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된 환자나 균에 의해 colonized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균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입원 당시에도 없었고 감염증의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후 혹은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경우로서, 통상 입원 후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을 말한다.

  (1) 용어

   ① 균집락(Colonization)

     조직의 침범이나 손상 없이 균의 증식이 이루어지면서 숙주에게 미생물이 존재하는 상태 

   ② 오염(Contamination)

     무생물(예:옷, 의료기구 등) 또는 물체(예:물, 음식, 우유 등)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상태

   ③ 감염(infection)

     숙주내의 조직에 감염원이 들어가서 증식하고 있는 상태

  (2) 감염전파의 단계

   ① 감염원(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요인)

   ② 보균소(호흡기, 소화기, 혈액 등)의 존재

   ③ 보균소로부터 감염원의 배출

   ④ 전파의 방법

   ⑤ 숙주내의 침입 경로

   ⑥ 감염에 민감한 숙주의 존재

  (3) 감염원 전파의 방법

   ① 접촉전파(Contact transmission) : 직접접촉, 간접접촉

   ② 비말전파(Droplet transmission) : 기침, 재채기, 화, 특별한 처치시에 발생

   ③ 공기전파(Airborne transmission) :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흡입으로 전파

      예) 수두, 홍역, 결핵

   ④ 무생물 매개체(Common vehicle) 전파 : 오염된 음식, 물, 의약품 예) 살모넬라균(음식)

   ⑤ 생물 매개체 전파(Vector-borne transmission) : 모기, 파리, 쥐 등 예) 말라리아(모기)

  (4) 병원감연원의 구분

   ① 내인성 요인(endogenous) : 환자의 정상 상주균

   ② 외인성 요인(exogenous) :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주위환경, 의료기구 등

  (1) 간호 및 의료수기와 관련된 사항

   ① 정맥주사관리(말초혈관, 중심정맥관, 동맥관 등)



   ② 유치도뇨관의 관리

   ③ 호흡기계 치료 및 치료기구의 관리(인공호흡기, 수술전후 관리, 흡인 등)

   ④ 손 씻기(수술 전 손씻기, 손 소독, 일반적 손 세척)

   ⑤ 수술창상 관리

  (2) 소독 및 멸균과 관련된 사항

   ① 용어

    a. 세척(Cleaning) : 눈에 보이는 오염, 이물질 제거

    b. 오염제거(Decontamination) :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제거하여 취급하기 안전한

      수준으로 만드는 과정

    c. 소독(Disinfection) : 질병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거의 부분 파괴하거나 사멸시키

      는 과정으로서, 세균의 아포는 제거하지 못함.

    d. 멸균(Sterilization) : 아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과정

   ② 의료기구의 분류

    a. 멸균하여야 할 품목(critical items)

       : 수술기구, 주사기, 수액세트 등 멸균 부위에 사용되는 기구

    b.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품목(semicritical items)

       : 내시경, 호흡기계 치료기구, 마취기구 등

    c.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품목(non-critical items)

       : , 소변기, 목발, 혈압계 등과 같이 환자의 정상적인 피부와 접촉하는 품목

   ③ 소독방법

    a. Critical items : 고압증기 멸균, E·O gas 멸균, 건열 멸균

    b. Semicritical items : 글루타알데하이드, peroxygen compounds, Peraacetic acid

    c. Non-critical items : 4급 암모니움 화합물, 알코올, 락스, 테고, 페놀계통 소독제

   ④ 피부소독과 소독제의 사용

    a. 베타딘(10% PVP iodine, 7.5% Betascrub, 포비딘) : 수술부위 또는 중환자실 등의

      손소독, 면역기전 저하환자의 피부소독

    b.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4% Hibiclen, 0.5%, 0.02% 히비탄) : 피부소독, 손소독

    c. 알코올(70% isopropyl alcohol) : 주사부위 피부소독

  (3) 감염예방을 위한 환자의 격리

   ① 표준격리(Standard precautions) : 병원내의 모든 환자와 오염된 기구 및 물체에 적용

    -. 방법 : 손 씻기, 장갑 착용, 가운 또는 에이프런, 날카로운 물체 주의, 검체 취급시 

       주의

   ②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 : 표준격리에 더하여 공기 전파 질병을 가진 환자에

