication/connection   71

   Protection/safety   69

   Caring   55

Note. multiple responses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Major Categories and the Meanings on Hands (N=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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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Sub-themes

Theme 1 1.1.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ody for nurses

The meaning as an instrument 1.2. Caring out nursing practice quickly and accurately

 1.3. Keep working busy, even though they worry about getting hurt

Theme 2 2.1. Could be a carrier for infection transmission

The meaning of infection control 2.2. Playing a role as a shield for infection control 

Theme 3 3.1. A path to provide true heart

The meaning of caring 3.2. Real changes are made by authentic practice through nurses’ hands 

 3.3. Tough hands remind nurses of their dedicated life

Table 3. The Themes of the Meaning of Nurse’s Hand in Social Domain (N=1,584)

용하기 때문에 이는 업무 수행 시 꼭 필요한 신체 부위

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손은 간호 행위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다. 간호사는 담당 환자

에게 다양한 간호 업무를 제공하는데, 간호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맥주사, 수혈, 약물 계산 등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빠르게 수행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손이 필수적

으로 필요하 다. 

도구적 의미의 손에 대한 마지막 하부 주제로는 다칠

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만 항상 긴급하게 움직일 수밖

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간호사

의 손은 환자에게 날카로운 의료기기 및 무거운 의료 

장비, 체위 변경, 반복적 손위생 등으로 피부 손상과 근

골격의 외상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지만, 간호 상황

이 만들어내는 긴급함으로 인해 손을 지속적으로 사용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었다. 

(2) 제 2주제 : 감염 전파와 예방의 매개체

간호사의 손은 환자에게 감염 전파 또는 예방을 하는 

주체로, 감염 조절을 위한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담

당하 다. 간호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이 가장 많은 의

료인으로서 환자의 감염을 조절하는 주체가 되었다. 정

맥주사, 소독과 같은 무균적 행위와 배액관, 대소변 관

리와 같은 체액 노출 행위 등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간

호사의 부적절한 손위생은 환자에게 감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 다. 간호사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따라 환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에 

간호사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물과 소독제 또는 알코올을 사용

한 철저한 손위생을 통해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책

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 3주제 : 마음까지 전하는 돌봄의 수단

언어적인 표현으로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정서적 

역의 간호를 간호사는 손을 통해 전달할 수 있어 손

의 의미의 마지막 주제는 돌봄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

다. 간호사의 손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긍정적이고 따

뜻한 간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간호사들은 손

을 통해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최선

의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 다. 첫번째 하부 주제는 환

자의 건강회복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를 위

로하고 지지해 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

거리는 등 손을 사용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

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 다. 또한 간

호사는 자신의 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

기 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자에게 도

움을 주고자 손을 사용한다고 기술하여, 간호직에 헌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하부 주제는 간호

사들이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보면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 간호의 시간을 되돌아 볼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손의 피부 증상을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여 얻은 훈장

으로 생각하며 간호사의 손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Ⅳ.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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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 1,048명을 대상으로 간

호사들이 자신의 손에 대해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

는지 탐색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임상현장

에서 간호사의 손은 환자에게 직접 접촉을 통해 간호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신체 부위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

호사의 손은 일차적인 접촉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사가 생각하는 손의 의미는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역으로 범주화하 다. 간호사 

손에 대한 신체적 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손에 나타

나는 증상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의료종사자로서 

그만큼 손위생의 빈도가 가장 많은 의료환경에 처해 있

음을 알 수 있다(Jeong & Kim, 2013; Lee & Shin, 

2017; Oh, 2015).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손 피부 문제의 

유병률은 일본 53.3%(Smith, Adachi, Mihashi, Kawano, 

& Ishitake, 2006), 터키 47.5%(Özyazıcıoğlu, Sürenler, 

& Tanrıverdi, 2010), 한국 48.2∼75.6%(Cha et al., 

2018; Jeong, 2015; Kim & Lee, 2019; Lee et al., 

2013)로 상이하 는데, 한국 간호사의 손 피부 문제 유

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의료기관 평가 및 환자

안전 간호 측면에서 점차 손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기준과 인식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간호사들의 잦은 손위생은 간호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행위 고, 이로 인

해 자연스럽게 손이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a et al., 2018; 

Lee et al., 2013). 간호사의 손 피부 문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근무 부서와 손위생 횟수, 알레르기의 유무, 

장갑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Özyazıcıoğlu 

et al., 2010), 그 중 알레르기의 가족력이 있거나 하루

에 손위생이 20회를 초과하는 경우 손 피부 건강의 위

험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Luk et al., 2011). 본 연

구 대상자는 여성이 95.5%를 차지하고 평균 나이는 29.3

세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손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젊은 여성이다. 이들은 간호를 하면

서 의도하지 않게 상처투성이의 투박한 손, 주름이 많

아 또래와 다르게 나이 들어 보이는 손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 고, 일부 간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항상 

손톱을 짧게 자르고 매니큐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

는 제한적인 손 관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

면, 자신의 손을 통해 그 동안 일한 열정을 느낄 수 있

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도 있어 손에 대한 신체

적 의미 부여에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정적 역에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포

