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손 씻기 기술

   ① Hand washing

    · 목적 : 먼지, 유기체, 손의 비상주 미생물(transient microorganism)제거

    · plain soap의 양(3~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0~15초간 마찰을 이용하여 손을 닦는다.

    · 손 닦는 시간은 마찰하는데 뿐 아니라 antimicrobial products가 충분히 접촉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중요하다.

    · 손을 말리는 방법으로는 cloth towel은 재 오염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paper towel, warm air drying 방법을 이용한다.

   ② Hand antisepsis

    · 목적 : 손의 비상주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파괴

    · hand antisepsis는 antisepsis가 포함된 비누나 세제를 이용할 수 있다.

    · 단순한 hand washing만으로는 transient 미생물을 다 제거할 수는 없다.

    · 알코올 제제가 많이 권유되지만 더러움이 심한 곳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③ Surgical scrub

    · 목적 : 손의 비상주 미생물을 제거하고 수술 중 장갑이 뚫어진 경우를 비하여 피부 

      상주균(resident microorganism)을 줄이는 것

    · 전박까지 완전히 닦고 상주균을 제거하고, 손톱세척제(nail cleanser)로 손톱 밑을 깨

      끗이 한다.

  (2) 손을 깨끗이 하고 보호하는 기타 방법

   ① 장갑 사용 : protective barrier 역할을 한다. 장갑을 제거한 뒤에 반드시 antiseptic

      제나 비누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해야 한다.

   ② 손톱 관리 : 손톱을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인공손톱을 한

      경우 손 씻기 시간을 줄이고, colonization을 증가시키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장신구 : 반지 주변의 bacterrial count가 높다. glove를 끼기 어렵고 구멍이 쉽게

      난다. 

   ④ Lotion :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장갑 착용으로 생기는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하다. 그러나 bacteria 제거를 방해하고, lotion 자체가 균에 의해 오염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lotion은 소량이 담긴 pump dispenser 용기에 담긴 것을 개인마다 사

      용한다.

   ⑤ 비누 : 고체 형태의 비누는 작게 만들어서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비누 곽은 물이

      잘 빠지도록 장치한다. 액체비누는 밀폐된 용기에 부어서 사용하고 다시 채우기 전에 

      반드시 씻어서 사용한다. potential contamination 막기 위해 foot, elbow로 조작이

      가능한 것이 좋다.



  (1) 소독 및 멸균의 기본 개념

   ① cleaning : physical removal of organic material or soil from object

   ② sterilization

    · destruction of all form of microbiology(spore포함)

    · autoclave, liquid or gaseous chemical, dry heat 이용

   ③ disinfection

    · clean과 sterilization의 중간단계로서 미생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spore

      를 다 죽이지 못한다.

    · 저온살균(pasteurization), chemical germicide를 이용한다.

   ④ 소독의 3단계(3 levels are classified by Spaulding)

    · high level

    · intermediate level

    · low level

  (2) 관리 책

   ① critical items : 직접 혈류나 신체의 멸균영역으로 침투하는 기구로서 이러한 기구는

      멸균(sterility)이 요구된다.

      예) 수술기구, cardiac catheters, implants, pertinent components of the heart-

      lung oxygenator, blood compartment of a hemodialyzer

   ② semi-critical item : 점막에 접촉하지만 신체 표면은 통과하지 않는 기구로 최소한 

      high level disinfection이 요구되며 steam sterilization을 사용할 수 있고 멸균 전 

      철저한 cleaning이 요구된다.

      예) non-invasive flexible and rigid fiberoptic endoscopes, endotracheal tubes, 

      anesthesia breathing circuits, cystoscopes

   ③ noncritical item : 환자에게 직접 닿지 않거나, 닿아도 intact skin에 닿는 기구

      예) crutches, bedboard, BP cuffs는 detergent washing이면 충분하다.

  (3) 소독 및 멸균방법

   ① Steam sterilization : 멸균법 중 효과나 비용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 사용제한 : plastic powder, anhydrous oils, low melting point인 plastics 제제

       



   ② E·O gas

    · Steam sterilization보다 expensive, complex 열이나 습도에 약한 기구를 멸균하는

      데 이용한다.

    · 사용 전 철저한 세척을 하고, gas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chemical  indicator는 각 포장단위마다 표시하여 멸균과정을 거친 것을 표시한다.

    · 1회/주 실시 spore test-bacillus subtilis var niger를 이용한다.

    · E·O gas는 toxic 하므로 사용 전에 충분한 special aeration이 필요하다.

  

   ③ Dry heat sterilization : powder and anhydrous(무수) oil에 이용하며 microbiolo

     gical monitoring이 필요하다.

