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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
영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염 관리는 의료기관의 리더십을 포함한 조직과 전문 인력의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활동이므로 중소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성
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자문시스템 개발(201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자문 및 방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지
금까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950여개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
입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
크 사업은 지역중심 컨설팅과 교육모델이 되어 2017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에서 성공
리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과 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축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간한 본 자문집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료관련감염을 예
방하고 나아가 의료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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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 용역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자문시스
템 개발”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ICCON이 시작된 이후 7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ICCON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병원에서의 감염관리가 예측하였던 것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CCON은 중소
병원 기반의 감염관리 영역을 발굴하여 교육과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
니다.

ICCON의 장점은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실무
자 또는 책임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전문가 그룹에 직접 자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으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 전문가로부터 이론과 실제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
다는 것입니다. ICCON 홈페이지 개설 이후 지금까지 950개 이상의 중소병원이 가입한 상태로 온
라인 자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이용은 수 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ICCON에서 시행한 요로감염 감시 교육 및 운영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독립된 사업으
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도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
지역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문 요청이 계속
되어 ICCON의 역량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해 발간하는 자문집은 ICCON을 통해 의뢰된 자문들 중 중소병원 의료현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염관리의 문제점을 모아 이에 대한 해법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감염관리의 원칙과 기술적
인 방법들을 가능한 쉽게 풀어 담아보려 노력하여 여러 중소병원들이 겪는 감염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문집 발간 이후에도 ICCON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며 감염관리 네트워
크의 확장과 질 향상을 통해 더 나은 감염관리 네트워크 운영과 자문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ICCON을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실히 자문활동을 수행해주신 자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사업책임자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엄중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이재갑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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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장
간     사

엄  중  식

이  재  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박  현  정

이  찬  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송  준  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박  혜  진 강북삼성병원 감염관리실

서  유  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박  진  주

이  혁  민

박  은  숙

김  성  란

홍  혜  경

유  현  미

천  희  경

신  명  진

박  선  희

김  영  근

최  지  연

조  난  형

김  수  현

안  진  영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감염내과

강남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관리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관리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감염관리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감염내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중앙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관리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김  진  용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내과

이  희  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유  시  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운영 관리

자문위원

자문위원단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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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균 스크리닝 방법
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6가지의 균주(MRSA, VRE, VRSA, MRAB,
MRPA, CRE)에 대해 증상이 있는 환자만 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따로 VRE, CRE 등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스크리닝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의 경우 입원 전 3개월 이내에 접촉
주의 이력이 있으면 검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해도 되는지요? 6가
지 균주 대해 모두 스크리닝 검사를 해야 하는지 등등
그밖에 요양병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다제내성균 관
리에 대해 귀중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상 수
        307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2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대상이 입원환자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접촉주의 이
력을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입원하는 경우라면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접촉주
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입원인
경우는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제내성균주 관리 중 능동감시의 고려대상은 MRSA,
VRE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락되는 부위가 비
강(MRSA)이나 stool (VRE)처럼 집중되는 경우가 가
능하고, 그 외 A. baumannii처럼 집락되는 경우가 다
양할 경우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 균주의 유행발생이 있던 병동이나 중환자
실, 병원에서 이동 오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 입원
환자 전체를 진행하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6가지 균주 중에서 국내 일부 병원들에서는 입원시에
CRE 정도를 고위험군에 대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위험군은 일정기간 이내에 병원 입원력이 있는 경우
대상 균주에 따라  위험요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
간은 대상균주의 분리지속기간에 대한 연구들을 근거

로 결정하게 되는데 3개월 혹은 1개월 이내에 타병원
입원력, 중환자실 입원력, Ventilator 사용 등 대상 내
성균주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결
정하게 됩니다. 
귀 병원의 입원환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가능성과
검사관련 내용, 결과에 대한 격리적용 가능성 등을 고
려하셔서 종류와 기간을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 내 성 균 관 리
• • • • •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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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균환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제내성균 환자가 입원 시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감염이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지만, 접
촉으로 인한 전파경로를 최대한 끊기 위해 환자의 손
과 입이 닿은 음식물쓰레기는 격리 의료 폐기물 통에
폐기하고 식판 수저는 따로 소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
다. 병원 특성상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분들이 대
부분이고, 입원 기간이 크게 길지 않다 보니 식사횟수
가 크게 많지는 않아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됐습
니다, 그런데 음식물이다 보니 병실에 비치한 격리용
의료 폐기물 통에 비닐에 밀봉하여 버리더라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
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질환을 과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 시 손에 닿지 않게 장갑을 착용하고
밀봉한 비닐에 담아 수거한 후, 다른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병상 수
         89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격리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규
정에 의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1호에 따른 감염병으
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하며, 그 외
의 격리 환자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은 의료 폐기
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안전하게 조치하고 싶다면 말씀 하신
대로 조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 다제내성균 배양검사
병원 자체적으로는 다제내성균을 배양하는 검사 기능
이 없어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 culture를 시행하여 배양검사를 위탁 의뢰하고 있
습니다. 
선제적으로 전수에 대해 상처배양검사를 하기도 어렵
고
1. 일단 문제가 있는 환자군에서 배양되는지 여부를 확

인 하는 게 맞는지
2. 검사를 한다면 의뢰해야 할 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

는지.. 궁금하고요
3. 의료 관련 감염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미 지역사회에

서 획득된 다제내성균 감염인지 관련 자문을 구하려
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상 수

        120         군 의료기관        내과        수술중앙공급과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1. 다제내성균에 대한 선별검사를 모든 환자를 대상으

로 권고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전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는 않으며, 병원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환자, 고위험
군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균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 임상적으로
다제내성세균이 의심되거나, 다제내성세균의 원내
유행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관리의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배양검사에서 Enterobacteriaceae가 동정되는 경
우 감수성결과 의뢰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수성 결
과상 carbapenem에 susceptible하지 않는 경우
carbapenem 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
E) 로 분류하여 추가로 카바페넴분해효소(carba-
panemase) 생성 여부를 확인하여 CPE 여부 판단
이 필요합니다. CRE 분리 시 질병관리본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진단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CPE 여부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의
뢰가 가능합니다. (2017년도 의료관련 감염병
(VRSA, CRE)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참조)

3. 다제내성세균의 경우 광범위 항생제 사용 및 의료환
경을 통한 전파 등을 통해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있
습니다. 특히 카바페넴 분해효소를 생성하는 CPE
의 경우 의료환경을 통한 전파의 위험이 높습니다.
원내유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카바페
넴 분해효소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의료법인/안과전문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제・내・성・균・관・리 1918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접촉주의 환자(VRE,CRE등)의 물리치료실 방문 
    재활 가능 지침
VRE로 일인실 격리중인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
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 규정으로는 병실에서 받을
수 없는 재활일 경우는 방문을 하는데 스케쥴을 가장
마지막으로 잡고 치료 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격리실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격리실을
떠나서 물리치료를 받느냐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격리실에 있지만 기타 치료가 필요해서 부서를 방문하
는 치료를 받을 경우(예, 물리치료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에 기반한 지침이 있을까요?

병상 수
        745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6년 7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물리치료실은 기구와 환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환자들간 접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므로 원내 전파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
라서 VRE 등 일반적으로 접촉주의지침이 적용되는 환
자에서는 물리치료실 방문을 제한하고 bedside PTx
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리치료가 아니라 치료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영상검
사, 시술, 수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스케줄을 가
능한 가장 마지막으로 잡고, 환자 이동시, 검사 / 시술 /
수술 후 철저한 환경소독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
습니다.
접촉주의지침환자의 물리치료 / 검사 / 시술 / 수술을
위한 이동의 제한과 소독방법은 감염관리원칙에 기반
하여 병원별 상황에 맞는 지침에 따르고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타병원 지침을 소개합니다.

재활치료실 감염관리 中
* 감염환자관리
   1) 환자의 치료 전・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2) 모든 환자는 표준주의지침이 적용되며 치료사는

오염원의 노출정도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장
갑, 가운,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3) 감염성질환에 이환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가
능한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부득이하게
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의 마지막 시간으로
조정하고, 치료사들은 보호구(가운, 장갑 등)를 착
용하며, 치료 후 주변환경을 적절한 소독제 (바닥
: 100배 희석 락스, 환경 : 400배 희석 애니오설

프)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4) 감염성질환에 이환되었거나 다제내성균 감염 또

는 분리환자의 재활치료 담당 직원은 적절한 개인
보호구(장갑, 가운,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VRE환자의 감염관리 中
* 환자 이동관리
   1)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환자와 보

호자에게 반드시 교육한다.
   2) 환자의 검사나 치료 등의 이유로 이동을 하는 경

우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이동한다
   3) 이송요원은 병실 출입 전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

며, 병실을 나오기 전 가운과 장갑을 벗고, 손위생
을 시행한다. 이송을 완료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 시술, 수술, 검사 시 관리
   가. 시술, 수술, 검사 부서는 감염정보를 확인 후 손

위생과 물품접촉주의를 준수한다.
   나. 시술, 수술, 검사 후에는 철저하게 환경소독을 시

행한다.
   다. 가능한 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라. 신체접촉이 커 감염전파의 높은 재활치료 등은

전파예방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04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제・내・성・균・관・리 2120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MRPA 환자관련
UTI로 입원한 환자의 초회 소변배양 검사에서 MRPA
가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2012년부터 suprapu-
bic catheter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잦은 UTI로 반복적으로 저희병원 비뇨기과 외래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변 배양검사 결과입니다.
2017년 10월 21일 
citrobacter freundii : imipenem ≤0.25 S
2018년 1월 5일 
morganella morganii ssp morganii :  
                                                       imipenem 1S
2018년 4월 16일 
E-coli :  imipenem ≤ 0.25S
2018년 4월 26일 
Pseudomonas aeruginosa :  imipenem ≥ 16R

   amikacin ≥ 64R
            gentamicin ≥ 16R
           ciprofloxacin ≥ 4R

제가 궁금한 부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과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suprapubic cathe
ter를 상시로(occlusion으로 인해) 교환하시는 분입
니다. 만약 퇴원 후 환자분이 외래에서 catheter교환
을 위해 방문하였을 경우 외래 환경을 어떻게 관리 해
야 하는지 혹은 저희 병원보다 좀 더 규모가 있는 감염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병상 수
        270                                       없음         감염관리실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병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소변에서 다제내성균이 동정
되는 사례로 감염관리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접
촉 주의와 요로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예방 원칙을 검
토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잘 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
해 교육하고 새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아직 가이던스가 없으므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치료해야 하며 이는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언급이 어렵
습니다.

05

● MRSA 판단관련 문의
감염관리실에 발령받은지 한달째 되었는데 최근 OP
환자의 wound에서 MRCoNS 균주가 배양되었습니
다. 
wound infection으로 OR에서 irrigation하고 우선
은 MRSA에 준하여 접촉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균도 MRSA로 판단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병상 수
        267                                       내과             간호부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측면, 그리고 병원의 여건을 고
려하여 MRCoNS 도 MRSA 처럼 접촉주의를 적용하
면 되겠습니다.

06

개인/일반종합병원

지방공사/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제・내・성・균・관・리 2322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CRE 환자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wound c/s에서 CRE가 나와 1인실 격리하고 접촉 주
의로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CPE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퇴원하였고 외래 f/u 중입니다.
c/s는 5차례 시행했는데 모두 CRE로 나왔습니다. 이
제 상처가 거의 나아서 c/s 할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외래 환자면 계속 c/s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상처에서 c/s를
못 한다면 rectal swab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원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3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야 격리해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외래 환자고 상처가 더이상 없는 상태임에도 rectal

swab으로 검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2) rectal swab에서도 계속 양성이 나온다면, 음성 나

올 때까지 검사하는 게 맞는지, 양성이더라고 상처
가 아물면 안 해도 되는지요? 

3) 환자가 상처가 치료되어서 더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되는데 균 검사 때문에 병원을 와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현재 외래 환자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정
해진 진료실에서 진료 후 진료실을 소독합니다.

병상 수
        261                                       내과         감염관리실       7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CPE가 병원균(pathogen)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위
장의 집락화(GI colonization)자체는 치료의 적응증
(indication)이 아니고, 탈락(de-colonization) 에 걸
리는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퇴원 후 외래
에서 검사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CPE음전 확인
을 위해서 지속해서 내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재입원(다른 병원 포함) 가능성이 있다면
CPE colonization 여부에 따라 입원 시 격리적용이
필요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전여부를 알기 위해 의
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보호자가 원
하는 경우에는 퇴원 후 외래에서도 직장도말검사(rec-
tal swab)를 통한 배양(culture)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시행주기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
니고, 다만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시처럼 1주일 간격으로 환자가 내원하여 직장도말검
사배양(rectal swab culture)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
우므로, 음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진료를 위해
외래(OPD)로 내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간헐적으로 배
양검사를 추적관찰(f/u)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외래에서 정기적인 보균배양검사의 추적관찰(f/u) 없
이 과거 입원 시 CPE동정되었던 환자에서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 전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2회 연속 음
전이 확인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고, 음전이 되지 않
은 상황이면 격리병실로 입원조치가 필요합니다. 
원래 CPE가 동정되었던 상처(wound)부위가 치유
(healing) 되어 더 이상 상처를 통한 배양검사가 어렵
다면 상처배양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CPE의 음전은 직장도말검사(rectal swab)의 음
전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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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양성, CPE 음성 의미
본원은 CRE 능동감시대상을 타병원 중환자실 3개월
내 입원 또는 본원 중환자실로 입원 시 시행하고 있습
니다. 18년 4월까지는 CPE 양성이 대부분이었다면 5
월 이후 중환자실 입원 또는 병동 통해 입실 시 시행결
과 모두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CRE 양성, CPE 음성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접촉전파로 봐야 하는지 환자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자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로 봐도 되
는지요? 이런 경우 요양병원에서는 격리실이 없어도
받아주는데 전파력은 없는 거로 봐도 되는지요?

