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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염성 질환 노출 시 관리

Ⅱ. 손위생 (Hand hygiene)



실습 목표

1. 감염성 질환 노출시 관리를 알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2. 감염관리보고체계를 학습 한다.

 

3. 병원환경감염관리 및 직원감염 사고관리의 체계를 학습하고 수행한

다.

4. 직원들의 감염관리 교육 에 대한 내용과 실행을 이해하고 적용한

다.

5. 손위생 (Hand hygiene)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Ⅰ. 감염성 질환 노출 시 관리

1. 목적

직원이 병원 근무 환경에서 감염에 노출 되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염노출 보고체계

1) 감염성 질환에 노출 시 감염관리실에 연락한다.

2) 해당부서장에게 연락하고 부서장 부재 시 선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직무 관련 감염노출 보고서를 작성한다.

HIS의 병동 및 외래 프로그램의 HELP의 “동의서출력” 클릭 하여 → “감염보고

서” 클릭 →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 클릭 하여 입력 후 출력한다.

4) 원인제공자(환자)가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에서 진

료를 받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응급실 내과 당직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5) 투약과 추후검사 여부는 진료 후 결정한다.

6) 감염노출보고서와 영수증은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감염관리팀에 제출한

다.

7) 감염관리팀은 추후조치여부, 주의사항 및 업무상 감염노출 사고 예방사항 등을 

상담, 교육한다.

8) 원무팀은 업무상 감염노출시 발생한 공상처리를 담당한다.

9) 감염관리팀은 직원감염노출발생 및 처리결과를 감염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

3. 혈액이나 체액 노출 시 관리

1)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베인 경우는 흐르는 물에 씻는

다.

2) 눈이나 점막에 튄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낸다.

3) 혈액 및 체액 노출에 대한 감염예방조치는 <표1>과 같다.



감염원 

(환자)
노출된 직원의 상태

추후관리

1차(노출당일) 2차 3차 4차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경우 추후 검사 및 투약 불필요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

종

실시자

HBIG 1회와 

HB vaccine 1차 

접종 

HB vaccine 

2차 접종: 

  노출 후 

1개월 후 

HB vaccine 3차 접종: 

  노출 후 6개월 후 

예방접

종 

중인 

경우

HBIG 1회와 남은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

종 

완료 

경우

* 예방접종 시리즈 1회(3회 투여) 완료한 경우: HBIG 1

회와 재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시리즈 2회 완료한 경우: HBIG 2회 접종(한

달 간격)

항체가 모르는 경우  항체검사를 시행하여 위 지침에 따라 조치함

C형 간염 항체 검사
Anti HCV: 

노출당일

Anti HCV: 

노출 후 6주

Anti HCV: 노출 후 

6개월

매독

항체검사 VDRL: 노출당일 VDRL: 노출 후 6주

예방적 투약

* 6주 후 VDRL(+)이면 Benzathine penicillin 240만 단

위투여

* 만일 환자가 VDRL(+)이면서 이차적인 피부나 중추신경

계 감염이 있다면

  노출 후 Benzathine penicillin 240만 단위투여 

에이즈 

(AIDS)

항체검사
 HIV Ab: 

  노출 당일

 HIV Ab: 

  노 출 

후 6주

 HIV Ab: 

  노출 후 

3개월

 HIV Ab: 

  노출 후 6개월

예방적 투약  감염내과 진료

불명

 - Hepatitis B, Hepatitis C 및 Syphilis의 감염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관리한다.

 - HIV는 일반적으로 예방조치가 필요 없으나 노출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진

료 후 결정한다.

<혈액 및 체액 노출에 대한 감염예방조치>



노출질환 약품명 용량 기간 주의점

수막알균

Rifampin
10mg/kg 12시간 간격 

경구투여
1일 최대 2일 60mg/kg, 임산부 투여금지

Ceftriaxone 250mg 근육주사 1회

주사부위 통증을 줄이기 위해 1% 리

도카인으로   

희석, 임산부 투여가능

Ciprofloxacin 500mg 경구투여 1회
18세 미만과 임산부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백일해

Erythromycin
250mg 1일 4회 경구투

여
14일

체중, 노출 정도에 따라 용량조절, 

최대 2g/day,  

공복에 복용, 위장장애 시 식사와 함

께 복용

TMP+SMX
160/80mg 1일 2회 투여

(Bactrim 2T bid)
14일 임산부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브루셀라
Doxycycline

 + Rifampin

100mg 1일 2회 + 600mg

 1일 1회 경구
21일

부작용을 고려하여 CBC, 간기능 검사 

실시

4. 기타 감염질환에 노출 시 관리

1)노출 시 보고가 필요한 감염질환

(1) 수막알균질환(Meningococcal disease): 마스크 착용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