      적용

    -. 방법 : 1인실(음압 설비, 환기, 필터) 호흡기보호장비(HEPA 필터 마스크) 환자이동

       시 주의

   ③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 표준격리에 더하여 비말전파 질환을 가진 환자에 적용

    -. 방법 : 1인실 또는 코호트, 마스크, 환자이송시 주의

   ④ 접촉주의 (Contact precautions) : 표준격리에 더하여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환을 가



      진 환자

    -. 방법 : 1인실 또는 코호트, 장갑 착용과 손 씻기, 가운, 환자이송시 주의, 의료기구 

       및 환경 관리

   ⑤ 역격리(Reverse isolation) : 면역기전 저하환자의 격리

      장기이식, 골수이식, 항암제 치료 환자 등

   ⑥ 항생제 내성균 격리 : MRSA, VRE, 다약제 내성 그람음성 간균

    -. 방법 : 접촉격리의 원칙에 균주별 특성에 따른 관리 방법 추가

  (4) 격리 종류별 격리 방법

표준격리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표준격리 ● ● ●

1인실 ○ ● ○ ○

손 씻기 ● ● ● ●

장갑 ○ ○ ● ●

마스크 ○ ● ● ○

가운 ○ ○ ○ ●

눈 및 

안면보호
○ ○ ○ ○

린넨 및 폐기물

분리수거
○ ○ ● ●

    ○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 ● 반드시 적용

    ※ 적용 기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감염관리실과 상의함

  (5) 직원감염

   ① 예방접종 : 채용신체검사 시 풍진 접종, 매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예방접종

   ② 신체검사 : 매년 1회 실시

   ③ 직무 중 감염노출 사고 시 처리 방법

    a.주사침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자상

      업무상 감염노출 사고 보고서 작성하여 부서장(보통 수간호사)의 확인 후 감염관리

      실 방문하여 처치 받음 근무시간외에는 응급실 방문

    b.기타 감염노출 시(수두, 풍진 등)

      부서장에게 보고 후 감염관리실로 연락

  (1) 관리대상인 균주

   ①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MRSA)



   ②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 VRE)

   ③ 다제내성 그람음성 간균(Carbapenem : Imipenem에 내성인 경우 다른 항균제의 감수성

      여부와 상관없이)

  (2) 내성균의 분리 확인 및 연락

   미생물검사실에서는 VRE나 다제내성 그람음성 간균이 분리되면 이를 즉시 병실과 감염관

   리담당에게 연락한다. MRSA의 경우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

  (3) 격리의 시작과 해제

   ① 격리 시행 절차

    a. 격리의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가 격리여부를 결정한다. 위 내성균에 의한 감염(infec

       tion)과 균집락(colonization)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b. unit manager(또는 수간호사)와 담당 간호사가 병실, 격리물품, 격리 기록지, 격리 

       스티커를 준비한다.

    c. 격리로 인하여 병실이동이 있게 되는 경우 unit manager(또는 수간호사)가 결정하여 

       시행하나, 병동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에게 알리고 시행한다.

    d. 환자 담당의사와 unit manager(또는 수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격리의 사유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e. 이전 입원에서 향균제 내성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격리 조치를 취하고 감시배양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격리의 해제

    기준은 위의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치유되고 더 이상 균주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하

    며 각 균주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MRSA : 원래 분리되던 부위와 비강(nares)에서 1주 간격으로 연속 2회 이상 음성일 때

       "MRSA only"라고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비강의 여러 가지 상주균이 모두 

       검사되므로 결과보고가 늦어짐

    b. VRE : 원래 분리되던 부위와 직장도말(rectal swab, stool culture)에서 1주 간격으로

       (단, 환자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3~4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분리 되지 않는 경우

       VRE를 확인하기 위한 대변의 감시배양 : 검사의뢰 시 반드시 comment에 “VRE only"

       라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없으면 살로넬라, 쉬겔라 등만 검사하게 됨

    c. 다제내성 그람음성 간균 : 원래 분리되던 부위에서 1주 간격으로 연속 2회 이상 음

       성 일 때

    d. 이전 입원에서 항균제 내성균이 분리되었던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1회 음성이면 격리

       를 해제한다.

