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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표

1. 실습 전 중앙공급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실습에 능동적으

로 임할 수 있다.

2. 중앙공급실의 업무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소독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4. 의료기기의 소독방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5. 기구의 세척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6. 중앙공급실 의 소독품관리 및  장비관리를 이해할 수 있

다.



< 중앙공급실 배치 구조도 >

Ⅰ. 중앙공급실 소개

  

  

 1. 위치: 3층

 2. 간호인력 :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7 명 

   

3. 구조도 및 배치도



Ⅱ. 중앙공급실 실습내용

1. 실습내용 

 1)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요구되는 비품과 재료를 청구한다.

 2) 의료 소모품과 장비는 소독하고 공급하며 관리한다.

 3) 병동에 보낸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매 DUTY때마다 확인한다.

 4) 재생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집하여 처리한다.

 5) 수액을 준비해서 공급한다.

 6) 중앙부 근무는 DAY, EVENING DUTY로 근무하며 부족된 물품이 없도록 준비한다.

 7) 구성요원은 간호사와 조무사로 되어있다.

2. 소독종류 

1) AUTOCLAVE (3대 : CONSOLIDATED, AMSCO)

(1) AUTOCLAVE 소독물품 종류

① INSTRUMENT  

② 고무제품

③ DRAPE, GOWN 

④ 의료소모품

2) 약품 소독

3) E.O GAS 

(1) E.O GAS 소독물품 종류

① 플라스틱류 

② 고무제품

③ 정교한 수술기기 

④ 주사기

⑤ 마취기구

⑥ 특수검사용 유리제품 등

⑦ 폴리에틸렌



4) WASH STERILIZER

(1) WASH STERILIZER

① 기구류를 세척 및 일차적 소독   

   

3. 소독후 꺼낼때 주의점

1) 소독물품명을 확인 후에 제자리 놓을 때 제일 밑에 둔다. 

2) AUTOCLAVE TAPE COLOR CHANGE 확인

3) 매주 수요일 소독품 확인해서 소독날짜가 10일이상 경과 된 것을 재 소독한다.

4. 소독품 공급할 때 주의점

1) 중앙부 처방전을 받고 품명을 확인 후 불출한다.

2) 물품은 순서적으로 불출하며 셋트는 목록 카드를 중앙부 직원과 사용자가 함께 

확인 하며 불출한다.

3) 중앙부 노트에 가져간 직원과 불출해준 직원은 품명을 기록한다.

5. 병동에서 사용 후 물품 받을 때 주의점

1) 육안으로 보아 깨끗이 씻어졌는지 확인한다.

2) 목록 카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3) 중앙부 노트에 중앙부 직원과 물품을 반납한직원이 서명한다.

6. 시용한 기계 청결법

1) 사용한 기계는 병실에서 깨끗이 씻어졌는지 확인 후에 깨끗이 닦는다.

2) 고무 CATHETER 종류는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5% ZEPHANON 액에 12 - 24 시간    

담궈 두었다가 깨끗한 물에 12시간 담근다. 그 후 주사기로 TUBE를 통과시키고     

BENZEN으로 반창고 자국을 없앤다.

3) 장갑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GLOVE CONDITIONER에 넣어 DRY  

시키고 시험한 후 POWDERING시킨다.



7. 포장하는 방법

1) 깨끗이 씻은 물품은 물기 없이 닦는다.

2) 각 물품은 종류별로 포에 포장하고 AUTO CLAVE TAPE를 붙이고 날짜와 포장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

8. 소독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

1) 기계적 방법

(1) 온도 기록표

소독기 앞면에 부착되어 소독된 시간, 전체 소독시간, 온도 및 압력을 자동 기록 

함으로써 점검하며 소독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이 기록은 최소한 1년간 보관

한다.

2) 생물학적 방법 (BIOLGICAL INDICATOR)

(1) 소독의 종류에 따라 INDICATOR를 선택한다.

① 3개를 1조로 하여 2개는 TEST용으로 소독하고 1개는 CONTROL용으로 소독하지 않

고 배양한다.

② STEAM용은 섭씨 55도에서 E.O GAS용은 섭씨 37도에서 배양한다.

③ 24시간 배양후 세균의 성장도를 본다. 

④ 이상이 없으면 다시 24-28 시간 배양한다.

⑤ 배지가 들어 있는 AMPLE은 내부에 PH INDICATOR로 색깔이 변한다.

