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Ⅷ. 중환자실 감염관리

■ 정의

  감염된 환자나 균에 의해 집락(colonization)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및 예방 활동이다. 

■ 감염관리 지침

 1. 공기전파 감염환자 관리 (Airborne infection)

   감염성 미생물을 포함한 공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나 먼지 입자로서 5㎛ 또는 그보다 작은 크기로 공  

   기를 이동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병실 

 

① 1인실 사용 

   - 음압(negative pressure) 유지

   - 최소 시간당 6~12회 공기 순환 

   -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거나 필터 후 다른 방으로 보냄.

   - 문 닫기

 ② 1인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균이 검출되는 환자들과 함께 두어

    cohort isolation 을 실시함. 

 ③ 위의 두 가지 방법의 모두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염관리 전문가에게 의뢰.

호흡기계 보호

 

 ① 감염질환의 감수성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은 병실출입을 금함. 

   : 수두나 홍역의 면역이 없는 사람- 병실 출입 금지

 ② 감수성이 있는 환자는 그 병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③ 방을 나올 때 마스크를 벗어서 비닐 팩이나 뚜껑이 꼭 맞는 쓰레기통에 넣음

   

환자이동
 ① 환자 이동을 최소화 함.

 ②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TB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착용

해당질환  결핵, 수두, 홍역



병실

 ① 격리실이나 cohort isolation이 어려울 때에는 감염관리 전문가에게 의뢰

 ② 반드시 격리실이나 cohort isolation은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의 상황에 따 

    라 격리

 ③ 문을 열어 두는 것 허용

장갑착용 및

손씻기

 ① 병실에 들어갈 때는 비멸균 장갑 착용

 ② 감염성 물질(변 또는 상처배액)에 접촉된 경우에는 장갑을 바꾸기

 ③ 오염된 장갑으로 다른 환자나 기구를 만지지 않기

 ④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반드시 손 씻기

2. 접촉 전파 감염환자 관리(Contact infection)

  감염성 병원체(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는 감염된 사람이나 세균의 집합체가 된 사람으로부터 숙 

  주(환자),는 건강한 사람의 오염된 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는 건강한 사람의 오염된 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3. 비말 전파 감염환자 관리( Droplet infection)

  기침, 재채기, 화 또는 기관지 내시경, suction과 같은 처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5㎛이상의 감염성  

  입자로 인해 감염을 유발시키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병실

 ① 1인실이 좋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cohort isolation을 실시

 ② 1인실이나 cohort isolation이 어려울 경우 다른 환자와 적어도 1m이 

   상 멀리 침상을 배치

 ③ 특별한 공기 청정기나 환기 장치는 필요 없음

 ④ 문을 열어 두어두는 것 허용

호흡기계 보호  환자와의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

환자이동
 ① 환자 이동을 최소화 함.

 ②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해당질환

 ① 수막염, 폐렴, 패혈증을 포함한 침습적인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질환

 ② 수막염, 폐렴, 패혈증을 포함한 침습적인 Neisseria meningitis 질환

 ③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

   : 디프테리아(인두의),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유아나 소아의

    성홍열, 포도상 구균(group A)의 인두염

 ④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

   : 아데노 바이러스, 유행성 감기, 볼거리, 파보 바이러스 B19, 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