병상 수
        294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12년 4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CRE(carbepenem resistant enterobacteriacea) 는
카바페넴에 내성인 장내세균으로 집락 상태가 아닌 감
염 사례에서는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원내감염관리를 위해 접촉 주의를 적용하는 것
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양성인 모든 환자를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성기 질환을 다
루는 병원이 아니라면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CRE 균 중에는 CPE(carbe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 라고 해서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직접 만드는 능력을 유전적으로 획득한 균이 있습니
다. CPE는 효소 생성량이 많고 주변에 있는 세균에 유
전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원내에 CRE/CPE를 급격하
게 증가할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E
의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접촉 주의를 적용해
야 합니다.
CRE, CPE 모두 접촉전파와 항생제 사용에 의한 자체
획득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둘
다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접촉 주의와 함께 항생제 남
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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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일반종합병원

개인/관절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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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행일           2015-06-04           일   련   번   호               01-01               관   련   근   거                     
       구          분                     고시               심사지침개최일

       제          목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결정사항 / 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⑶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⑸ 기타 감염병 :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⑹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⑴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⑵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

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⑶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⑷ 위 가. 급여대상 중 (6)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기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 1회)으로 월간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제출하여야 함
      (2015.6.4.시행)

심 사 기 준 조 회
☞ 주요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격리실 급여대상에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병등' 추가 
-------------------------------------------------------------------------------
---------------------------------------------
☞ 변경 전 고시 제2014-141호(2014.9.1.시행)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

염, 풍진, 폴리오,수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 (5)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나. 격리기간
      (1)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인플루엔자 제외)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

회 이상 실시한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

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 기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 1회)으로 월간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 하여야 함
      ※   VRE :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SA :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 aureus)
             VISA : 반코마이신 중등도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 intermediate S. aureus) 
             CRE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2014.9.1. 시행)

고시 제20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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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해제의 기준에 대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지침에 보면
“감염관리담당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 상태
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격리해제의 시기를
결정한다. 격리해제의 기준은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
속적으로 3회 이상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균검사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MRSA/VRSA는
경우에는 Nasal swab을 시행하고 CRE/VRE는 Rec-
tal swab을 시행하면 될 거 같은데 MRAB/MRPA 같
은 경우에도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Rectal swap으로
해야 하나요?
다제내성균 능동감시 배양 시 MRPA/MRAB : 비강,
인후,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양검사라고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MRPA가 비강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비강)와 보균검사(비강)으로 생
각하고 MRPA가 비강에서만 3일~1주 간격으로 검사
를 시행해서 3회 연속적으로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비강)와 보
균검사는(Rectal swap)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보균검사의 경우는 감시대상 균주가 처음 분리된 검체
와 균종에 따라 상재하는 부위를 동시에 검사해야 합
니다. MRAB와 MRPA는 통상적으로는 객담에서 많
이 분리되기 때문에 객담과 rectal swab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평원 기준에 보면 격리비용이 인정되는 균종은
CRE, VRE, VRSA(VISA 포 함 )입 니 다 . MRPA 와
MRAB는 격리비용 인정 균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격리비용 인정기준을 첨부합니다.
*참고자료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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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균 발생율, 분리율
다제내성균 매월 통계를 내고 있는데 감염전담 한지
몇 달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도 많고 새롭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본원에서는 다제내성균 발생율(total infection rate /
total patient adm x 1000)과 분리율 (total infection
rate / total patient days x 1000) 그리고 6종에 대한
분리율을 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분리율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생률까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1. 발생률(incidence rate)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환자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new) 의료관련감염의 발생률을 의미
2. 발병률(attack rate)
특정한 인구가 제한된 기간 내에(보통은 짧은 기간 동
안 유행 발생과 같은 경우)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염률
예) 100명의 환자가 2주간 오염된 정맥주사를 주입하

여 10명에게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발병률 : 10명 / 100명 = 10%
    발생률(1주간) : 10명 / 100명 ÷ 2주 = 5%
1.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현황
    - 환자 : 혈액에서 항생제내성균 6종이 분리된 자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항생제내

성균 6종이 분리된 자
           1) 혈액검체 분리율 

        = 혈액검체에서 해당 항생제내성균이 분리
된 자 / 총 재원일수 × 1000

           2) 혈액 외 검체 분리율 
        = 혈액 외 임상검체에서 해당 항생제내성균

이 분리된 자 / 총 재원일수 × 1000
    * 월 단위 분리율로 해당 월에서 중복을 제거한 것이

므로 월간 중복이 발생될 수 있음

10

병상 수
        274                                 호흡기내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병상 수
        292                                       없음         감염관리실       3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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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률>
해당 균의 항생제 내성균 분리건수(예:MRSA 분리건
수)/해당 균 분리건수(S. aureus가 분리건수) × 100
2. 항균제 내성률 통계 방법
    1) 젓번째 분리주 통계
    2) 전체 분리주 통계
    3) 병원별 기준에 의한 중복 분리주 제거 통계
첫번째 분리주를 이용해서 통계를 내는 경우는 검체
종류나 항균제 감수성 양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1번째
분리주만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중복 분리주 제거를 이용한 통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은 기간별(2주), 검체별, 내성패턴별로 다
르게 되면 균주를 추가하게 됩니다. 
중복 분리주를 제거한 통계는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1번과 2번을 함께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합
리적일 수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제내성균 접촉주의 환자 환경소독
다제내성균 접촉 주의 환자의 침상 등 환경소독을 1:80
(1:100) 락스희석액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제
내성균 환경관리에는 락스희석 농도를 1:8(1:10)으로
높여야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와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수
        146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1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1:8을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성
균주 중 C. difficile이 경우는 1:8 적용이 적합하지만
다른 내용은 글쎄요. 
들으신 곳에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근거
자료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시도공립/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제・내・성・균・관・리 3130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VRE/CRE 보균자 관리에 문의드립니다.
본 병원 입원환자 중 다른 병원(대학병원)에서 전원 된
환자 중 VRE/CRE 보균 상태로 본원에 입원된 환자분
들이 있습니다. 
격리병실이 따로 있지 않아 현재 VRE /CRE 코호트 격
리 중이나 병실 관련 문제로 VRE/CRE 환자를 한 병실
로 모시며 환자 개별화 차원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VRE 두 환자와 CRE 두 환자분이 있어 한
병실에 충분한 침상 거리와 커튼 격리 접촉 주의로 관
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병상 수
        310                                             일반외과         진료부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감염성 질환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VRE와 CRE는 각각 별개의
감염으로 보시고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한 병실에 상주하게 된다면 언급하
신 충분한 침상 거리, 커튼, 격리 접촉 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와 간병인에게 서로 접촉을 주의해야 함
을 교육하시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2

● 다제내성균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인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서 다제내성균이 나오게
되면 코호트 또는 1인실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환자 외에 같은 병실 안에서 접촉을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환자들도 추가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까요?
통합병동이고 병실 내에 상주하는 간병사가 여러 환자
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실 내 환자들의 중증도가 있고 대부분 몸이 많이 불
편한 환자들이라 혹시 추가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
다. 

병상 수
        220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다인실 입원환자 중 다제내성균이 발견되면 그 균은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서 온 것일 수 있으므
로 같은 생활을 공유한 다른 환자에게서도 검사를 시
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양성이 나온다면 그 환자도 같이 코호트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13

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개인/요양전문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제・내・성・균・관・리 3332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2가지 균이 나온 경우에 격리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8/6 sputum CT에서 MRAB
8/10 는 candida
8/19 MRAB
8/23 MRSA가 분리된경우 
1. caution에 MRAB, MRSA 두가지를 기록하고있는

데 이 경우 두 가지를 다 기록하는것이 맞는지요?
2. 격리해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성이 3회 나오면

MRSA,MRAB 모두 격리해제가 되는 것일까요?
병상 수

        292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4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주의로 MRAB, MRSA 두 가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맞
습니다.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
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의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균검사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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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E 환자 다인실(코호트)배치 전 선별검사 등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 원내 VRE 환자는 1인실 격리 중입니다. 주로 외
부유입환자 80~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1인실
의 60%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수익성이 맞지 않는 현
실입니다. 
이에, VRE 4인실 방을 남・여 구분하여 만들자는 의
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VRE 코호트로 사전 배치 시 VRE, CRE에 대한 선별검
사 후 VRE 양성환자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선별검사
를 하지 않은 다제내성균을 보유할 경우 교차 감염이
우려가 됩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VRE 환자를 코호트 배정 시 원내 감
염관리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
다.
선별검사의 범주와 교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은 무엇인지 고견을 여쭙니다.

병상 수
        299                개인        호흡기내과  감염관리실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1. VRE 병실 코호트 관련
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된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침에 따르면
VRE의 경우 1인실 격리가 가장 이상적이나 코호트 격
리도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2. 다제내성균 능동감시 배양 기준
지침에 따른 다제내성균 능동감시 배양 기준입니다.

모든 다제내성균에 대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
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의 특
성이나 부서별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인실에 코호트 시 우려하시는 VRE, CRE 이외의 다
제내성균의 교차 감염이 우려되시는 경우 코호트 격리
시에도 각각의 환자에 대해 개별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환자 개별 접촉 시마다 개인 보호구 교환, 환경 관리 강
화 등을 통해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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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능동감시배양은 입원 시 및 특정 위험
부서에 입실 시와 재원중 주기적으로(예를 들어
주1회) 시행할 수 있다.
능동감시배양 : 피부손상이나 배액부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시행한다.
* VRSA : 비강도말 배양검사
* MRSA : 비강도말 배양을 주로 시행. 인후, 기관흡인,

회음부 및 항문주의 검체 추가 가능 
* VRE : 대변, 직장도말 또는 항문주의 도말 배양검사
* MRPA/MRAB : 비강, 인후,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

양검사
* CRE : 대변, 직장 도말 배양검사

지방공사/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제・내・성・균・관・리 3534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MRSA 관리
165 bed의 의료감염 신고기관이 아닌 종합병원입니
다. 정형외과 입원환자이며 9/28일 DM Foot 으로
woud cx 결과 MRSA가 나왔고 접촉 추위로 코호트
실행 중이며 환자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주치의 면담하였고 주치
의 허락하에 보내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 건가요? 
MRSA 해제 자체가 CX 3회 음성인데, 환자는 가겠다
고 하여서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병상 수
        165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3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원내감염관리로 코호트 실행 중인 상태였기에 퇴원 진
행과 상관없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진찰할
예정인지 확인하시고 외래에서의 감염관리로 접촉 주
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16

병실사용
￼          VRSA                    VRE                     MRSA          MRPA/MRAB          CRE†

* 혈압계/청진기, 체온계, 대소변기, 토니켓, 기타 개별 사용 가능 물품† CRE중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감염관리지침 (2012)에 따름

1인실 격리 1인실 격리 또는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 권장 1인실 격리 또는코호트 격리
물품준비 개별 의료기구*
손위생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나 물품 및 환경 접촉 전, 후에 손위생 시행

장갑&가운(에이프런)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환자이동 오염우려의 창상은 드레싱유지한 채 이송, 이송시 사용한 이송용기 포함 물품은 소독

환경관리

능동감시배양
고려대상

격리해제

-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 / 물품은 매일 소독
- 퇴원시 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Terminal cleaning)

원래 분리된 감염부위(검체채취가 어렵거나 혈액분리인 경우는 보균검사 결과로 판단)와 보균검사 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
* 항균제를 수 주간 사용 않은 경우 검사간격과 횟수 조정 가능

- 병실표면, 반복 
  사용 기구/물품은 
  매일 소독
- 퇴원시 환경표면,

공조기/필터표면
포함소독 

  (Deep Terminal 
  cleaning)

- 고위험부서 (중
환자실, 혈액종양
부서, 이식부서)
에 입원하는 환자
에 대해 매주 검
사

- 이전에 VRE가 검
출되었던 환자

- 의료관련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 유행기간 중 VRE

양성환자와 접촉
력이 있는 환자

- 이전에 VRSA가
검출되었던 환자

- VRSA 양성환자
와 접촉력이 있는
환자

- 고위험부서 
   (중환자실, 혈액

종양 부서, 이식
부서)에 입원하
는 환자에 대해
매주 검사

- 이전에 MRSA가
검출되었던 환자

- 의료관련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전
원온환자

- 유행이알려진기
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 중환자실의 유행
발생상황

- 이전에 CRE가 
  검출 되었던 환자
- 의료관련시설에

서 전원 온 환자
- CRE유행이 알려

진 기관에 유행기
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 물품은

매일 소독.
- 퇴원시 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Terminal 
   cleaning)

표 1. 다제내성균의 종류에 따른 감염관리지침 요약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발・생・부・위・별・감・염・관・리・활・동 3736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CRE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성 감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변 배양
검사에서 klebsiella, CRE가 배양되었습니다.
추가 검사 진행 중인데 카바페넴 분해효소 PCR 검사
양성 소견 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음성
인 경우와 같이 격리만 유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
다. 
소변 배양 3회 음성 배양 시 격리 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체(소변) 가 확인 가능해도, rectal swab 같
은 보균 검사가 필요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수
        198               개인               없음             간호부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PCR 검사를 통해 CPE 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CPE인 경우 CRE보다 전파력이 높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여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더라도 직장도말검사로 보
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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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ONIS 요로감염감시 기준으로 볼 때 말씀하신 위의
경우의 요로감염은 입원 2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으
로 입원 또는 입실하기 전에 이미 노출된 감염원에 의
한 감염으로 간주하여 제외합니다. 
KONIS 요로감염감시 첨부 드립니다.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1)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감염증

을 대상으로 한다.
2) 중환자실 입원 당일에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3) 중환자실 입원 당시에 감염증의 잠복상태가 아니어

야 한다.
    중환자실 입원 2일 이내에(48시간에서 2일로 변경

됨,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
    발생한 감염증은 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전에 이미

노출된 감염원에 의한 감염으로 간주하여 제외한
다.

4)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2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
은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으로 간주하며 중환자실
에서 퇴원한 날을 감염일로 한다.

5) 각 감염증은 의료관련감염의 진단 기준에서 정의한
각 부위별 감염증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요로감염 카운트
타H foley 하고 저희병원에 전원을 오셨는데요! 입원
하는날 나간 UA상 UTI 진단 받고 UA culture, 나갔는
데 ESBL(+), 폐렴간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타병원에서 요로감염에 걸린 것 같은데 저희병원에서
도 요로감염으로 카운트를 해야하는건가요?