이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기관내 삽관, 기관지 흡인 등으로 환자의 비말에 직접 

노출 된 경우, 적절한 항균제 투여 24시간 이내인 수막알균에 의한 혈류감염 또는 

중추신경계 감염이 임상증상으로 강력히 의심되거나, 도말검사상 그람음성쌍알균  

(Gram negative dipplococci) 또는 배양검사에서 수막알균이 분리된 경우

(2) 백일해(Pertussis): 마스크 착용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구강 대 구강 인

공호흡, 기관내 삽관, 기관지 흡인 등으로 환자의 비말에 직접 노출된 경우

(3) 브루셀라(Brucella):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장구 착용없이 환자의 가검물(병

변부위 배액, 혈액 등)에 상처 노출, 흡인, 점막에 노출된 경우

(4) 수두바이러스 질환(Varicella): 수두에 대한 면역력(수두 과거력, 예방접종

력)이 없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수두환자 또는 면역저하상태인 파종성 포진

(disseminated zoster)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1시간 이상 있었거나 환       자와 

1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 대상포진환자의 병변을 장갑착용 없이 접촉한 경우

(5) 옴(Scabies): 장갑, 가운 등 보호장구 착용 없이 감염 환자와 피부 대 피부의 

직접 접촉을 한 경우(예: 스폰지목욕, 로션도포, 마사지)

 나. 노출 시 예방적 투약은 진료 후 <표2>와 같이 할 수 있다.

<예방적 항생제 투약>



노출질환
태아에 대한 

잠재적 영향
주산기 전파율 모체 스크리닝 검사 예방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청력손실:

 congenital

 syndrome

모체의 일차적 

감염시 15%, 

유증상시 5%

항체는 발병에 대하여 

일부 보호효과가 으나

완전하지는 않으므로 

정기적인 스크리닝은 

권하지않는다.

표준주의

B형간염

(Hepatitis B)

감염: 

아이에게 

만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음

HBeAg 양성 시:

 90%

HBeAg 음성 시:

 0-25%

HBe Ag 정기적 

스크리닝

아이에게 백신과 

HBIG 투약

표준주의

C형간염

(Hepatitis C)
간염 2-5%

Anti HCV; HCV RNA를

참고로 검사, 정기적인 

스크리닝은 권하지 

않음

표준주의

단순포진바이러스

(Herpes simplex)

점막과 피부의 

병변

패혈증, 뇌염, 

드물게 선천성 

기형

병원감염은 

드물다.

일차감염: 

33-50%,

재발: 4%

항체검사는 유용하지 

않음 분만시 병변에 

대하여관찰

표준주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2~3년까지 

AIDS 진행 

가능

8~30%

Enzyme immunoassay

Western blot으로 

항체검사

고위험 행동을 

피한다. 

위험성 높은 

주사침 노출시 

예방조치 고려: 

HIV양성인 

산모와 아이에게 

분만 시와 분만 

후에 zidovudine 

투여한다. 

표준주의

5. 임신, 가임기 직원

: 임신한 직원 또는 임신 가능한 직원이 감염위험이 있는 질환에 노출된 경우는 산

부인과나 감염내과 등의 진료를 받고, 노출원의 종류나 직원의 상태 등 상황에 따

라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임신한 직원: 직무 중 감염요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관리지침>



인플루엔자

(Influenza)
견해가 엇갈림 드물다 없음

백신(임신 

중에도 안전함). 

비말주의

홍역(Measles) 조산, 유산 드물다 질병력, 항체 백신. 공기주의

파보바이러스

(Parvovirus B19)

수증(Hydrops)

, 사산

드물다. 

3~9%에서 

부작용

임신 중 IgM과 IgG항체 

검사
비말주의

풍진(Rubella)
Congenital

 Syndrome

전체적으로45~5

0% 첫 12주에는 

90%

항체

백신: 급성 

감염에 대하여 

비말주의, 

선천성 풍진에 

대한 접촉주의

결핵

(Tuberculosis)
간종대 드물다 피부반응검사

질병 시

Isoniazid+etham

butol. 

공기매개주의 

수두/대상포진

(Varicella-zost

er)

기형(피부, 

사지,중추신경

계, 눈): 

수두

전체 25%,

congenital

 

syndrome(0~4%)

항체

백신: 감수성 

있는 경우 노

출 후 96시간 

이내에 VZIG, 

공기매개주의, 

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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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위생 (Hand hygiene)

1. 목적

손은 병원환경에서 미생물의 전파에 가장 좋은 매개체이므로 올바른 손위생을 수행

하여 손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정의

손위생(Hand hygiene)이란 손에 있는 감염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

며 구체적으로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Hand washing)와 물 없이 사용하는 소독

제를 이용한 손소독 마찰(Antiseptic handrub)을 뜻한다.