⑥ 균이 없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균이 자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⑦ 판독한 INDICATOR는 모두 모아 두었다가 다시 한번 STEAM 소독한 뒤 버린다.

(2) 각종 물품에 대한 멸균 절차

① 기구 및 린넨 : 270°F에서 4분간 소독, 8분간 건조.

② GLOVE : 270°F에서 4분간 소독, 8분간 건조.

③ 공병 : 250°F에서 45분간 소독.

④ CATHETER 및 미세한 기구, 고무 제품              

 * E.O GAS 소독130°F에서 1시간 45분 소독), 12시간 정화

3) 화학적 방법 (CHEMICAL INDICATOR)

 * PRESSURE SENSITIVE STERILIZATION TAPE

STEAM용, E.O GAS용이 있으며 높은 열의 STEAM이나 E.O GAS에 노출되면 



색깔이 변한다. 이는 소독 과정을 거친 물품임을 표시 해 주지만 완전한 멸        

균이 된것은 아니다.

9. 사용물품의 접수부터 멸균까지의 작업절차

1) 사용한 기계는 병실에서 깨끗이 씻어졌는지 확인후에 정리하여 다시 세척기로 

세척한 후 포장하여 소독한다.

2) 고무 TUBE종류는 5% ZEPHANON 용액에 12시간 담가 두었다가 다시 깨끗한 물에 

12시간 담근 후 반창고 자국을 BENZEN으로 깨끗이 닦고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주사기로 TUBE를 통과시킨 후 물기를 완전히 빼고 포장하여 소독한    다.

3) GLOVE는 깨끗이 씻은 후 GLOVE CONDITIONER에 넣어 말리고 새는 곳이 있는      

지 확인한 후 POWDERING 하고 GLOVE에 넣어 소독한다.

4) E.O GAS 소독품은 완전히 말려진 것을 확인한 후 특수 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을 하고 E.O GAS로 소독한다.

5) 포장 소독한 물품의 시효기간 표시 절차

(1) 포장 소독한 물품은 소독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멸균일자를 표기하여 소독

일자를 구분한다.  

(2) AUTOCLAVE 소독품은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한 후 재 소독을 결정한다.

(3) E.O GAS 소독품은 1년을 유효 기간으로 표기하며 사용한다.

6) 시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반품 절차

(1)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멸균된 포장 속에 결함이 있는 원자재가 포함되

어 있을 경우, 공정사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확인 후 소독된 것을 반품 양 만큼 

바꾸어 준다.

7) 작업장에 대한 청소와 소독 절차

(1) 작업장 곳곳을 매일 깨끗이 청소하며 주,월,년,계획표에 따라 청소와 소독이 

시행 된다.

10. CONSOLIDATED AUTOCLAVE 사용법

1) 준비된 물품 CART등을 관내로 밀어 넣는다.

2) 내관 온도를 126°C, 소독시간 : 40분 건조시간을 맞춘다.

3) ON-OFF의 BOTTON과 DRY BOTTON을 누른다.

4) STEAM이 관내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내관온도와 압력이 올라간다.



5) 내관온도 126°C, 압력 20LBS가 되면 자동으로 소독시간(STERI-LIZE TIMER)에 불

이 오면서 소독이 시작된다.

6) 소독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건조시간(DRY TIMER)에 불이 오면서 DRY가 시작된

다.

7) DTY TIME이 끝나면 FINISH BUZZER가 울리며 “ON-OFF BOTTON"을 누른 다음 소독

기의 문을 연다.

11. ETHYLENE OXIDE GAS 소독법

1) 열에 약한 품목의 소독시 사용한다.

2) 이 가스는 상온에서 무색이며, 가연성이 강하다.

3) 피부에 닿으면 발포성이 있으며 흡입하게 되며 AMMONIA와 같다.

4) 많은 양의 가스에 노출되면 눈과 코에 자극을 일으키고 장시간 노출시는 오심, 

구토, 현기증을 초래하나 인체에 축적되지는 않는다.

5) ETHYLENE OXIDE 는 내시경, 특수 섬유 카테터, 폴리에틸렌, 홑이불, 플라스틱제

품, 앰플 등의 소독에 좋다.

6) 모든 유리 앰플은 가스가 유리를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스로 소독할 수 있

다.

그러나 고무마개를 한 유리병은 가스가 고무를 투과하기 때문에 위험한 반응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치 않으며 액체로 된 약 역시 위험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독할 수 없다.