병상 수
        201                개인               내과         감염관리실       4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재원일
(Hospital day)
     감염발생일                  ◎                          ◎                           ◎                          ○

분     류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실무자 교육

병동의료관련감염

중환자실
재원 21일

중환자실에서
병실이실

병실이실
2일

병실이실
3일

01

발 생 부 위 별 감 염 관 리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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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시 신축건물 실내 공기 측정여부
기존 병상 외에 300병상을 신축 중인데 3개월 후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축건물 준공 검사 시 감염관리 측면에서 인허가와
관련되어 실내공기 측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요?

[답변]
CDC, HICPC guidline및 APIC text 권고안을 참고하
여 감염관리를 위한 공조시스템 관리지침 (타병원) 을
안내해드립니다.
1. 목적
공조시스템과 관련된 공기매개 병원체의 유입 및 전파
를 차단하여 공기매개감염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이다.
2. 정의
공조 시스템 : 냉방, 난방, 환기 습도 등 공기 조절 장치
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고 조절(난방,
냉방, 가습, 제습, 환기) 한 뒤 병원 내 각 부서에 공급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3. 온도와 습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환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므로 구역에 따른 권장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온도 : 수술실, 내시경실은 18~24℃, 분만실, 신생

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중앙공급실은 22~26℃, 병
실, 중환자실 등 입원환자 영역은 환자 안위에 적합
한 온도(21~27℃) 를 유지한다. 

2) 습도 : 수술장, 시술장, 중환자실의 경우 30~70%를
권장하며, 환자 입원 구역과 환자 검사실 구역, 청결

물품이나 멸균 물품 보관 구역은 70%이하를 유지
한다.

4. 환기
1) 미생물, 먼지, 화학 물질 등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 또는 공조기 정화를 거쳐
재공급한다.

2) 시간당 공기교환 즉 환기율은 ACH(air chapter
per hour)로 나타낸다.

3) 수술질은 최소 환기율 15회 이상(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의 경우 20회 이상 권장), 공기매개 감염질환 격
리병실은 최소 12회, 일반병실은 4회 이상, 중환자
실은 6회 이상을 권장하며 이 중 수술실은 5회, 그 외
지역은 2회 정도는 외부 공기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차압
1) 양압(positive)은 인접한 공간의 압력보다 높아 공

기가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며, 음
압(negative)은 인접한 공간의 압력보다 낮아 공기
가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2) 공기매개감염질환 격리실은 인접한 공간으로 감염
성 미생물이 전파되지 않도록 음압이 유지되어야한
다.

3) 역격리(보호격리)의 경우 인접한 공간의 감염성 미
생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양・음압실의 양압 또는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문이나 문틈을 통한 공기유입이나 누출이 없어야
한다.

5) 양압이나 음압의 차압은 최소 2파스칼을 권장한다.
6) 양, 음압실의 관리자는 병실 차압 모니터를 통해 양

압이나 음압 적용이 적절한지 확인하며, 이상 시 시
설관리팀에 시설점검을 의뢰한다.

7) 시설관리팀은 1회/월 차압을 측정하고 부서에 피드
백한다.

6. 공기정화
1) 공기 중의 미생물,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

를 이용하여 공기를 정화한 후 병원 내부에 공기를
공급한다.

2) 유입되는 공기는 1~5μm 크기의 입자를 20~40%
여과시키는 프리필터와 1~5μm 크기의 입자를
85~90% 이상 여과시키는 1미디움 필터를 통해 정
화된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조혈모세포 이식실의
경우 0.3μm 크기의 입자를 99.97% 이상 여과시키
는 헤파필터를 통해 추가적 정화과정을 거친다.

3) 시설관리팀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02

병상 수
        299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의료법인/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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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 검사 IGRA
결핵을 한 번이라도 앓던지 잠복되어 있던 상태이면
잠복 결핵 검사 IGRA 는 평생 양성으로 나오는지,
IGRA검사가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핵협회, 감염학,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책등을 살펴봐도 딱 정의내려 지진 않는데 결핵
협회에 문의하니 한번 앓거나 걸린 사람은 치료해도
평생 양성으로 나오니, 증상이 있기 전엔 일반인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부서 원장님께서 완치일 경우 음성으
로 바뀐다 하셔서 너무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답변]
IGRA 의 경우 몸이 결핵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는 지표입니다. 
IGRA 양성일 경우 잠복결핵 또는 활동성 결핵 둘 모두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IGRA 양성 자체가 활동성 결
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치료 또는 활동성 결핵 치료 후 IGRA 는 여
전히 양성일 수 있으며 그것은 감염을 의미하지 않습
니다. 
치료 후 IGRA 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결과가 없
어 평생 양성으로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3

병상 수
        137                                  소아청소년과      QI팀 감염전담     2년  10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전실 유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중환자실 10병상당 음압격리실
을 1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압격리실에는 전실
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중환자실 음압격리실에는 화장실은 없어도 된다는 문
구는 있는데 전실은 있어야 하는지 확실치가 않습니
다.  현재 본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음압격리실이 있으
나 전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까요?

[답변]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규정은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
이나 동일합니다. 
단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는 환자 진료 특성상 화장실
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니 결론은 전실은 있어야 합니
다. 중환자실 10병상당 1개는 일반 격리실을 의미하고
이 중에 1개 이상은 음압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개당 음압병실이 1개씩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04

병상 수
        243          개인/종합병원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재단법인/한방병원

음압 입원치료(격리) 병실 시설기준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1)에 실려있는 음압 입원치료(격리) 병실 시설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병실
・음압격리병상은 “기본적인 감염 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1인실이 이상적이나 의료기관 구조에 따라 다인
실이 될수 있다.

・병실은 전실을 가지고 있어야 함.
・병실의 출입구에는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예방법 등 안내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병실 바닥의 필요면적 및 가구
        ・환자의 방에서 사용할 의료기계뿐만 아니라 환자용

가구, 비품 등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넓이를 결
정한다.

        ・병실 넓이는 1인실인 경우 15m2 이상으로 하며(면
적의 계산은 건축법에 따름) 병상수가 추가되는 경
우에는 추가되는 병상 수를 반영한다.

그림2 현재 국가입원치료 의료기관 음압 격리실의 일반적 구조

그림1 음압 격리실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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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양압유지
중환자실 시설 환경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중환자
실 환자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실이
아닌 일반 환경은 양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중환자실의 양압 환경에 대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압 환경은 면역저하자의 보호
격리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중환자실을 양압으로 하
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
다. 
다만 병원 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aspergillosis의
위험이 클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호주 빅토리아 가이드라인이 양/음압 병실에 대한 가
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바랍니다.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 of
isolation rooms in health care facilities, Victorian
Advisory Committee on Infection Control, 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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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중환자실 폐렴 감시- 농성 객담 기준
중환자실 폐렴 감시에서 농성객담에 대한 기준 중
Murray &Washington의 변법에서 Group으로 나누
는 것에 대해 중환자실 환자의 객담은 대부분 흡인으
로 나가는 객담이기에 Group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는지요? 
Gram Stain인 결과가 Few Gram(+)bacilli, A few
WBC 등으로 보고되면 농성 객담 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객담의 질은 구강 타액이 아닌 하기도 객담을 얼마나
잘 채취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Murray & Washing-
ton 분류법을 이용해서 평가합니다. 
상피세포가 많은 group 1-3은 부적절한 검체로 판단
하고, 상피세포는 적고 백혈구는 저배율상 >25개로 많
이 관찰되는 경우에 폐렴 환자의 하기도 검체가 적절
히 채취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도삽관 환자의 기도흡인 검체는 구강 인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담검체에
적용하는 Murray & Washington 분류법을 이용해
검체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06

병상 수
        281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Group
* Murray & Washington sputum grouping

                     1                                     >25                                   <10                     2                                     >25                                10~25                     3                                     >25                                   >25                     4                                   10~25                                >25                     5                                     <10                                   >25                     6                                     <10                                   <10

Low power field (40X)
상피세포 백혈구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의료법인/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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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가 다회용량인지 일회용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최근 주사제 실무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여쭙
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사제 특히~ 바이알 주사제 중
에서  내에 다회용량으로 허가받은 것은 인슐린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식약청 홈페이지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다회투여
주사제와 일회투여 주사제를 구분할 수가 없고, 주사
제 자체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
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회 투여 바이알은 제조사에서 다회용량으로 약품에
표기가 되어있어 약품 자체의 제조사 용법을 확인하시
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식약처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 주사제 안정사용 가이드라인에 보면 가급적 단
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하고 다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배정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08

병상 수
        243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공기감염환자 진료 프로세스
공기감염 외래진료 프로세스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래 진료실 자체를 음압으로 구축할 경우에도 공기감
염 환자 진료는 별도의 공간을 따로 확보해서 진료해
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는 질병을 예측할 수 없고 진료과정 중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병실이 아
닌 체류 기간이 짧은 외래에서 공기감염 환자를 진료
했을 경우 대처방법이나, 안전한 외래진료를 위한 방
법에 대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래가 양적으로 많고 분산되어 있으면 별도의 공간을
하나만 확보하기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
은데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기주의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음압시설이 설
치된 진료실에서 개인 보호구를 충분히 갖추고 진료하
면 좋겠지만 현실적, 물리적인 제약으로 대부분은 어
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별도의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 중 공기주의 지침을 지
켜야하는 경우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
된 시설에서 모든 진료를 시행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07

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저희 병원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래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 접수 시 미리 간호사의 간단한 문진 (외래 진료 사
유, Knwon active TB 여부, 타병원에서 결핵의심, 수
두와 같은 열과 발진을 동반한 경우)을 통하여 공기주
의지침 준수가 필요할 수 있는 환자들은 일반 마스크
착용 후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의료
진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 공간은 음압이 설치된 공
간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른 대기 환자들
과 물리적인 구분을 둘 수 있는 특정 진료실이나 멀리
떨어진 복도의 대기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진
상 메르스나 신종감염병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에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N95 마스크를 착용한 후 병
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음압격리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서 대기 및 진료를 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진상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진료 중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어 공기주의지침 준수가 필요할 때도 파악 즉시
환자에게 재빨리 일반 마스크를 씌우고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진료 후에는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대기 및 추후 진료
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 없이 진
료하였던 의료진의 경우에는 감염관리실에 신고하고
노출 정도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문진만 시행한 경우
에는 경과관찰을 하기도하고, 기관지 내시경이나 위내
시경, 상기도 흡인 등과 같이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는
chest pa, IGRA, TST등 정해진 노출자 검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일반종합병원

의료법인/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발・생・부・위・별・감・염・관・리・활・동 4746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감염 관련 bundle 수행 여
부 선택 칸이 있는데 중심도관 삽입 bundle부터 3가
지가 더 있습니다. 
수행 bundle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 bundle이라
고 하는 내용이 check list를 말하는 건가요? bundle
의 전달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심도관 삽입 또는 교체시의 우리가 수행해야 할 내
용을 적어서 수행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
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관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에
서 감염 관련 bundle 개발방법으로는 IHI 지침에 각
각 번들 구성항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근거기반으로
기관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EMR에서 활용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 문의 하시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09

병상 수
        165                                       없음       감염관리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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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제제 수액 주입
지질제제 수액을 주입할 때, 수액세트는 24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질제제
1,450ml인 경우 24시간 안에 모두 투여해야 하는 걸까
요? 
나이가 있거나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5gtt로 주입
하여 48시간 주입하는 때도 있는데, 이러면 나머지 반
은 폐기해야 맞는 건지 문의합니다. 
48시간 주입할 수 있다면, 24시간 이후에 수액 세트만
1회 교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질제제 수액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지질제제는 얼마 동안 투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대 투약시간은 감염도 고려해야 할 요소에 속하지
만, 일반적으로 안정성, 즉 변질과 관련한 측면이 더 강
합니다. 
감염은 대부분 초기 사용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
다.
이에 제약회사에서는 제품별 투약시간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회사에 상온에서 몇 시간 투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모프리피드 제제의 경우 "이 약은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
로 2~8℃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병상 수
        243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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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파린캡 사용 시 관류용액
병원 특성상 수술 시 리도카인을 통한 부분마취를 하
고 있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Angio Needle을 통해
혈관을 잡은 후 수액을 달지 않고 바로 헤파린캡을 연
결하고 있습니다. 
헤파린캡을 처음 연결 후, 생리식염수로 관류를 해주
어야 하는데, 감염관리를 위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
더라도 prefilled N/S syringe 구매를 고민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업체에 문의드린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prefilled N/S syringe는 의료기기(=치료재료)로 허
가가 나 있고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prefilled N/S syringe 성분이 똑같이 0.9% 생리식염
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맥에 직접 주입되는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고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주
셨습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되어있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prefilled N/S syringe 정맥
관을 관류시키는 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인데, 정말 헤파린캡
을 연결 후 정맥의 개방성을 보기 위해 주입하는 용도
로 prefilled N/S syringe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답변]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와 있는 급여기준입니다.

saline prefilled syringe 자체가 혈관 접속용 기구 내
강을 세척하여 원래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류
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허가가 나있으므로 헤파
린 캡의 연결 후 정맥의 개방으로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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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JD 물품관리
sCJD 물품관리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사용한 물품 중 장비 부분은 suction기 부분이

있는데 흡인 도중 출혈이 조금 있었습니다. 
    혈액은 감염 위험성이 낮다고는 되어 있기는 한데

원액 락스에 1시간 참작했다가 EO gas 돌리려고 하
는데 이렇게 소독하면 될지 아니면 아예 폐기하는
것이 나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이분에게 ventilator를 사용할 경우 ventilator 소
독 및 멸균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3. 이 분 컨디션이 괜찮아지시면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도 되는지요?

4. sCJD 환자가 사망 시 사체는 밀봉해서 나가야 한다
고 하는데, 밀봉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점은 없는지요? 