     

   ④ Liquid chemicals

    · Steam, gas, dry heat과 멸균방법이 용이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 high level disinfection은 10~30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든 제품을 모든 기

     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chemical disinfectant 사용시에는 장갑을 이용한다. high level disinfectant로 멸균

     된 물품은 sterile water로 씻어 내고 말려야 한다.

    · contamination을 예방하기 위해서 sterile glove와 towel 등을 이용해서 보관해야 

     한다.

   ⑤ Hot water disinfection(pasteurization) : high level, non-toxic disinfection, resp

      theraphy, breathing circuits 등의 기구에 사용할 수 있다.



  (4) 소독과 멸균의 기본원칙 : 모든 기구는 소독이나 멸균 전에 충분히 닦아야 한다.

  (1) 수액용법관련 감염관리

   ① 원인

    · IV cannula(=IV catheter)가 들어간 부위의 감염과 cannula에 의한 감염이 더 많다.

    · cannula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액의 오염에 의한다.

   ② IV cannula와 관련된 감염

    · 발생원인 : plastic catheter가 삽입되면 24~48시간 내에 sheath주위에 fibrin을 형

     성하며 숙주의 저항력이나 항생제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미생물의 발생 서식지가 된다.

     cannula material의 thrombogenesis는 cannula related infec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hyper-alimentation시에 low dose(1unit/㎖)의 heparin의 사용은 in-

     fection을 줄일 수 있다. 주병원균은 S. aureus, S. epidermidis, various Gram(-)

     bacilli, Diphieroid, Enterococcus, Candida 등이며, 환자의 피부에 있는 skin flora

     정맥주사를 시행한 사람의 손에 의한 오염, 시술부위의 감염 등의 주된 원인이다.

   ③ 오염된 수액에 의한 감염

    · Extrinsic contamination

     -. 수액 관련 bacteremia의 외인성 요인은 주로 액상의 benzalkonium이나 액상의 

        chlor-ohexidine의 오염에 의한다. 최근에는 hemodynamic monitoring에 이용하

        는 trans-ducer의 오염에 의한 보고가 많다.

     -.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bottle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약 금이 가 있거나 이물질, 혼탁

        이 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한다.

     -. 수액 혼합 시에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central pharmacy가 있는 경우네 잘 발생

        하는데, 혼합 후 6시간이네에 사용하거나 즉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냉장

        고에 보관한다.

     -. IV bottle 외에도 IV device 즉 stopcocks, piggy bag infusion, tube등을 다룰 때

       에 오염이 발생할 수 가 있다.

    · Intrinsic contamination

     -. 생산과정에서의 오염에 의한 bacteremia는 발생 건수는 적으나 여러 병원에서 동

       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④ 관리 및 예방

    · 관리 : 일단 line-related sepsis가 발생하면, 수술방법으로 삽입한 catheter가 아니

      라면 모든 line을 제거한다. 그리고 cannula와 주입되던 수액 모두를 배양검사하고,

      의심되는 수액의 type과 lot number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intrinsic contamination

      이 의심되면 즉시 알려야 한다. 주사삽입부위는 항상 감염증상이 없는지 주의깊게 관  

      찰해야 한다. 만약 pus가 있으면 즉시 Gram stained Culture를 시행한다. 화농성 정

      맥은 절개해서 배액 한다.



    · 예방 : 우선 적절한 cannula의 선택이 중요하다. 적절한 주사부위의 선택이 중요하다.

      성인의 경우 주로 상지나 Subclavian, Jugular vein의 선택이 감염의 위험이 적다.

      철저한 손 씻기 및 주사부위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site의 관리 및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하다. 매일 주사 삽입 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Peripheral 

      Line은 72시간마다, Arterial Line은 96시간마다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액혼합시에 철저한 멸균술 이행, 혼합된 수액은 즉시 사용하고 사용도중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Pressure transducer등에 한 철저한 멸균관리가 요구된

      다. 반드시 수액 사용전에 병뚜껑은 반드시 70% alcohol로 닦고, 수액병이 새는지, 

      이물질, 혼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hyperalimentation은 반드시 4℃의 냉장 

      보관 하면 7일간 안전하다. 

      상온에서는 Klebsiellar의 경우 24시간 안에 급격히 증식하므로 혼합수액은 냉장 

      보관 하여도 24시간 안에 사용해야한다. In line filter를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

    · Heparin lock solution

❒ 1:50의 heparin solution을 사용(heparin 1cc(5,000 unit)에 N/S 100cc를 섞은 용액
❒ 희석액은 개봉 후 무균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루 사용하고 버린다.
❒ 사용량은 Scalp Needle 2cc, Medicut 6cc
❒ 약을 투약하기 전 5cc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 (주사액과 헤파린 용액이 섞이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약을 투약한 뒤, 다시 5cc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heparin 

   solution 을 주입한다.