함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감정의 응답은 53.2%로 나

타나 부정적 감정보다 약간 많았다. 간호사들은 손을 

보면서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을 함께 느끼고 있었고, 

드물지만 자신의 손을 보면 부끄럽고, 배액관을 비우거

나 대변, 소변을 만지고 감염된 환자를 접촉하면서 청

결하지 않다고 인식하 고 심한 경우는 사직을 고민하

기도 하 다. 간호사들의 손 피부 건강 상태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Jeong, 2015; Luk et al., 2011) 간호사의 

72.3∼94.2%가 근무를 하지 않을 때 손의 상태가 호전

된다는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간호 업무와 손 피부

의 건강문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 피

부 문제로 인해 근무 부서의 변경을 고려한 간호사는 

22.9%, 사직을 고려한 간호사는 28.7% 으며(Jeong, 

2015), 손 피부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 간호

사는 20.0%(Luk et al., 2011)로 손 피부 문제가 업무

변경이나 사직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병원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손 피부 문제

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위해 개별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일이 얼마나 중

요한 일인지 아는 것은 간호사 손에 대한 신체적, 감정

적 역의 의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결정되는 기

준이 될 수 있다(Lusk & Fater, 2013). 따라서 간호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이 간호학

생부터 시작되어 임상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져야 할 것

이고, 병원은 손위생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간호사

들이 자신의 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보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손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역은 총 1,584

건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사회

적 역이 내포하고 있는 공적 매개체로서의 손의 의미

를 확인하고자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3개의 주제

를 도출하 다. 간호를 위한 필수적 도구로서의 손, 감

염조절의 주체가 되는 위생적인 손, 간호 본연의 것을 

실현하는 간호 본질의 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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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인 도구적 의미의 손을 살펴보면, 간호사에

게 손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체부위로 간호사들은 손

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다양한 간호 행위를 빠르고 정

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손은 간호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간호사들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하여 보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손

위생을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Jeong, 2015; Luk et al., 

2011). 손의 보호를 위해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

의 건조와 균열을 감소시키고 세균집락을 최소화시켜 

간호사의 손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위생 후 

적절한 보습은 손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Sanchez, 2018; 

Van der Meer et al., 2014). 따라서 건조한 피부 상

태에서는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손위생을 할 때 보습제

가 포함된 알코올 젤을 활용하거나 물로 손위생을 하는 

경우 세면대에 로션을 배치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동 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핸드 

로션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손의 

피부 상태가 심한 경우, 병원 내 피부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제 2주제인 위생적 의미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손

을 생각할 때 감염, 손위생과 관련된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었다. 간호사의 손은 환자를 간호하면서 감

염을 예방하여 회복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감염을 전

파하는 손이 되어 질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Mathur, 

2011). 그만큼 간호사 손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인 간호행위가 요구되

며, 철저한 손위생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손 소독용 알코올 젤 또

는 알콜솜을 하루 20회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간호사는 

손 피부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Jeong, 2015; Kim 

& Lee, 2019; Luk et al., 2011), 잦은 손위생으로 인

해 건조해지는 손의 보습을 위해 간호사들의 손위생 시

점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손위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필요한 손위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피부 안전을 위해 손 소

독용 알코올 젤 제품 선택 시 최소 알코올 함량을 충족

하면서 항균효과가 적절한 알코올 젤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Ji & Jeong, 2013). 그리고 간호

사의 근무 부서를 결정하기 전에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

력 등 손 피부 문제 관련 요인을 사정하여 손위생이 많

이 요구되는 부서의 배치를 피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 손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역 중 제 3주제로

는 간호 본질적인 의미가 확인되었다. 간호를 수행하는 

손은 따뜻함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어 환자와 보호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희망과 긍

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 다. 간호사는 손을 사용하여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악수, 어깨를 

감싸거나 어루만지는 등의 손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자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Montague, Chen, 

Xu, Chewning, & Barrett, 2013). 임상에서 간호사

의 손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자를 이해

하고 이들에게 돌봄과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Kang et al., 2018; Montague et al., 

2013; Morgan & Yoder, 2012). 이에, 간호사의 손

을 통한 치료적 접촉은 4차 혁명 시대에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의미있는 것으로 질병중심에서 인간중심 간호

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간호사의 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감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로 손위생에 초점

이 맞춰져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특

성상 손위생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

처럼 간호사 손의 의미는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의 손위생 수행률 

향상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손위생으로 인한 피부 문제

나 통증과 같은 손의 건강상태, 손을 통해 간호를 제공

할 때 느끼는 감정, 간호사 손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

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생

각하는 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

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간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임상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기술한 손의 의미에 대한 내용

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실제 임

상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손은 건조하고 거칠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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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생기기 쉬운 신체부위이다. 간호사들은 손을 통해 

환자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

하기도 하고, 병균이 집합해 있는 손으로 감염을 전파

시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간호사들은 자신

의 손이 미치는 향과 손위생의 중요성을 알고 환자들

에게 부정적인 향을 주지 않기 위해 더 철저하게 손

위생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손 피부염 증

상을 경험하면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손의 

의미를 파악하 기에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개인 면담을 통해 간호사

의 손의 의미와 간호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손 피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

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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