    처음 sCJD 환자를 접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5. 추가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환자에게서 나오는 체액이나 조직 중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체액 등은 특수 소독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하지만 suction 도중 출혈뿐 아니라 상피세
포에 의한 오염이 가능하므로 오염 제거 방법 및 오
염 제거 절차를 참고하여 폐기하셔야 합니다. 폐기
가 가능하다면 소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최근 자료에서는 CJD 확진 환자에게만 사용을 국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문헌 참고). 표면은 2N 수산화나트륨이나 희
석하지 않은 차아염소산염을 붓고 1시간 동안 방치
한 후 걸레로 닦아내고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3. 전원은 가능하며 전원전 해당 병원에 환자의 감염력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전원 후에도 sCJD 에 대한
감염관리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4. 밀봉된 운반 백에 사체를 넣어 밀봉한 후 운반하되
두개골이 열려있는 경우나 뇌척수액의 누출이 있는
경우 및 봉합을 했음에도 체액 및 조직 등 누출이 있
는 경우 사체 운반 백의 안쪽이 액체를 흡수하는 물
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방수 덮개로 덮인 시체 안치 테이블에 옮길 때까
지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체처리시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해
야 합니다.

12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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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prefilled syringe 급여기준
Saline prefilled syringe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진 주사기
형태로 혈관 접속용 기구 내강을 세척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음 -
가. 적 응 중 :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 환자
나. 인정개수 : 1일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 인정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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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문헌의 감염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비전염성 조직 : 고환, 전립선, 뼈, 심장, 피부, 갑상선,
모유, 침, 말초신경, 편도선, 식도, 위장관, 부신, 땀, 눈
물, 소변, 대변, 전혈, 백혈구, 혈청, 지방조직, 골수, 골
격근
저전염성 조직 : 비장, 림프정, 태반, 폐, 간, 신장, 뇌척
수액, 후각상피세포
고전염성 조직 : 뇌(경막 포함), 척수, 눈, 뇌하수체 조
직
*참고 문헌
Creutzfeldt–Jakob disease, mkt002
2017년도 크로이츠펠트-야곱병 관리지침, 질병관리
본부(2017)

●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두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동, 특수부서, 외래 등 환자 접점부서 직원은 직원검
진이 매년 있기에 결핵 검진을 매년 진행한 것으로 갈
음되지만, 원무팀 등의 행정직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직
원검진을 시행하기 때문에 결핵 검진이 매년 진행되지
는 못합니다. 
이럴 경우 행정직들을 대상으로 격년에는 한 번씩 x-
ray를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결핵예방법에서 매년 결
핵검진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간호사, 의사
등 환자 접점부서만 매년 결핵 검진을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2017년 9월 18일까지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의료기관
에서의 결핵 검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
다.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 결핵 감

염 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 검진 :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 결핵 감염 검진 :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
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
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
시한다.

          가.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
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
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람

상기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
는 결핵 검진 및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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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 등), 제11조의 2(준수사항)
     :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을 준수
나. 결핵예방법 제 34조(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4조의2(준수사항)

현 시스템
채용 시 결핵 검진 ▪TST, Chest PA 실시

▪정기건강검진 시기에 실시 (결핵 소견이 의심될 경우 담당 부서에서 호흡기내과 외래진료 예약 및 관리, 공상안내 등)

▪TST, IGRA(결핵균특이항원자극 IFN-r), Chest PA

전 직원 Chest PA 
촬영(연 1회)
고위험부서

결핵 검진 (연 1회)

상세내용

대상자 구분

1군

2군

3군

4군

실시

실시

실시

현재와 동일

(가)부서 추가(2016년도고위험부서에 포함 하여실시)

(나.다)검진1회로종료※2017년감염관리실실시

실시

실시

권고

해당없음

호흡기내과 외래 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 실, 폐기능검사실,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영상 촬영 부서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1 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등
(가) 장기이식병동, 혈액암 병동 투석실,HIV 관련부서 등

(나) 1군 또는 2군에 해당 하지 않는 임상과의료인 및 의원 급 의료기관 등

(다)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 이 낮은 사무직종사자 등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진단하는 의료인및 의료기사※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면역력이 약하여 결핵 발병 시 중증 결핵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중증결핵발병 고 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그밖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종사자※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종사자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의 결핵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

해당 부서 초회검진 주기적검진 비고

● 지질제제 주입시간
지질제제 수액 주입시간은 보통 24시간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으나, 현재 대다수 병원에서 사용하는 지질제제
는 1,450ml입니다. 
원내 현황을 조사해보니 거의 24시간이 넘고, 길게는
48시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용량 도입하려고 했
을 때 총열량이 적고, 기존 지질제제 용량을 24시간 이
내로 투여 시 말초로 주입 시 끈적거리고 혈관통이 있
고 또한 volume 등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납품 제약사(중외)에 문의 결과, 실온에서 지질제제
mix시 (환자에게 투여 전) 48시간 안전하다는 안정성
시험 성적서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현행처럼 그대로
두고 지켜봐야 할지 개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
다. 
이에 대한 명확한 guideline이 있는지요?

[답변]
지질제제 수액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지질제제는 얼마 동안 투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대 투약시간은 감염도 고려해야 할 요소에 속하지
만, 일반적으로 안정성, 즉 변질과 관련한 측면이 더 강
합니다. 
감염은 대부분 초기 사용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
다.
이에 제약회사에서는 제품별 투약시간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회사에 상온에서 몇 시간
투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모프리피드 제제의 경우 "이 약은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
로 2~8℃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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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역격리환자 격리병실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 여부
보호역격리 환자 격리병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는 대상을 주로 ANC 500 미만 환자를 역격리로해
서 1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압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과용 마스크는 병
실 밖에서 착용하고 나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시 병실 안과 밖 어디에서 폐기를 해야
하는지 지침에는 찾아 볼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역격리시 병실을 출입하는 의료인은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는 의료진에게 colonization 되어
있는 미생물이 환자를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병실 밖에서 착용하고, 병실 밖에 나와서
폐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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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745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팀        6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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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감염관리
질경을 사용할 때 생리식염수에 질경을 여러개 담가놓
았다가 그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경을 담가놓은 캔은 뚜껑을 닫아 놓지 않고 있습니
다. 이럴 때 세균 노출 위험성이 커 보여서 생리식염수
볼을 만들어 필요시마다 질경을 꺼내서 닦아낸 후 사
용하게 하려 합니다. 
문제는 질은 원래 세균이 많은 곳이고 바깥으로 배출
하려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면 굳이 그
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어떻게 질경삽입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생리식염수에 담가놓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자료를 찾던 중 어떤 교육자료에서는 질경을 따뜻
하게 한다고 글로브를 낀 손으로 감싸주고 삽입한다고
되어있던데 일반폴리글러브를 사용하여도 괜찮은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Vaginal speculum은 준위험 기구로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해야 하며, 소독 후 사용하기 직전까지 오
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소독된 질경은 표면이
오염되지 않게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만지셔야 합니
다.
병원마다 상황은 틀리겠으나, 소독 후 사용 직전까지
오염되지 않게 보관해야 하므로 보통 아래의 1, 2 방법
을 사용합니다. 
부득이하게 1, 2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3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일회용 질경 사용 : 낱개 포장되어 있어 사용 후 폐기
2. 낱개 포장하여 멸균 한 후 포장된 채로 보관 --> 사용

직전 포장지 제거하여 사용
3. 고수준 소독제에 소독한 후 뚜껑이 있는 멸균 캔에

보관 --> 멸균 장갑 착용 후 멸균 캔에서 하나씩 빼서
사용 (멸균 캔도 오픈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
므로 병원 규정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멸균)

아래는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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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표 3.4.5 기타 진료 및 검사기구의 소독과 멸균(참조)

분  류 세  척 소독 혹은 멸균 행  굼 건조 / 보관
이비인후과- Telescope- Otoscope- 이경- 비경- 간접 후두경

부인과- Vaginalspeculum

준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

멸균 증류수로 깨끗이행구거나 수도물로 행군 뒤 알코올로 닦아낸다.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

완전히 건조한 후
보관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멸균 후 보관
과정에서 오염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약물이나 체액 등의 잔유물이 마르기 전에 사용 후가능한 한 빨리 세척하되물리적으로 기구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혹은 효소세정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약물이나 체액 등의 잔유물이 마르기 전에 사용 후가능한 한 빨리 세척하되물리적으로 기구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혹은 효소세정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 교차감염과 치료실
최근 교차 감염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면서 화상 치
료실에서 화상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지,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침상에서 치료하는 것이 옳은 부분
인지 시설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원론부분을 검토하
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은 치료적 입장에서 직
원동선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부분을 고민했습니
다. 하지만 현재는 감염 부분을 고민하여 시설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감염 자문해주시는 입장에서는 <교차 감염에서 환자
가 병상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면 별도의 화상 치료실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
는지요? >
원론적인 접근과 근거문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
라서 연락드립니다. 참조할 수 있는 참고문헌이나 관
련 자료가 있으시면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치료 과정에서 상처의 분비물에 의한 교차 감염이 가
능하고 특히 분비물에 내성균이 집락 되어 있는 경우
교차 감염의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화상 상처 소독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
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화상 환자의 소독은 화상의 범
위나 양상, 환자의 활력 징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하여 소독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
반병실에 있는 환자에서 화상의 범위가 넓고 심하다면
공간이 협소한 침대맡에서 소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를 것입니다). 
다만, 감염의 위험이 높은 환자군 (TBSA >25% or in-
vasive devices)은 가능하다면 bedside 에서 dress-
ing 하는 것이 선호되기는 하나 공동치료실을 사용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소독하는 환자 사
이에 치료실의 소독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내성균이 있는 환자는 가능하면 격리하여 precaution
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bedside에서 소독이 가능한 경우의 상처
는 bedside에서 진행하되 따로 치료실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환자 간 주변 환경과 기구의 소독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17

병상 수
        111                                      외과       감염관리팀  3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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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G예방접종 신생아의 격리
조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신생아실 4년 경력이 있는 유휴 간호사로 조리원에서
근무 하는데 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 중 BCG를 접종
하고 온 신생아는 격리 차원으로 모자 동실을 이용하
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신생아들이 BCG생균으
로 인해 혹 다른 신생아들에게 호흡기 감염이 될 수 있
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1. 격리의 근거가 있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

니다.
그리고 
2. 꼭 모자동실로 격리해야 하는지요?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이가 열이 난다면 엄마보다는 간호사들이 더
빨리 알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밤에 엄마가 아이를 보살펴야하는데 자느라 아이의 컨
디션을 잘 체크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해서요.

[답변]
BCG 접종 후 격리에 대해 검색해 보았으나 이와 관련
한 지침은 없으며 이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추
정됩니다.
병원에서 걱정하는 것은 BCG 접종 후 원내 전파를 걱
정 있고 호흡기 전파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도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파종성 감염(dissemi-
nated infection)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의 발생은 극히 드물고 파종성 감염 시 이미
다른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재적으로 모든
접종자를 격리할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접종 후 격리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고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정책에 대해 언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병상 수
        120                                 감염내과   감염관리팀  3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카페트 관리 관련
카페트 관리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체액/혈액이 유출된 경우 염소계소독제 희석액을 사용
중이나 카페트에 유출될 시에는 탈색의 우려로 염소계
소독제 희석액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체할 수 있는
소독제로는 어떤 것을 사용 가능할지 추천 부탁드립니
다.

[답변]
카페트에 혈액이 다량 흐른 경우 유기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적
절하지 않습니다. 
카페트에 혈액이 흐른 경우 카페트를 분리하여 세탁을
해야하므로, 환자 치료영역에 카페트의 사용은 권고하
지 않습니다.

19

병상 수
        125         개인/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팀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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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환자의 수액 연결
12시간 주입하는 수액이나, 그 외 다른 수액 등을 달고
있다가 환자들이 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저희
생각에는 언제 돌아오든지 간에 폐기하고 새로운 수액
으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
동에서는 외박이 아닌 이상 수액 세트만 바꾸어서 다
시 같은 수액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외출을 2시간~3시간 안에 돌아오더라도 수
액을 바꾸어서 주입하여야 하나요??

[답변]
환자에게 주입하던 수액을 완전히 중단(환자로부터 완
전 분리)하였다가 재주입하는 상황에 대한 명백한 근
거가 없으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에 따라 일부 약물의 주입을 중
단 및 재주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환
자의 외출에 따라 개봉했던 수액을 환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보관 후 다시 주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으로 이해됩니다.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안
전한 주사 실무’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사용 약물도 준
비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
에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균조제대에서 조제된 경우는 개봉 후 6시간 이
내 사용이 권고됩니다(여기서 언급된 시간은 수액의
주입 시간과는 구별되는 의미입니다).
이미 개봉된 수액을 무균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실제
적인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인 약물관리과 동일하게 관
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

병상 수
        390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폐렴과 요로감염
의료 관련 감염 감시 활동하고 있는데 한 환자에게서
요로감염도 보이면서 폐렴 감염도 보입니다. 두 가지
를 각각으로 보면 요로감염은 3월 6일 진단일이 되고,
폐렴은 3월 5일 진단일이 됩니다. 
두 개의 감염이 같은 균의 원인이라고 할 상황은 안됩
니다. 
요로감염은 Enterococcus faecalis 균이 나왔으면 증
상은 발열 외 없고 폐렴은 자가 객담 배출하여 배양검
사 결과 ESBL이 나왔으며 발열, 백혈구 수치 증가(기
준 대비), 70세 이상으로 의식변화 있었고, 새롭게 발
생한 기침과 가래, 수포음 두 감염이 같은 균이라는 것
이 없다면 각각 감염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으로 잡아야 하나요? 만약 둘 중 하나만 감염으
로 잡는다면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참고로 혈액배양검
사 상 음성입니다.