  (4) 격리실 사용 기준

   ① VRE : 전용격리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야 한다. 전용 격리병실에 빈 병상이 없는 경

      우에는 1인실에 격리하였다가 비게 되면 입원한다.

   ② MRSA : 1인실을 권장하나 불가능한 경우 MRSA가 분리되는 환자끼리 같은 병실을 사용

      하도록 배치한다. 이것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래 병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격리



      한다. 이때 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 병실 내에서도 가능한 같은 균이 나오

      는 환자를 한쪽으로 모아서 코호트 한다.

      * 코호트 : 같은 균이 나오는 환자(다른 감염은 없어야 함)끼리 한 장소에 모아 격리

        하는 방법

   ③ 다제내성 그람음성 간균 : 원래의 병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격리를 시행한다.

  (5) 손 씻기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a. 격리실이나 격리구역(코호트) 출입 전후

    b. 항균제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나 환자 물품을 접촉한 후

    c. 같은 환자에서도 불결한 행위에서 청결한 행위로 옮겨가는 경우(예를 들면, 소변기

       를 만진 후 정맥주사로 투약 시)

    d. 침습적인 처치를 시행하기 전

    e. 장갑을 착용하였다가 벗은 후

    f.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② 손 씻기용 제제는 비누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Chlorohexidine gluconate, Iodophor 

    등)나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젤을 사용한다. 단 알코올젤 사용 시에는 손에 오염물

    질이 묻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6) 장갑착용

   ① VRE 격리 시와 중환자실(sub ICU 포함) : 출입시 장갑(멸균되지 않은 폴리 또는 비

    닐 장갑이면 가능)을 반드시 착용하고, 병실에서 나오기 이전에 장갑을 벗어서 분리수

    거한 후 손 씻기를 실시한다. 손을 씻은 이후에는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병동에서 VRE 의외의 항균제 내성균 격리 시 : 일반적인 접촉 시에는 손 씻기만으로

    충분하나, 환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을 다루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멸균되지 않은 폴리 또는 비닐장갑이면 가능)을 착용한다. 장갑은 환자병

    실에서 나오기 이전에 벗어서 분리수거한 후 손 씻기를 실시한다. 손을 씻은 후에는 손 

    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가운(또는 일회용 비닐 앞치마)과 마스크 착용

   ① VRE 격리시와 중환자실(sub-ICU 포함) : 환자의 접촉시 정규적으로 비닐 앞치마를 착

    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 가운(멸균되지 않은 청결한 가운이면 충분)을

    착용한다.

    a.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은 큰 개방창상이 있는 경우

    b. 설사, 실금, 회장조루(ileostomy), 결장조루(colostomy)가 있는 경우

    c. 다른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다량으로 있는 경우

    d. 환자와 장시간 밀접한 접촉을 해야하는 경우(예를 들면 체위변경이나 등 마사지 등)

   ② 병동에서 VRE 이외의 항균제 내성균 보유 환자 격리 시 : 가운은 정규적으로 착용하

    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닐 앞치마를 착용하고 환자와 접촉한다.

    a.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은 큰 개방창상이 있는 경우

    b. 설사, 실금, 회장조루(ileostomy), 결장조루(colostomy)가 있는 경우



    c. 다른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다량으로 있는 경우

    d. 환자와 장시간 밀접한 접촉을 해야하는 경우(예를 들면 체위변경이나 등 마사지 등)

   ③ 마스크는 불필요하므로 정규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고, 호흡기 분비물이 많아서 흡

    인이나 검사할 때 얼굴에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④ 혼자 병실에 상주하는 보호자는 환자와 장시간 또는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에 가운

    (비닐 또는 면 가운)을 착용하도록 한다. 마스크는 ③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착용하도

    록 한다.

  (8)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

   ① 중앙공급 unit 의료기구 세트의 경우 사용 후 병실에서 면이나 거즈류는 폐합성 박스

    에 분리수거하고 세트는 흰색 비닐에 수거 후 그대로 반납한다.