❒ line에 피가 스며 나오면 수시로 앞의 방법 로 헤파린 용액을 주입시켜주며 8시

   간 마다 한 번씩은 헤파린 용액을 주입한다.

  (2) 요로감염 : 인공도뇨 관련 감염관리

   ① 의료진의 준비

    · 인공도뇨시 카테터(catheter)의 무균적인 삽입이 가장 중요하므로, 무균법을 완벽히

      수행하여야 한다.

    · 카테터의 삽입전후로 손을 씻어야 한다.

   ② 카테터의 삽입

    · 멸균장갑, 방포, 소독제, 일회용 수용성젤리 등을 사용하여 카테터를 삽입한다.

    · 요도의 외상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작은 카테터를 사용한다.

    · 카테터를 삽입한 후에 카테터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테터를 고정한다.

   ③ 요도의 폐쇄적인 유지

    · 인공도뇨 시 요도가 무균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카테터부터 소변 주머니 끝까지 전

      체가 폐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소변을 비우고 난 소변백의 입구는 소독제로 닦은 후 뚜껑을 꼭 씌운다.



   ④ 소변검체 채취

    · 적은 양의 검체(20cc이하)가 필요한 경우는 카테터(balloon tube가 분리되는 지점)를

      소독하고 멸균된 주사기로 무균적으로 흡인하여 채취한다.

    · 많은 양의 소변(24시간 소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소변 주머니의 소변을 무균적으로

      받아 검사 의뢰한다.

   ⑤ 소변의 흐름 유지 : 인공도뇨 시 소변은 막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도록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카테터나 튜브가 꼬이지 않도록 하고 소변백은 정규적으로 비워야하며 소

    변이 잘 흐르지 않는 경우는 카테터를 세척하거나 교환한다. 소변 주머니(Urobag)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 위치하도록 한다.

   ⑥ 카테터 삽입부위의 관리(meatal care) : 하루에 한 번씩 카테터 삽입부위를 비누와

    소독제로 소독하여 청결함이 유지되도록 한다.

   ⑦ 카테터의 교환 : 실리콘재질의 카테터를 사용한 경우는 감염이나 폐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카테터의 교환을 정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3) 병원 폐렴 : 일반적인 호흡치료시 감염관리

   ① 손 씻기

   ② 수액과 약품

    · 가습기(humidifier)와 분무기(nebulizer)에는 멸균증류수를 사용하고 무균적으로 다룬다.

    · 가습기나 분무기용 멸균증류수는 개봉 후 24시간이내에만 사용한다.

    · 호흡치료에 사용되는 앰플약은 무균적으로 주사기에 뽑아 둔 후 24시간이내에 사용하

      고, 바이알약은 제조회사의 주의사항 로 사용하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각종 호흡장비의 관리

    · 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증류수는 사용직전에 채우고, 증류수를 보충할 때는 남아있는 

     증류수를 모두 버린 후에 새 증류수를 채운다.

    · 인공호흡기에 부착된 부속품(breathing circuit)은 48시간이상 멸균된 것으로 교환한다.

    · 실내용 일반분무기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때는 24시간마다 소독된 것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④ 일회용품 : 호흡치료에 사용되는 일회용 물품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지 않는다.

   ⑤ 재활용물품의 관리

    · 멸균, 소독할 물품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 격리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방포로 이중포장 

      하고, ‘오염물품’ 표시를 한 후 공급실에 보낸다.

    · 환자의 점막과 접촉한 물품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멸균을 하거나 강한 소독을

     한다.



    · 실내용 분무기의 분무되는 부분은 소독이 어려우므로 E·O gas 소독을 하거나 강한 소

      독(6% 과산화수소에 20분 이상)을 한다.

    · 인공호흡기의 내부는 환자마다 소독이나 멸균을 할 필요는 없다. 단 호흡기계 전염력이

     높은 Lassa열 환자가 사용한 경우는 멸균이나 강한 소독을 한다.

    · 여러 환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호흡기계물품(respirometer)는 환자의 호흡기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연결부위(extension piece)를 가능한 길게 하여 사용하고, 환자

      마다 연결부위를 교환한다. 연결부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멸균 소독하여 사용한다.

    · 앰부백(ambu-bag)은 환자마다 멸균된 물품을 사용한다.

   ⑥ 기도분비물의 흡인

    · 흡인은 교차 감염과 손상을 증가시키므로, 청진상 분비물이 많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에 적절히 행하여야 한다.

    · 흡인은 장갑을 끼고 한다.

    · 흡인 카테터도 매번 새것을 사용하고 흡인 중 카테터를 증류수로 씻고 흡인을 계속하는 

      경우는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 소독수는 매번 멸균증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흡인의 배액통(suction canister)은 환자마다 소독된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한 환자

      에게 계속 사용할 때는 교환이 필요 없으며 적당량이 차면 비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