[답변]
UTI와 pneumonia가 같이 있는 경우 발열이라는 증
상이 있었다면 UTI 와 pneumonia를 각각 감염으로
생각하고 증례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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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75                                    마취과       감염관리실     2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감염종류
2) 두 가지 감염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인균
BSI와 PNEU가

동시에 있는
경우

UTI와 BSI가
동시에 있는

경우

UTI와 PNEU가
동시에 있는

경우

원인균이 같은
경우

원인균이 같은
경우

원인균이 같은
경우

원인균이 다른
경우

원인균이 다른
경우

원인균이 다른
경우

PNEU에 의한 이차적인 BSI이므로 PNEU 한
가지만 등록
두 가지 모두 각각 다른 증례코드(case ID)를 붙
여 등록
이차적인 BSI이므로 UTI 한 가지만 등록하되
증상유무에 따라 SUTI 또는 ABUTI로 등록한
다
각각 다른 증례코드로 등록
○ BSI도 등록하고
○ UTI는 관련된 요로증상이나 징후가 확실한

경우에는 SUTI로 등록한다

각각 다른 증례코드로 등록
○ PNEU도 등록하고
○ UTI는 관련된 요로증상이나 징후가 확실한

경우에는 SUTI로 등록한다

진단기준이 더 엄격한 PNEU만 등록

감염등록

개인/일반종합병원

재단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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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중 의료기관 시설규격-입원실에 관한 사항
한 전문병원의 감염관리실을 맡고 있는 감염전담간호
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보면, 1. 입
원실, 라 항목에서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한
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각종 학회나 교육자
료를 참고하면, 이는 신증축시에 해당하며, 기존시설
의 경우에는 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1.0m 이상으
로 개선의무가 있다고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인실의 침상이 2bed씩 마주 보는 형태로 되어있어,
병상 간 이격거리를 양옆으로는 1.0m를 맞출 수 있지
만, 마주 보는 침상의 발치는 붙어있는 형태라서 이격
거리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맡붙어있는 2개의 침상 발치 사이에 가벽을 세
워, 감염의 통로를 차단 한다면, 두침대의 발치쪽은
1m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
다.
병원 규모는 작은데 침상수를 유지하려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저렇게 한다해도 현재상태보다는 침
상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긴 할텐데, 어려운 질문이
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 기준으로 병상
간의 이격거리는 1.5m이상, 벽체나 고정물로부터 최
소한 0.9m이상 신설 하도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이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설
명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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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97                                       내과       감염관리실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주요 내용
표 58-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2016년 7월 입법예고)

구 분 개수 및 시설 병상당 면적 병상 간 거리

격리병실

일반병실

중환자실

신설

기존시설

신설

신설

기존시설

기존시설

-

-

-

-

・300병상당 1개・추가 100병상당 1개・기간 : ‘18.12.31. 까지
・신설 기준과 동일하나, 전실없는 음압 격리실이나 이동형 음압기 인정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이내・손위생 시설 및 환기설비

・병상 3개당 1개의 손위생시설・병상 10개당 1개 격리병실
・병상 10개당 1개의 격리병실・최소 1개는 음압 격리실・기간 : ‘21.12.31.까지

・제외

1인실 경우 10m2 이상다인실의 경우 환자1인당 7.5m2 이상확보

병상 1개당 15m2
이상 확보

・제외

・제외

병상 간 이격 거리1.5m 이상 벽체나 고정물로부터 최소0.9m 이상
병상 간 이격 거리1.0m 이상 기간 : ‘18.12.31.까지
병상 간 이격 거리2m 이상

병상 간 이격 거리1.5m 이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 격리실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

중환자실 시설 개선의무
신설

개인/대장항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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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장 감염관리 관련 문의
조리장에 난방기 설치가 감염 관련 유해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임자가 감염의 우려로 조리장과 세척실에 있던 선풍
기를 제거한 상황으로 특히나 세척기 주변은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 또한 감염의 우려
가 있을 것 같기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책자에서도 조리장의 온도관리
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난방기 설치에 관한 내용
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1. 조리장에 에어컨 설치가 감염 관련 문제가 없는지 
2. 선풍기 사용은 감염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리장의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냉난방 모두가 해당하
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조리장의 특성상 열이 발생 되는 곳으로 난방
보다는 냉방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조리장의 온습도 관리는 식품 및 음식의 변질 및 미생
물의 번식 예방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
입니다. 
1. 온도 및 습도조절을 위한 공조시스템이 운영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없다면 국소적인 냉방 방법을
적용해야만 할 겁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모두 팬을 통해 공기가 일정
속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팬이 오염되었을 경우 먼
지 등의 오염을 조리된 음식이나 조리기구를 오염
시킬 수 있습니다. 

    설치 이후 팬의 관리 및 청결 규정을 정하셔서 관리
하시고 조리된 음식으로 직접 공기가 흐르지 않도
록 방향이나 위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선풍기 사용의 문제는 사용 여부보다는 관리의 문제
입니다. 관리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
법입니다. 

    온도를 낮출 방법이 선풍기밖에 없다면 선풍기 청
결에 관한 규정을 정하시고 관리하셔야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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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125         개인/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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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실 조영제 인젝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CT 기계를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CT실에서
는 일회용 조영제를 사용중이오나 교체를 고려 중인
CT는 조영제 인젝터가 조영제와 식염수를 혼합하여
주입하는 기능(다회용량 1000ml 조영제와 식염수 사
용)이 있으며 사용설명서에는 조영제와 식염수의 흐름
경로 밀폐, 단일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 교차 감염의
위험감소라고 기재되어있으나 감염관리 차원에서 일
회용 조영제와 최소량의 식염수를 사용하고 폐기하도
록 권고드렸습니다. 
혹시 조영제 인젝터와 관련하여 혈액 매개 질환 감염
이나 균집락의 경우가 있었는지요? 영상의학팀에 명
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 예정인 injector와 완벽하게 같은 구조는 아니지
만 multidose 로 사용한 경우에서 C형 간염 발병 사례
가 있어 관련 논문을 첨부합니다. 
또한, 실제 발병 사례는 아니지만, 연구 논문에서 mul-
tiple dose로 사용한 syringe에서 균이 배양되었고
intensive hygienic prevention에도 역시 균이 배양
되었던 사례가 있어 첨부하겠습니다. 
Transmission of Hepatitis C Virus during Com-
puted Tomography Scanning with Contrast, 총 4p
Microbiologic Contamination of Automatic In-
jectors at MDCT: Experimental and Clinical In-
vestigations, 총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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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130                                      없음          감염관리실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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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D  drainage bag 교환주기
PTBD 나 PCN cath 에 달린 drainage bag에도 교환
주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foley 처럼 막히거나 새지 않는 한 그냥 두어야 하는지
요? 각 병원마다 1주, 2주로 주기를 정하는 병원도 있
는 것 같았습니다.

[답변]
교환주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의 손상 또는 막힘이 있는 경우에 교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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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307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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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실무에 관해 궁금한 점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주사실무권고에
따르면, 주사 제조 후 1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한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수액을 맞던 중 외출을 하고 나서 병동
에서 연결된 채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
우는 외출하고 1시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기록지에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출
한 환자의 수액을 그대로 두고, 시간 상관없이 환자가
귀원 하였을 때 재투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던 수액을 제거해서 수액 세트가 연결되어있는 상태
에서 보관했다가 재투여를 하겠다는 경우는 준비 후 1
시간 이내에 투여하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직 투여 전인 준비된 수액을 보관하는 것과 투여하
던 수액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은 이미 오염 가능성
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 상재균으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액 세트, 주사기,
바늘 등으로 포함한 주입기구들은 모두 일회용의 개념
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관한 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버린 후 수액에 다시 세팅한다는 것도 처음 세
팅하면서 수액 고무마개의 손상이 복귀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투여 중지된 수액은 그대로 중지입니다. 
보관했다가 재투여 하는 것은 감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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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09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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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부위 균검출과 환경배양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
니다.

정형외과에서 수술 후 1~2일 뒤에 hemovac을 제거하
면서 수술부위 Tip swab culture 시행했는데 4명의
환 자 에 게 서  Klebsiella Pneumoniae 균  3 건 과
Pseudomonas aeruginosa균 1건이 검출되었는데
요. 환자의 수술부위는 염증없이 깨끗하며, 발열이나
감염의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검체는 각각 다른
날에 채취하였고, 당일 수술이나 소독에 참여한 의료
진 등등 모두 일치하는 것이 없어 담당과장님이 왜 이
런 균이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감염관리실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수술실 환경, 소독 기구의
멸균상태 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역학조사를 하였으나, 특
정한 과장님의 환자에게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
고 다른 모든 것들과 일치 되는 것이 전혀 없어 애를 먹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류의 균들이 왜 나왔는지, 원
인이 무엇일지 등 다른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또한 수술실과 기구의 오염 가능성을 자꾸 논란의 중
심으로 삼기에 환경배양검사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을 채취하여 배
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술부위에서 균이 검출되었으나 감염의 증거가 없다
면 일반적으로 오염균으로 보게 됩니다. 오염균의 경
우 대부분 주변환경 또는 도구/기구에서 전파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실제 환경과 도구에서 검사를 하지
만 못찾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략적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양검사시행 : 해당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도구

(swab), 수술 참여 의료진 손 배양검사(hand print-
ing)     

2. 멸균과정 검토 : 도구와 기구의 멸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요.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감
시)

3. 수술장 내 감염관리 검토 : 수술장에서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 하십시요. (손위생 감시, 수술과정 감시,
수술장 청소 감시)

4. 상처관리 검토 : 상처 소독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지 모니터링 하십시요. (손위생 감시, 소독과정 감
시)

5. 배양검사 방법 검토 : 올바른 배양검사 방법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십시요. (무균적 배양검사 여부
감시)

수술부위 감염이 없이 오염균만 보인다면 아마도 추정
하건데 4번과 5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1-3의 과정이 향후 감염 발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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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병원 내 환경 배양 검사에 관한 문의
저희는 미인증 병원이고 시설 환경 면에서 감염관리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병원 내 부서 (병동,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경
배양 검사를 통해 인식 개선과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병원 환경 배양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지 궁금하고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 기간 등 이런 검사
와 관련이 된 기준이나 규정 등, 법적인 필요성 등등의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경배양검사는 
가. 원내감염유행 상황에서 역학적으로 환경오염이 관

련되어 있으리라 추정되는 상황
나. 연구적 목적
다. 환경청소와 소독 관련 감염관리 정책 변경 후 효과

판정
라. 극도로 위험한 감염병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합

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일반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환경
배양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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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의료법인          내과            간호부       5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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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N 투여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TPN 제제 투여 시 수액 세트는 24시간 이내에 교환해
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PN 제제 투여는 환자마다 24시간이 넘어가
는 경우도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투여하고 이후에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질제제 수액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지질제
제는 얼마 동안 투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대 투약시간은 감염도 고려해야 할 요소에 속하지
만, 일반적으로 안정성, 즉 변질과 관련한 측면이 더 강
합니다. 감염은 대부분 초기 사용 시점에 발생하기 때
문입니다.
이에 제약회사에서는 제품별 투약시간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회사에 상온에서 몇 시간 투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모프리피드 제제의 경우 "이 약은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
로 2~8℃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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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43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 시술장(혈관 조영실)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원은 혈관 조영실이 1개 운영 중입니다. 
리모델링 예정인데 수술장에 준하여 비제한, 준제한,
제한 구역으로 나눠서 공간을 만들고 공사를 해야 하
나요? 
양압 및 헤파필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
다.

[답변]
혈관조영실 시설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
드라인 형태로 구축 할 예정이나 현재 국내 정해진 법
적기준이나 권장기준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영상의학적 중재실 시설 및 설비
에 관한 2014년 FGI guideline의 건축설비 기준과 ‘수
술장과 같은 환경으로 한다’라는 APIC지침에서 제시
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P337
19. 혈관조영실과 영상의학 중재실
가) 영상의학적 중재실 시설 및 설비
영상의학적 중재실이 점차 수술에 준하는 시술이 많아
지면서 감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전의 진

단적 영상의학 검사실이 아닌 수술실에 준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제안되고 있다. 공간이 가능하다면
환자와 의료진의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며,
오염과 청결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청결한 시
술과 오염 시술이 이루어지는 방은 구분하는 것이 좋
다.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혈관조영술, 뇌혈관 중재술과 같
이 멸균 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37m2(400 squere
feet)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혈관 내 스탠트 삽입의 경우
55m2(600 squere feet)를 요구하기도 한다.
전선케이블을 포함하여 바닥과 벽, 천정과 같은 시술
실 내부 표면은 먼지가 달라붙거나 쌓이지 않는 소재
를 사용하며 쉽게 닦고 소독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이음새가 없어야 한다.
시술실은 양압이 유지되고, 시간당 공기교환은 20~35
회로 필터를 거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실내 온도
20~25℃, 상대습도 20~60%를 유지하도록한다.
외과적 손위생 설비는 제한 구역 입구에 위치하며, 비
제한 반제한 구역의 통행이 많은 장소를 피하여 설치
되는 것이 좋으먀 자동 또는 팔꿈치 등으로 조절하는
수도꼭지와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싱크대는
충분히 깊고 넓어야 물이 튀지 않고 손과 팔을 세척할
수 있다.
시술실에 인접하여 포타블 장비, 멸균 물품, 청결한 린
넨을 위한 청결 물품 보관실이 있고, 시술 환자 대기 구
역이 있어야 한다. 마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취준비
구역과 회복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시술실과 떨어진
구역에 오염된 기구와 세탁물, 폐기물을 보관할 구역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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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400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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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2 FGI guideline(2014)에서의 건축설비 기준
최소외부 공기순환횟수 최소 총공기순환횟수차 압 내부 공기재순환 상대습도 온 도

X-ray(surgery/criticalcare and catheterization) 양 압 3 15 불 가 60% 이하 21~24℃

●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에 대한 문의
의료관련 표준예방지침에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중 <4.2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에서
4.2.3.4 혈관에 연결된 주사기구의 주사 포트, 카테터
허브 및 바늘이 없는 주사 커넥터(needleless con-
nector)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전 후 포트를 알코올
또는 클로로헥시딘/알코올, 포비돈 소독제로 충분한
시간동안(3~15초) 철저히 소독하고, 주입전에 충분히
건조시킨다. 라는 항목 있습니다.
주사기구의 주사 포트. 바늘이 없는 주사 커넥터
(needleless connector) 막힌 부분으로 철저히 소독
후 사용하면 되는데요. 카테터 허브 중 3-way에 주입
시 마개로 열고 닫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마개를 열고
연결 부위를 소독하고 주입 후 다시 소독하고 마개를
닫습니다. 
감염관리 차원에서 마개 소독기준 또는 분리가 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
립니다.