   ② 병동비품인 경우 사용 후 흰색 비닐에 넣어 가지고 나와 소독제(0.1%Tego, 100배 희

    석)에 10분 이상 담갔다가 세척하고 헹군 후 건조시켜 포로 싸서 멸균 의뢰한다.(예:대

    야, 큐렛, 가위 등)

   ③ 재사용 의료기구 중 특수 바늘 류(골수생검, 늑막생검, 간생검용 등)는 사용 후 흰색

    비닐에 분리수거하여 가지고 나와서 소독제(0.1%Tego, 100배 희석)로 통과한 후 반납한

    다.

   ④ 재사용 물품 중 튜브 류는 사용 후 흰색 비닐에 분리수거한 후 테고 희석 액에 담갔

    다가 반납한다. (단, VRE와 CJD는 소각 의뢰한다.)

   ⑤ 환자 옆에 별도로 비치하였던 재사용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다른 환자 사용 

    이전에 소독제(HBV Quat 또는 70% 알코올)로 잘 닦아준다.

  (9) 린넨 관리

   ① 린넨이나 가운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 후 바로 흰색 비닐에 넣어서 

    오염물질의 일반 햄퍼(세탁바구니)에 넣는다. 필요시 정책(또는 초록색) 햄퍼나 별도의 

    수거 용기를 병실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탁실 직원은 격리환자에게 사용한 린넨을 세탁하는 과정에 자신이나 환경이 오염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하고 취급한다.

  (10)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격리 환자 방이나 침상 옆에 감염성 폐기물 박스 1개를 두고 감염성 폐기물(일회용 

    장갑, 거즈, 비닐가운, 알코올 스폰지, 주사줄 등)을 함께 분리수거한다.

   ② 폐기물 박스 외에 병실에 감염성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작은 약병이나 정맥주사용 수액병(수액백)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므로 다른 환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나, 취급 후에는 손을 씻는다.

  (11) 환경소독

   ① 하루에 한번 이상 환자 주변 가구와 병실을 병원에서 지정한 소독제(HBV Quat)로 닦

    아 준다.

   ② 환자 퇴원 후에는 즉시 소독제(HBV Quat)로 모든 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닦아주고, 소

    독제가 마르고 나면(10분 정도 소요) 다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12) 소독제 목욕(성인에게만 해당)

   ① 보균 또는 감염환자의 격리 시작과 해제 시에는 소독제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한다.

   ② 0.5% Chlorohexidine으로 닦아준 후 목욕시키고, 머리도 같은 소독제로 샴푸한 후

    일반 샴푸를 이용하도록 한다.

   ③ 소독제 사용할 때 부작용이 관찰되면 즉시 중지하고 담당의사에게 보고한다.

  (13) 보호자와 방문객

    방문객은 가능한 제한한다.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직원과 동일한 주의사

   항을 지키도록 설명한다.

  (14) 검사나 병실 밖 이동시

   ① 환자의 검사나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환  

    자의 치료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② 환자가 이동시 사용한 물품(wheel chair, stretcher, walker 등)은 소독 후(HBV Quat)

    다른 환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③ 환자의 이동을 돕는 직원이나 보호자는 환자와 접촉 전 후 반드시 손 씻기를 실시한

    다. 필요시 환자 담당 간호사나 병동 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한다.

  (15) 검사실과 수술장 등 입원실 이외 지역

   ① 병동에서의 관리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가능하면 그 날 맨 마지막 환자가 되도록 순서를 조정한다.

   ③ 이동용 검사기구(EKG, portable X-ray, 초음파 등)는 다음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표면을 소독제(HBV Quat, 피부 접촉부위는 70% 알코올)로 닦아준다.

  (16) 타원 이송시 주의사항

   ① 환자를 타원으로 이송시킬 경우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② 환자가 집으로 퇴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없다.

   ③ 가정간호과로 의뢰할 경우에도 반드시 환자 관리사항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17) 보균자 검사 및 치료

   ① 직원 보균자

    a. 직원에 대한 보균자 검사 및 치료는 감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고, 환자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감염발생의 유행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b. 직원 보균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관리 담당에게 의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