3. 손위생 기본원칙

1) 혈액, 체액 등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2)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경우에는 물과 비누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

한다.

3) Bacillus anthracis, Clostridium difficile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일반비누 혹은 소독비누와 물로 마찰을 이용하여 손을 문지른 후 물로 헹군

다.

4)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멸균장갑 착용 직전이나 장갑을 벗은 직후 

손위생 을 시행한다. 

  

4. 손위생 수행시점

1) 환자 접촉 전

활력징후 측정, 신체검진, 체위변경, 마사지, 개인위생, 지지 등

2) 청결/ 무균술 처치 전



청결술 전: 음식조리, 식사, 경구투약, 구강간호, 회음부 간호 등

멸균술 전: 주사(정맥, 근육, 피하 등), 드레싱, 카테터 삽입, 천자, 검체 채취 등

   

3) 오염물 접촉 후

검체 채취 후, 배설물이나 토물을 다룬 후, 호흡기 분비물 접촉 후, 배액 관련 행

위 후, 폐기물 처리, 오염물품 다룬 후, 화장실 다녀온 후 등

4) 환자 접촉 후

활력증후 측정, 신체검진, 체위변경, 마사지, 개인위생, 지지 등

5) 환자의 주변물품을 접촉한 후

침상정리, 침상 주변물품 청소, 모니터 접촉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손위생을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림1).

  <그림1. 손위생 수행시점(WHO, 2009) : 손씻기가 필요한 경우>

 

5. 손위생 수행방법

1) 일반적 손위생 방법(그림2).



(1)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손을 물로 적시고 적당량의 제제를 사용하여 손과 손가락을 최소한 15초 이상 문지

른 후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2) 물 없이 사용하는 소독제를 이용한 손마찰

손 전체를 충분히 문지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한 손바닥에 따른 후 양손으로 소독

제가 마를 때까지 손과 손가락을 문지른다. 

    <그림2. 일반적 손위생 방법>

        

* 출처: 질병관리본부의 범국민 손씻기 운동, 2009.

2) 수술 전 손위생 방법(외과적 손위생)

(1) 브러시를 사용하는 경우: 외과적 핸드스크럽(Surgical handscrub)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과 팔꿈치 위 약 5cm까지 문지르는데 보통 2-6분간 실시하며, 

10분간 장시간의 스크럽은 불필요하다.

(2)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코올 제제를 이용한 핸드럽(Alcohol-based 

handrub)

알코올 제제는 손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한다. 소독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손과 팔꿈치 위 약 5cm까지 문지르며 손과 전박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3) 외과적 손위생의 주의사항

가) 손소독 이전에 반지, 시계, 팔찌 등을 제거한다.

나) 손에 오염물이 보이면 일반비누로 먼저 손을 씻고, 손톱세척기를 이용하여 손

톱 아래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다) 수술 시 손소독은 효과가 지속적인 항균비누나 알코올 함유제제를 이용하여야 

하며, 멸균장갑 착용 전에 시행한다.



6. 손위생 관련 기타 주의사항

1) 피부 및 손톱관리

(1) 핸드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인조손톱이나 손톱 장식물은 사용하지 않고, 손톱의 길이는 단정하고 짧게 유

지한다.

2) 장갑(Glove)의 사용

(1)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장갑 착용 직전과 벗은 직후 손위생을 시

행한다.

(2) 혈액이나 체액, 점막, 손상된 피부 등 감염 가능성 물질과 접촉이 예상될 경우

는 장갑을 착용한다.

(3) 한 사람에게 사용한 장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4) 한 사람에게 사용하더라도 오염된 부위 접촉 후 다른 부위를 접촉하게 될 경우

는 장갑을 벗거나 교환한다. 이는 환경 표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임상 상황을 판단하여 표준주의, 접촉주의 지침에 따라 청결장갑을, 무균술 지

침에 따라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6) 장갑의 작은 구명이나 장갑을 벗으면서 손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7) 재사용하지 않는다.

7. 손위생 제재의 관리

1) 손위생 제재의 관리

(1) 고형비누는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항상 건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이 잘 빠지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액체용품은 오염과 증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를 

재사용하지 않고,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용기에 소독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독제를 보충하여 더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4) 종이타월은 손씻는 싱크에서 근접하면서, 물이나 이물질이 튀어서 오염되지 않



는 곳에 설치한다.

5) 알코올 함유제제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사광선과 고온, 화기를 피하

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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