[답변]
여러 논문에서 바늘이 없는 주사 커넥터(needleless
connector) 사용이 혈류감염 감소에 효과적이였다고
발표하고 있고 2011년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직원안전을 위해 바늘이 없는 주사 커넥터(needleless
connector) 사용은 Category IC 로 권장하고 있습니
다.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의 사용이 감염관리 차원에서 효
과적이지만 반드시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은 없으며, 3-way의 사용 시 알코올솜을 이용하여 마
개를 열고 알콜솜 위에 두었다가 사용하는데 오염이
되었거나 혈액이 많이 묻은 경우 마개를 교체하긴 하
나 마개를 소독하는 기준은 현재 별도 제시된 것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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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633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2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특수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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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s,2011
Needleless Intravascular Catheter Systems
1. Change the needleless components at least as frequently as the administration set. There is no benefit

to changing these more frequently than every 72 hours. [39, 187–193]. Category II 
2. Change needleless connectors no more frequently than every 72 hours or according to manufacturers’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infection rates *187, 189, 192, 193]. Category II 
3. Ensure that all components of the system are compatible to minimize leaks and breaks in the system

[194]. Category II 
4. Minimize contamination risk by scrubbing the access port with an appropriate antiseptic (chlorhexi-

dine, povidone iodine, an iodophor, or 70% alcohol) and accessing the port only with sterile devices
[189, 192, 194–196]. Category IA 

5. Use a needleless system to access IV tubing. Category IC 
6. When needleless systems are used, a split septum valve may be preferred over some mechanical valves

due to increased risk of infection with the mechanical valves [197–200]. Category II 
Attempts to reduce the incidence of sharps injuries and the resultant risk for transmission of blood-
borne infections to healthcare personnel have led to the introduction and mandating of needleless
infusion systems. There are several types of needleless connectors on the market.
The first type of needleless system connectors consisted of a split septum connector, which is accessed
with a blunt cannula instead of a needle (external cannulae activated split septums).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space in the connector to accommodate the cannula, when the cannula is removed it may re-
sult in the creation of negative pressure which may cause blood to be aspirated into the distal lumen,
possibly increasing the risk of catheter occlusion or thrombosis. A luer-activated device, which incorpo-
rates a valve preventing the outflow of fluid through the connector, was designed to eliminate this prob-
lem. Some luer devices require a cap to be attached to the valve when not in use, which can be difficult
to maintain aseptically, and therefore they may be prone to contamination. 
Another type of second-generation needleless system addressed the

● PCA 약물 refill관련 (PCA bag 재사용)
대부분의 병원에서 동일한 환자에 한해 PCA bag을 소
진 후 refill 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PCA bag으로 사용하면 좋겠으나 비용적
인 부분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PCA bag re-
fill에 관해 감염 우려 차원에서 refill 사용을 지양한다
는 근거가 있을까요? 원내에서 PCA 리필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답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감염의 위험이 충분히 있어 리
필보다는 교체가 합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PCA 관리와 관련한 지침은 없습니
다. 
따라서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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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99               개인         호흡기내과   간호팀 감염관리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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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culture에 관한 문의
저희 병원에서 얼마 전 수술 환자에게 가지고 있던 배
액관을 제거하면서 tip culture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표준예방지침, 감염관리학, 의료기
관의 감염관리에서 나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
하였습니다. 
tip culture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혈관 내 유치하는 catheter의 경우에도, catheter re-
lated infection이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routine
catheter tip culture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A-
II). culture 시행 시 contamination 등의 가능성이
크고, 임상적인 correlation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 2009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09; 49:1–-45
수술 환자의 drain catheter의 tip culture도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상태에서 routine 하게 시행하는 것은
culture 과정에서의 contamination 가능성이 있고,
동정된 결과에 대해서 임상적 correlation이 되지 않
을 경우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
으며, tip culture 결과가 surgical site infection과 언
제나 correlation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은 발표된 논
문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Drain Tip Culture is Not Prognostic for Surgical
Site Infection in Spinal Surgery Under Prophylac-
tic Use of Antibiotics.Yamada T et al. Spine (Phila
Pa 1976). (2016)

Drain tip cultures do not predict infections in pri-
mary total knee arthroplasty. Clin Ter. 2015;166
(3):e153-7. doi: 10.7417/CT.2015.1846.
Is Drain Tip Culture Prognostic of Surgical Site
Infection? Results of 1380 Drain Tip Cultures in
Total Hip Arthroplasty. J Arthroplasty. 2015 Aug;
30(8):1407-9. doi: 10.1016/j.arth.2015.02.038. Epub
2015 Feb 28.
Drain Tip Culture is Not Prognostic for Surgical
Site Infection in Spinal Surgery Under Prophylac-
tic Use of Antibiotics. SPINE Volume 41, Number
14, pp 1179–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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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96                                       내과         전략추진본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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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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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습기는 교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며,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건조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멸균증류수를 이용하여야 하
며, 가습기 소독 대신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 및 관련
단체, 학회 등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감염관리 전문가
와 상의하여 기관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대학병원급 기관에서는 원내 가습기는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문헌] 인증원

● 습도유지를 위한 가습기 사용
중앙공급실 양압관리 및 온습도 관리 문의 드립니다.
중앙공급실은 규정에 따라 양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온
도도 20~25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압공사를 하면서 같이 습도 유지장치
를 설치하지 않아 규정에 있는 습도 30-60%를 유지하
지 못하고 20-25% 습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공급실 습도 조절을 위해 중앙공급실에 가습
기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병상 수
        174                                       내과         감염관리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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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바 른 세 척 과 소 독
• • • • • • • •

[답변]
격리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
기물입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전염성 질환이지만 일상생활
을 통한 전파 위험이 거의 없고, 격리된 환자가 아니기
에 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는 않
습니다. 사용된 주사바늘과 주사기 폐기물은 손상성
폐기물로 분류하여도 될 것이나, 환자에서 발생된 의
료폐기물이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관련된 더 자
세한 사항은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참고문헌] 한국폐기물공제조합

● 폐기물분류
격리의료폐기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원 입원 환자중 B형간형, C형간염 보균자들이 종종
입원하고 외래에서 내원치료 받습니다. 
이럴 때 격리는 하지 않지만 혈액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사용한 바늘, 주사기 같은 것을 격리의
료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손상성으로 버리기에는 왠지 감염성질환 세균을
일반폐기물에 버리는 느낌이 들고..... 어렵습니다....

병상 수
        137         재단법인/한방    소아청소년과    QI팀 감염전담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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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종류medical waste of kinds
◎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

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

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

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

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

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
기물로 본다.

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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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해 주신 현안에 대하여 많은 의료기관에서 보건복
지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명백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
태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현 고시에 따르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는 고
시에 제시한 외국 인증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
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
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락스인 유한락스의 경우 고시에서 제시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중간, 낮은 소독제로 사용이 가
능하지만, 허가받은 용도가 ‘식품의 살균 소독’이므로
고시의 문구대로 라면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료기관에서 중간 이하의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
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을 대비하여,

가능하시다면 제2의 소독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주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 2018년도 소독지침
다른게 아니라 올해부터 락스 소독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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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멸  균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  상

노출 시간

종류 
및 

방법

일부 준위험기구 및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에탄올 또는이소프로판올(70-90%)

글루타르알데히드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이소프로판올 등)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0.2% 과초산(50-56℃에서 12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활성 유리염소가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3-8시간)
- - -

각 방법 마다 (     )안에 표시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공기(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3-30분)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시행 2017.6.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2017.6.22., 개정]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

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② 내시경 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
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
이 필요하다.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
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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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용부서에서 멸균 물품 보관의 원칙은 포장이 손상되
지 않도록 오염공간과 구별되고 습기나 먼지에 노출되
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물품이 병원으로 배송되는 과정에 포장된 겉박스의 표
면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묻게 됩니다. 따라서 병
원 내 멸균물품을 보관하는 청결한 장소에는 겉박스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물품보관 관련
물품을 보관할 때에 문이 달린 장에 보관해야 하고 박
스채로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투석
실에 투석액 같은 경우는 매우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
으므로 보관창고에 박스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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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원의 경우는 상하수도법에 따라 병원의 오·폐수 처
리 과정을 별도로 하게 되어있고 ,소독제나 시약 등은
폐수처리과정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액체 타입이
라면 이곳으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젤 타입의
경우 의료폐기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보기에는 화학제제로 보일 수 있어 일
부 병원은 의료폐기물에 버리기도 하고 의료용이 아닌
다른 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귀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
다. 

● 손소독제 사용 후 폐기
감염관리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간호사입니다. 
가끔 손소독제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안에 내용물을 어떻
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올립니다. 
지금은 페이퍼 타올에 손소독제젤을 다 부어서 알콜이
날아가게 하여 건조시킨 후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
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병상 수
        292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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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종합병원

지방공사/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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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세・척・과・소・독 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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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술실 입구 소독제 발판에 대한 권고 사항은 없습니
다. 
이야기 하신 대로 CDC 와 국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는 수술장이나 시술장 입구에 tacky mat을 두는 것이
surgical site infection이나 다른 microorganism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
다.

● 소독제 발판 설치 관련
감염관리실 초보자입니다. 원내에서 시술실 입구 바닥
에 소독제 발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한 evidence가 있는지, 권고된다면 어떤 소독
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의
료 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서에는 sticky mat가 권고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어서요)

병상 수
        125         개인/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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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감염환자가 사용한 기구이든 일반 환자가 사용한 기

구이든,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인 가능한 기구를 소
독과 멸균 처리를 할 때의 기준은 해당 기구가 고위
험, 준위험, 비위험 기구 중 어디에 해당 하는가 입니
다. 

    다만, 재처리를 위해 중앙공급실로 내리기 전에 주
변 환경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기구의 수준에 맞게 멸균이나
소독을 제대로 완료하기만 한다면, 사전 소독으로
쓰이는 소독제에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VRE 환자에게 사용된 ‘재사용 가능 고위
험 기구’는 다음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기 전 반드시
멸균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사전 소독은 말 그대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지 마지막 단계의 소독과 멸균 과정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소독제 사용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능하
면 Target으로 하는 균주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제
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arget으로 하는 균주의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하시
고 귀원에서 사용을 원하시는 소독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독제인지 확인하시어 사용을 결
정하시면 됩니다.

● 소독제 사용 관련
첫 번째, 감염환자(결핵과 다제내성 포함한 법정전염
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사용한 기구(set, 기구,
ambu 등)를 침적 후 세척하여 멸균(증기 또는 E.O)하
여 재사용할 때 침적 용액을 하이크린(차아염소산전해
수, 유효염소농도 약 60ppm 추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본원에선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류는
Cidex OPA(내시경실), 4% 락스, 과산화수소, 베타딘,
알코올, 그리고 하이크린 정도가 다인데 여기서 다른
제품을 추가하여 사용하기가 여간 곤란한게 아니라서
요. 
두 번째 고민은, 물리치료실에서 환경소독제로 알코올
을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고 있던데, 물론 매일 해야 하
는 환경소독이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
고, 환자 간 손위생 및 기구 소독도 역시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원내 환자와 직원들 사이에 독감이 유
행하고 있는데 감염관리실에서 교육을 해도 얼마나 인
지하고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동, 통증, 작업치료실 등) 치료사들이 사용하고 있
는 소독제와 소독 방법인 알코올 분무는 괜찮은 건지
요?

병상 수
        292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4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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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제품에 대한 언급은 제한이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알코올은 70~90% 농도라면 낮은~중간수준 정도의
소독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구를 침적하
였을 때의 기준이지 분무하였을 때의 기준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알코올은 넓은 면적의 소독에 적합하지 않음
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가습기 소독제 사태 이후, 소독제를 분무하
는 것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감염관리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
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소독제를 다른 용기에 분주
하는 것 자체가 감염관리 지침의 위반이며, 분주한
소독제를 얼마나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소독제가 묻어 있는 소독 티슈를 많이 사
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를 희석하고 그것을 직물
류에 묻혀 닦는 것과 와입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분석, 직원들의 편의성을 분석하시어 업
무에 적용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물론 제품에 대
한 기본 분석과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이알의 뚜껑 속 고무마개나 수액의 뚜껑 고무마개는
멸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뚜껑 속
고무마개가 멸균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 모든
바이알이나 수액 뚜껑의 고무마개는 반드시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수액제제의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뚜껑
을 소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외제약 홈페이지
http://www.jw-lifescience.co.kr/lifescience/ko
/product/product_view.jsp

● 주사제 투여시 주입구 소독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라고 하면서 '감
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라고 붙임 문서로 공문
이 왔는데 그 내용이 의료 관련 감염 표준예방 지침이
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교육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 요약>
1. 손위생 및 무균술 준수
2. 일회용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하고, 사용 직전

에 포장 제거
3. 수액백/수액병과 수액주입세트는 한 환자에게만 사

용
4. 다회용량 바이알 사용 전 고무마개를 매번 소독하

고,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
5. 투여 직전에 약물을 준비하고, 준비된 약물은 가능

한 빨리 투여 (늦어도 1시간 이내)
6. 주사 포트, 카테터 허브, needleless connector는

사용 전후에 알코올 솜으로 5초간 철저히 소독하고,
주입 전에 충분히 건조시킴

[4.2.3.3 앰플과 바이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
을 뽑아낼 때 앰플의 절단될 부위와 바이알의 고무마
개를 알코올로 소독한 후 주삿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뽑아낸다]라고 되어있고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바이알의 고무 마개와 수액제의 고무마개는 다른
가요? Iv set를 연결하기 전에 비닐을 떼어내고 알코올
로 닦고 있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은 멸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코올로 닦는 것이 오히려 오염이 될 가능성

이 있어 닦지 않고 바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간호학회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
렇다면 바이알의 고무마개는 멸균 처리되어 나오는 것
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병상 수
        120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3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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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용기) 사용방법
Techflex® 사용방법

<매직이나 볼펜 등으로 Bag위에 직접 환자의 성명 및 약물명 등을
기입해도 좋습니다.>

겉포장(overwrap)을 제거하십시오. 별도의 첨가약제 투여시는
medication port에 주입하십시오.

Infusion port위의 tamper proof scal을
제가한 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십시오.

Infusion port에 수액 세트를 돌려가며
삽입하십시오.