  

<E.O GAS STERILIZER 작동순서>

① POWER ON

② PERFORM PURGE CYCLE ?         a) YES          b) NO

③ PERFORM LEAK TEST ?            a) YES          b) NO

④ (a) HI-TEMP    (b) HI-TEMP    (c)LO-TEMP    (d) LO-TEMP

   HI : 130°F       LO : 100°F

 * 필요한 번호를 두 번 누른다

⑤ CHAMBER HEATING COLLING이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화면에 나오게 된다.

⑥ HEATING과 COLLING이 선택되면 PREHEAT 즉 준비단계가 30분간 나타나는데 온도

가 130°F까지 올라간다.

⑦ CONDITION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진공을 시키는 단계이다.

⑧ HUMIDITY : 습도를 조절하는 단계이다.



⑨ CHARGE : GAS를 주입하는 단계. 이때는 VACCUM이 24 INCH로 떨어지며 온도도 

떨어지다 다시 올라간다. 또한 GAS IN CHAMBER가 화면에 나타난다.

⑩ GAS가 들어가고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 T : 130° - 133°F, P : 8.5 PSIG, 

STERILIZER이 시작되어 1시간45분 동안 소독이 된다.

이때도 화면에 GAS IN CHAMBER가 나타난다.

⑪ EXHAUST : GAS를 빼내는 작동이다. 잔류된 GAS가 있으므로 GAS IN CHAMBER는 

계속 나타난다.

⑫ POST CYCLE PULSE : 모든 주기가 끝난 후 GAS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완전히      

배출 시키는 단계.                  

⑬ AIR WASH : 공기로 통속을 씻어주는 단계. 

⑭ AERATE PULSE : 정화시키는 단계.

⑮ AERATE : PRESS │ TO PAUSE     GAS IN CHAMBER

 * 일시정지 1번을 누르세요.

⑯ PAUSE INITITED (일시 정지 시작)

   WAIT TO OPEN DOOR (문이 열리기를 기다림)

   OPEN DOOR WITHIN 5:00의 표기가 나오면 ALARM이 울린다.

   잠시 후에 문을 열면 문이 열린다.

⑰ 사용할 물품만 끄집어 내고 문을 닫으면 다시 AERATION가 시작된다.

   CLOSE DOOR TO RESUME AERATION.

   PRESS REST TO ABORT : REST을 누르면 정지된다.

⑱ 12시간 정화가 끝나면 ALARM이 울린다.

   5분이내에 REST을 누르면 모든 작동이 끝이난다. 이후 POWER OFF 한다.

12. ULTRASONO WASHER

* 초음파 세척기 (ULTRA SONIC CLEANER, RINSER AND DRYER) 소독법

손으로 닦기 어려운 예리한 기구나 기계의 틈새를 혈액이나 이 물질을 제거하는 장

비다.   

* 초음파를 이용하고 기계의 마모를 방지하며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

*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한 기계를 강력한 분사식 더운물과 HAT AIR로 효과적으로 

헹구고 건조시키는 장비이다.

* AIR온도는 대개 섭씨 110°이다.

1) 사용 방법



<CHEMICAL INDICATOR> <BIOLGICAL INDICATOR>

<배양기>

(1) 사용한 기구나 SYRINGE등을 STEINLESS STRILL 제제로 된 TRAY에 잘 배열하여 

세척기 안에 넣는다.

(2) MASTER POWER ON 한다.

(3) CLEANER의 DRAIN AND FILL SWITCH를 FILL로 둔다.

(4) DETERGENT SWITCH를 사용시 ON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OFF에 둔다.

(5) 물의 온도를 결정한다.

(6) 세척이 끝난후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FILL AND DRAIN SWITCH를 DRAIN쪽으로 돌

린다.

(7) RINSE DRY기에 기구를 옮긴다.

(8) 문을 닫고 TAP RINSE DRY을 할 것인지 TAP RINSE만 할 것인지 결정하여        

SWITCH를 옮긴다.

(9) RINCE DRY가 끝나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 기구를 꺼낸다.

(10) RINSE DRY SWITCH를 OFF시키고 MASTER POWER도 OFF 시킨다.



<CONSOLIDATED AUTOCLAVE> <CONSOLIDATED AUTOCLAVE>

<ULTRASONO WASHER> < ETHYLENE OXIDE GAS >

Ⅲ. 중앙공급실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