[답변]
병원 사정에 따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자불소독하는 병원
       - 적절한 소독제에 침적하여 사용하는 병원
       - 자불소독기 or 소독제 침적이 “소독/건조/보관”

등의 공간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워 멸균을 의뢰
하는 병원

아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013)에서 배포한 산
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신생아 수유 물품
에 대한 관리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13
3. 수유물품
1) 사용한 수유물품은 세척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소

독한다. 흔히 사용하는 소독방법은 자불소독이다.
2) 자불소독 방법은 「6.3 소독방법별 주의사항내 자불

소독」을 참조한다.
1. 자불소독
1) 사용한 물품은 큰 물통에 담고 물에 완전히 잠기도

록 한다.
2) 물통의 물이 끓은 후 5분간 더 끓인다.
3) 소독이 완료되면 소독된 집게로 물품을 건져낸다.
4) 소독된 물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보관함에 보

관한다.

● 신생아실 젖병소독기
병원의 생아실(중환자실은 없음) 젖병 소독기를 구매
하려 하는데 열탕 소독기를 구매해야 하는지요. 명확
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인근 상급병원에 문의해보니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어
서 3000만원 대의 열탕 소독기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
다. 
저희는 중환아가 없는 일반 신생아실에서 젖병 소독기
를 사용해야 하는데 열탕 소독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요.

병상 수
        420            지방공사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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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용부서의 취합 장소로 볼 때 무리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  
2) 멸균제품은 사용 전까지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뚜껑이 있는 스테인렌스재질인 경우라도 사용 전

멸균상태 유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독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밀봉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 수거 전 의료폐기물 박스보관과 드레싱세트 소독방법
1) 부서에서 사용 후 포장완료한 상태의 의료폐기물 상

자를 취합 장소로 보내기 전 임시 보관하는 장소를
린넨 수거실과 같이 사용해도 될지 문의합니다. 현
재 린넨 수거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 매우 큰 공간이
어서 린넨 수거파트와 의료폐기물이 섞일 위험은 없
고, 필요하다면 자바라 설치 등으로 구획 구분은 가
능한 상황입니다. 

2) 스테인리스 재질의 드레싱세트를 사용 중입니다. :
소독포로 포장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뚜껑을
덮어서 그 상태로 멸균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뚜껑을 덮은 상태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독포로 포장
을 한 상태로 스팀 멸균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병상 수

        125         개인/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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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격리 의료폐기물에 관한 비슷한 환경부 문의 답변 자
료에 의하면 
격리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규
정에 의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1호에 따른 감염병으
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하며, 그 외
의 격리 환자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고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격리의료폐기물의 범위
격리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감염병 환자의 의료행위 간
에 나온 의료폐기물을 말한다고 법령에서 확인했는데
격리병실에서 일반생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환자의
타액, 땀, 분비물 등이 닿았을 수 있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도 될지 궁금 해서요. 
비말 공기매개전파 감염병 환자의 생활 쓰레기는 격리
의료폐기물 통이 아닌 일반의료폐기물로 버려야 할지,
촉주의 감염병은 환자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격리 의
료폐기물에 해당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료폐기물이 아
니라고 보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
다. 
제 생각에는 타액, 기침 등으로 감염원에는 노출이 된
쓰레기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병상 수
        120           군 의료기관           내과        수술중앙공급과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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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9392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의료폐기물의 종류medical waste of kinds
◎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

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

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

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

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

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
기물로 본다.

[답변]
유효기간은 물품을 사용하기에 안전한 기간을 의미하
며 포장재료(종류, 이중포장 등), 물품 보관상태(보관
장소의 습도, 온도, 출입제한 등), 물품 취급상태 및 운
반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결
정하는 정책과 과정은 각 의료기관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린넨 포장 후 증기멸균을 적용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일반 의료기구와 수술용 기구의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E.O. gas 멸균을 적용하더
라도 멸균 pouch로 포장할 때와 부직포로 포장할 때
의 유효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시되, 관
련 참고 문헌은 CDC, AORN 등의 국외 전문기관의 자
료나 중앙공급실 간호사회 자료, 관련 연구 논문자료
를 검토하시어 규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병원의 현황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 멸균물품 유효기간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공급실에서 의료기구 등을
린넨으로 이중으로 포장하고 스팀멸균을 시행하였을
때 유효기간을 한 달로 잡고 있더라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구 등은 2주로 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멸균을 돌리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근거를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요?

병상 수
        120                                       내과         감염관리실         5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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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9594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문의 주신 의료폐기물분류와 관련한 내용과 비슷한 질
문이 환경부 민원에 있어 발췌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은 “폐백신, 폐항암
제, 폐화학치료제”를 말합니다. 상기 의약품 이외의 의
약품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
약품”)에 해당되며,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합니다. 참고로, 폐화학치료제는 아래와 같은 성
분을 포함한 약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항생물질) 페니실린G, 테라마이신, 클로로마이세

틴, 에리스로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폴리믹신, 암포테리신
B, 니스타틴, 미토마이신C, 블레오마이신

● (반합성유도체) 암피실린계, 카르베니실린계, 세팔
로틴, 세포티암, 세폭시틴, 세포탁심, 세트텍족심, 리
팜피신

● (화학합성품) 술파메톡사촐, ST합체, 트리메토프림,
에탐부톨, 파라아미노살리, 실산, 이소니아지드, 피
페라진, 니리다졸, 클로로퀸, 에메틴, 알킬화제, 메리
캅토푸린, 플루오로우라실

기타 폐기물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로 질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항생제 수액 폐기 방법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화학폐기물
중 화학치료제에 해당하는 항생제(세파 계열)를 수액
(N/S100)에 mix 해서 사용할 경우 사용한 수액 팩 폐
기를 생물화학 폐기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상 수
        120               개인               없음             간호부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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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동선 구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 → 포장 → 멸균 → 보관 → 불출의 동선이 가

능하면 뒤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2. 멸균품의 보관장소는 물리적 공간이 구별되면 좋지

만 정 안되면 보관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
선을 잘 고려하셔서 멸균 후 보관하고 여기에서 외
부로 분출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관장이 있어도 습도 등의 환경을 고려하
시기 바랍니다. 도면 형태라면 세척실 안의 보관장
은 습도가 있을 수 있고 포장과 멸균하기 위해 나왔
던 동선을 다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3. 소독포의 보관장소는 포장공간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도면상으로 가운데 공급실이 넓어 보이는
데, 포장대 근처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로 사용할 것만 보관하시고 더 많은 양은 창고를 활
용하셔야 합니다. 모든 포장재가 들어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4. 수술실 내부에 수술 관련 멸균품을 보관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재질이 천이거나 혹은 물
건이 많으면 내부에서 먼지 발생이나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수술장 안에는 물건보관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물품보관 (공급실)
본원은 인증에 맞춰 지어진 구조가 아니라서 기존 장
소를 활용하여 사용 중입니다. 공급실은 있으나 현재
멸균 물품 보관 창고가 따로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실 내부에 유리문으로 구역 구분하여 세척실이 있
으며 벽으로 구역 구분하여 소독실이 있습니다. 
질의 1.
멸균물품 보관실이 없는 상태로 공급실 벽면 보관장에
멸균 물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혹은 수술
이 이루어지는 수술실 내부의 유리문이 있는 보관장에
보관하는 것은 어떤가요. 수술실 내부 유리문 보관장
에는 수술 중 사용하는 기구, 수술표 패키지 등을 보관
중입니다. 
질의 2.
세척 후 포장구역에서 포장중입니다. 소독포를 포장
구역안에 있는 장에 보관하기 부족하여 세척실 내부에
있는 보관장에 보관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혹은
유리문 안에 세척실에서 포장해도 되는건가요?

병상 수
         80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7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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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척추재활전문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9796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1) 수술시 사용하는 물건으로 제한구역 내에 두어도 되

며, 청결한 공간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낮은 수준 이상의 소독제를 사용하시면 되며, 반드

시 통을 침적할 필요는 없으나, 유기물이 묻어 있는
경우 적절한 세척과정을 거쳐 소독해야 합니다.

    (예. 오염물품통 : 수거 하는 통의 경우 환자의 체액
이 다량 묻어 있게 되므로, 세척 과정에서 침적을 할
수밖에 없음.)

● 의료기구 세척 및 기기보관
1. 수술실에서 드릴 사용 시 쓰는 질소통과 씨암 볼 때

입는 프로텍터를 제한구역 내에 두어도 되는지요?
두어도 된다면 질소통과 프로텍터를 같은 공간에 두
면서 수술실 복도 끝에 보관하려면 가리개를 해놔야
하는지요?

2. 중앙공급실에서 모든 의료기구를 세척하려고 합니
다. 사용 후 공급실로 갖고 가는 오염물통과, 청결물
품 타올 때 쓰는 청결물품 통을 소독할 때 4급 암모
늄 화합물 5세대의 고수준 소독제에 침적시키지 않
고 닦아서만 사용해도 되는지요?

병상 수
        180           지방공사           내과         감염관리실       8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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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염관리지침에서는 현행 투석관리지침에서는 투석
용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투석액은 하루 일과가 끝나
면 버리거나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만 사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투석액이 10L에서  5L, 5.5L, 6L
등으로 다양화되었다고 합니다.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투석용수 사용
투석용수를 수액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환자마다 일회
성으로 사용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대용량 제품을
1.5명 정도로 연이어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했더니 심평원에서는 일회용이 아
닌 다회용량으로 환자에게 사용한 만큼만 청구해서 사
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일회용을 써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냐는 코멘트를 받아서 어떤게 환자를 위하는
것인지 자문 드립니다. 
투석용수는 수액의 잣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
금합니다.

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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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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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Nebulizer kit는 동일 환자 사용 시에도 매 사용시마
다 세척,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인 제한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내 소독과 멸균 고시에 따라 관리하셔야 함이 맞습
니다. 
원내 사정을 고려하시어 기관 내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네뷸라이저 키트 관리
네뷸라이저 키트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침에 따
르면 호흡기계 치료용 기구나 물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네뷸라이저 키트는 매 사용 후 높은 수준의 소독 후 세
척 건조하도록 나와있는데, 하루에 4회 처방이 되는 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매회 사용 후 높은 수준의 소
독을 해야 하는지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너무 어렵습
니다. 타 의료기관은 하루에 한번 수거하여 환자별로
라벨링 후 eo 멸균을 시행하기도 하고 매회 사용 후에
는 알콜솜으로 닦아 지퍼백에 보관하며 입원기간동안
1개만 청구가 가능하여 여러 개 입력도 어렵고 정말 네
뷸라이저 키트관리에 대해 너무나 고민됩니다. 지침을
현실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병상 수
        420           지방공사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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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환경소독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락스를 환경소독제로 사용하
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락스가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4급 암모늄계열의 환경소
독제를 사용하시거나 락스를 사용하신다면 희석비율
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최근에는 소독제가 묻어 있는 소독티슈를 많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를 희석하고 그것을 직
물류에 묻혀 닦는 것과 와입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분석, 직원들의 편의성을 분석하시어 업무
에 적용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물론 제품에 대한 기
본 분석과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것은 필
수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기구세정제
일반적으로 중성세제와 효소세정제를 사용합니다. 퐁
퐁은 중성세제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며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세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
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효소세정제를 사용하는 추
세입니다. 
귀원에서 사용을 원하시는 소독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독제인지 확인하시어 사용을 결정하시면 됩
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언급은 제한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
립니다.

● 환경소독제 선택
1. 환경 소독제로 락스와 계면활성제 (퐁퐁) 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2. 기구세척 시에는 cidezyme 효소분해제에 기구류

를 침적하였다가, 세척기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환경표면소독제로 유클린과 같은 티슈형 제품도 사
용합니다.

문제는 기구 소독제 / 환경 소독제, 피부소독제, 표면
소독제 등을 선택할 때 어떤 제품들이 시판되는지 정
보가 적어서 다양한 선택의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나 제품명을 공지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 생
각되지만, 의료기관표준감염관리지침에도 아무리 봐
도 어떤 제품을 쓰라는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쉽게
파악이 안되더라구요.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
요?

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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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주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멸  균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  상

노출 시간

종류 
및 

방법

일부 준위험기구 및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에탄올 또는이소프로판올(70-90%)

글루타르알데히드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이소프로판올 등)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0.2% 과초산(50-56℃에서 12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활성 유리염소가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3-8시간)
- - -

각 방법 마다 (     )안에 표시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공기(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3-30분)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17.6.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호, 2017.6.22., 개정]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내시경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

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

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
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
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첨부1.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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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소독제 종류별 특성(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부록 1.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1) 작용기전

               ■ 세포막의 지질막, DNA, 기타 세포의 필수 성분들을 파괴하는 하이드록실 자유기(hydroxyl-free
radicals)를 생산하여 소독력을 발휘한다.

               ■ 과산화수소 용액은 불안전하므로 안식향산(benzonic aicd)이나 다른 안정제(stabilizer)를 첨가하
여 사용한다.(6% srabilized hydrogen peroxide).

    2) 살균범위
               ■ 세균, 바이러스, 진균, 결핵균 및 세균의 아포에 모두 유효하다.
               ■ 6-25% 농도에서는 화학적 멸균제로 사용 가능하다.
               ■ 과산화수소와 과초산을 혼합하면 세균의 아포에 대한 살균력이 증가한다.
    3)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차광용기에 들어 있으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이다.
               ■ 멸균제로 사용하 경우는 최소기준(6.0 -7.5%)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에 사용할 경우 탈색과 같은 외형적 변화나 기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 3%농도로 상품화되어 있는 것은 환경 소독제로 사용시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피부 소독제로 사용

될 경우는 소독보다는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 물품의 소독과 멸균에는 6% 이상의 농도로 사용된다.
               ■ 3-6%의 농도는 콘택트렌즈, tonomoeter biprisms, 환기기, 내시경 및 직물의 소독에 사용괸다
               ■ 사용후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각막손상, 위막성 졀장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가스플라즈마 형태로 멸균기에 사용되거나 증기(vapor)나 분무(mist)형태로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

된다. 전용기계 내에서 의료기구의 멸균제제로 사용되거나 오염/격리공간의 terminal cleaning 목
적으로 사용된다. 환경 소독에 사용될 경우는 자연분해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된다. 소독 후 정화 장치
가 함께 사용된다.

    2. 과초산(Peracetic acid)
          1) 작용기전
                      ■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일반적인 산화제의 기전과 비슷하게 단백질, 효소

및 기타 대사산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모든 종류의 미생물에 빠르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 최종 분해산물이 초산, 물, 산소, 과산화수소처럼 무해한 물질이며, 유기물 제거 능력이 좋고 잔재물
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2) 살균범위
               ■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 곰팡이, 효모 등을 100ppm 미만의 농도에서 5분 이내에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 유기물이 있으면 200-500ppm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세균의 아포를 불활성화시키키 위해서는 500-10,000ppm에서 15초-30분간 적용해야 한다.
          
    3) 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미국에서는 수술기구, 치과기구, 내시경기그의 화학 멸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50℃에서 35%과초산을 여과된 물에 0.2%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3. 과초산과 과산화수소화합물(Peracetic acid and hydrogen peroxide)
          ■ 두개의 물질이 상승작용으로 살균력이 상승된다.
          ■ 혈약투석기계의 소독제나 내시경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다.
          ■ 0.08% peracetic acid + 1.0% hydrogen peroxide의 구성으로 대부분의 내시경 기구에 사용되었

으나 내시경 자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최근에는 0.23% peracetic acid + 7.23%
hydrogen peroxide의 비율로 미국 FDA의 인증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 Perasafe®, Perascope®, Acecide®, 스코테린® 등이 이 분류에 해댱된다.
          ■ 멸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허가된 온도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글루탈알데히드(Glutaraldehyde)
    1) 작용기전
          ■ 원래 글루탈알데히드는 산성 용액으로 소독 효과가 매우 적지만 염기를 첨가하여 ph를 7.5-8.5로 높

이면 활성화되어, 미생물의 설파드릴, 하이드록실, 카복실과 아미노 그룹을 알킬화하여 RNA, DNA
와 단백질 합성을 변형시켜 미생물을 무력화한다.

     2) 살균범의
          ■ 결핵균을 포함한 모든 그람양성균과 구람움성규느 진규느 바이러스(HBV, HIV포함)에 대한 살균능

력이 있다.
          ■ 실험실 환경에서 영양형 박테리아는 2분 이내에 결핵균과 진균, 바이러서는 10분 이네에 멸균되고,

간균 속(Bacillus spp.), 클로스트리디윰(clostridium sp.) 균주는 3시간에 멸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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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시티리디움 디피실(C. diffidile) 아포는 20분 이내에 사멸된다.
    3) 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내시경류, 트렌스듀서, 마취 및 호흡치료기구, 투석기구 등에 주로 사용된다.
          ■ 미국 FDA에서는 희석하지 않은 2.4 -3.4% 이상의 글루탈알데히드, 글루탈알데히드와 페놀화합물

의 경우는 최소 농도를 1.12% 이상과 1.93%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인증하고 있다.
          ■ 한 번 활성화시킨 용액은 밀봉이 잘 된 상태에서 14-28일간 유효하다.. 살균 효과는 보관 기간 뿐만

아니라 첨가액의 배합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한다.
          ■ 높은 수준의 소독 효과를 내려면 최소 1.0 -1.5%의 농도를 유지한다.
          ■ 소독 효과의 지속성은 검사 스트립(test strip)으로 확인한다.
          • Test strip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지침대로 사용한다.
          • 활성화시킨 소독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test strip의 결과가 문제 없더라도 폐기한ㄷ.
          ■ 결핵균을 사멸하려면 실온에서는 2% 농도로 최소한 20분 이상 침적시켜야 한다. 그러나 20분의 기

준은 소독 전에 세척을 완벽하게 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오염정도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금속 표면을 부식키시지 않고, 렌즈 장착 기구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등의 소독에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독성이 강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비위험 환경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 비출혈, 알레르기성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사용한다.
          ■ 내시경에 남아 있는 소독제로 인한 대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꼼꼼한 세척이 필수적이

다.
          ■ 사용장소와 사용자에 대한 안전지침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 국내에는 이러한 사용기준이 없으나 미

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 작업장 환경에서 글루탈알데히드의 노출을 모니터한다. 모니터링 방법에 다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

고노출한계(ceiling limit)가 글루탈알데하이드가 0.05ppm보다 높으면 작업장을 재평가 해야 한
다.

          ■ 작업장 내에 배기후드가 필요하며 시간당 7-15회의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서 소독제 중기를 배출시
켜야 한다.

          ■ 용액은 완전히 밀폐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작업자는 런연라텍스 장갑 대신에 두꺼운 Nitril 장갑
이나 butyl ruber 장갑을 끼고 고글을 착용한다.

          ■ 사용상의 안전 등의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용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5. 4급암모늄제제(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1) 작용기전
         4개의 알킬 그룹에 직접 연결된 질소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와 구성이 다양하다.
          ■ 효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계면활성 소독제 중 양이온 소독제이다.
          ■ 에너지 생성효소의 무효화, 필수적인 세포 단백질의 변형, 세포막의 파괴 등으로 소독작용을 한다.
    2) 살균범위
          ■ 세균, 지방 친화성 바이러스, 곰팡이에 유효하다.
          ■ 아포에 대한 살균력은 없다. 결핵균에 대한 살균력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
          ■ 진균에 대한 소독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3)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세척제로는 우수하지만 면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 흡수되어 살균력이 저하된다.
          ■ CDC 에서는 피부소독제로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 의료 환경의 바닥이나 가구,벽 등의 청소용 환경 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환경 소독용 wipe

에 폭넓게 사용된다.
          ■ C. difficile, Rota virus, Norovirus에 대한 소독력이 약하므로 유행 발생 시에는 다른 소독제로 대

체한다.
          ■ 유기물이 존재할 때는 살균력이 저하되므로 환자의 배설물 등의 소독에는 부적합하다.
          ■ 3세대 이상의 제품들은 기존 제품의 단점이 개선되고 소독력이 향상 되었으므로 고려하려 선택 사용

한다.
          • 1세대 : Benzalkonium chlorides. 방부제 정도의 낮은 소독력
          • 2세대 : Benzalkonium chlorides보다 소독력이 증가됨.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 3세대 : 기존제품에 대해 소독력과 세척력이 증가됨. 사용자의 안정성이 증가됨. “Dual Quats”제

품들로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와 Alkyl dimethyl ethylbenzyl ammo-
nium chloride가 혼합됨

          • 4세대 : 경수와 단백질 존재에 덜 민감해지고, 기존 제품의 문제였던 거품이 감소되고 소독력이 증
가됨. “Twin or Dual Chain Quats”-dialkylmethyl amines(example:dodecyl dimethyl am-
monium chloride or dioct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 5세대:4세대와 2세대를 결합함으로써 소독력과 안정성이 더욱 증가됨(example:dodecyl di-
methyl ammonium chloride+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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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코올(Alcohol)
    1) 작용기전
          ■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한다.
          ■ 단백질은 물이 존재하면 더 빨리 변성되므로 수분이 제거된 순수 에틸 알코올이 물과 혼합된 용액보

다 살균력이 낮다.
    2) 살균범위
          ■ 메틸 알코올은 살균작용이 약해 소독제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60~80%의 에틸 알코올은 10초에서 1

시간이면 대부분의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
          ■ 세균뿐만 아니라 결핵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력이 신속하나 아포에 대한 살균력은 없다.
          ■ 50%이하로 되면 살균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60~90%에서 가장 효곽가 높다.
    3)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단백질로 오엽된 의료기구를 통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포를 살균할 수 없으므로 높은 수준의 소

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
          ■ 일반적으로 주사 전 피부 소독, 손 소독에 사용한다.
          ■ 인체의 점막 및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의 소독에 흔히 사용한다.
          ■ 인화성 물질이므로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 증발이 쉽게 되므로 침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접촉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7. 양성 계면활성제
    1)작용기전
          ■ 동일 분자 내 양이온과 음이온에 하전할 수 있는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다. Mono lauryl di(amino

ethyl)-glycine HCL & di(alkly aminoethyl)-glycine HCL을 주성분으로 하는 계면활성제로 음이
온을 띠고 있는 세포벽에 양이온이 작용하여 세포벽의 물질 투과를 방해하고,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살균작용을 한다.

          ■ 가작 대표적인 화합물은 Dodecyl diamino ethyl glycine이며 Tego제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2)살균범위
          ■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에 대한 살균력은 우수하나 곰팡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 친수성 바이러스, 폴리오바리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3)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주로 병원서 세균에 오염된 기구의 오염 제거나 환경 표면의 소독,피부 소독에 사용된다.
          ■ 1%, 10%로 공급된다.
          ■ 기구의 오염 제거나 환경 소독을 위해 0.05~0.2%로 희석하여 사용하지만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력

이 저하된다.
          ■ 결핵균은 0.2% 이상의 농도에만 효과적이다.
8. 염소와 염소화합물(Chlorine and Chlorine compounds)
    1) 작용기전
          ■ 유리염서(Free CI-)가 미생물을 파괴하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명료하게 설명되지 못하지만, 세포나

단백질 변성, 핵산의 불활성화 등 어떤 핵심적인 효소반응의 저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액체(sodium hypochlorite)와 고체(calcium hypochlorite) 형태가 있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의료 환경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demanded-release chlorine dioxide, sodium dichloroisocya-

nurate, chloramine-T의 경우는 염소의 보유 기간이 길어 세균의 살균력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
    2)살균범위
          ■ 염소 소독제는 용액 내의 유리되지 않은 hypousochlor acid (HOCI)의 양에 따라 소독 효과가 달라

진다. 용액의 pH가 높아지면 hypousochlor acid가 hypochlorite이온(OCI-)으로 유리되면서 소
독 효과가 감소한다.

          ■ 유기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세균은 1ppm미만에서, 미코플라즈마는 25ppm에서 수초 안에 사
멸된다. 결핵균을 죽이려면 1,000ppm이 필요하다.

          ■ 100ppm은Bacillus subtilis 아포를 5분 내에 99.9% 죽일 수 있고, 1시간 내에 진균을 죽인다.
          ■ 산성화된 염소계 소독제나 일반적인 염소계 소독제(1,000 ppm)는 10분이면 6-log10의 C.difficile

아포를 불활성화시킨다.
          ■ 생리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Hypochlorous acid와 chlorine이 생성되는 전해산성수 (superoxi-

dized water)는 결핵균, 바이러스, 세균, 진균 및 세균의 아포에 살균력이 있다. 바로 생성된소독제
에는 2분 미만이면 M. tuberculosis, M. chelonae, poliovirus, MDRO등이 5-log10감소된다.

    3)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가격이 비싸지 않고, 살균 효과가 신속한 것이 장점이지만 부식성으로 금속류레 사용이 제한된다.
          ■ 의료 환경에서 주로 환경 소독제로 사용되어 검체 접수대나 마루릐 얼룩 소독, 혈액이 쏟아지거나 뭇

은 곳에 유효 염소량 5,000ppm 혹은 500ppm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액체에 대한 소독 등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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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세탁물, 감염성 의료폐기물, 치과기기, 수치료 욕조,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물이나 기계의 소독에 주

로 사용한다.
          ■ 희석용액은 밀보했다 하더라도 실온에 방치 시30일이면 유효 염소량이 50% 이상 감소한다. 사용용

액은 사용할 때마다 희석하여 사용한다. 개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장기간 두면 소독력이 감소된다. 제
조일로부터 유효 기간15개월을 지켜 사용한다.

          ■ 국내 생산제품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효 염소량늘 4~5.4%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은 4%
로 표기되며 조리기구 소독용을 5.4%로 표기된다. 일부 제품은 표기량은 4%이나 실함유량은 5%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표기된 것을 기준
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해산성수 : 일부 제품은 미국 FDA에서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인증되러 사용된다. 생성 후 소독력
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므로 생서하여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식품첨가물
공저에 의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등록 허가받은 제품이므로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에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 기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염수와 전기만 있으면 되므로 생산 비용은 없으나 초기 기계 설치 비용이 비싸다.
               • 제조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소독력이 좋으므로 제조 장소에서 바로 사용한다.
               • 손위생, 기구 세척, 환경 소독 및 내시경 소독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희석할 필요가 없고 인체에 자극이 없다.
               • 스테인리스 스틸인 경우는 부식력이 없으나 다른 금속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하다.
               • 유기물에 의해 소독력이 급격히 상실되므로 사전 세척이 중요하다.
9.옵소프탈알데히드(Ottho-phthalaldehyde;OPA)
    1) 작용기전
         0.55% 1,2-bezenedicarboxaldehyde (OPA)로 구성되어 있고 연한 푸른빛을 띠는 액체이며 중성

(pH7.5)을 띤다. OPA, glutaraldehyde 모두 아미노산, 단백질, 미생물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살균력이
나타난다.

    2)살균범위
          ■ 실험실 자료에 의하면 Mycobacteria를 5log10만큼 감소시키는데 기존의 1.5% glutaraldehyde가

32분 소요되던 것에 올소프탈알데히드는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M. bovis를 살균하는 데
는 0.21%에서 6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아포에 대해서는 실온에서 270분 노출해도 살균력이 없다. 용액을 ph6.5~8 정도로 올리면 아포살균

               력이 올라가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살균력이 증가한다. B.subtils를 5log10만큼 감소시키는데 20℃
               에서는 24시간 필요하지만 35℃에서는 3시간이면 충분하다.
          ■ 실온에서 5분 미만일 경우 살균 효과가 적어지지만 10분 이상과는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5~10

분간 접촉시킨다.
          ■ 최근 자료에 의하면 Human papillomavirus에 대해서는 살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내시경류의 소독에 주로 사용된다.
          ■ Glutaraldehyde에 비해 안정적(pH3~9까지)이다. 눈이나 코에 자극이 없으며 활성화제가 필요없

다.
          ■ 기구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
          ■ 피부나 린넨 등에 착색되므로 사용하는 사람은 보호구가 필요하다. 기구의 착색 방지, 환자의 피부나

점막의 착색 방지를 위해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 사전 세체 유무와 온도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에서 OPA의 접촉 시간은 사전 세척

여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요구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유럽, 아시아 및 남미:5분, 캐나다 및 오스트
리아:10분, 미국:12분). 미국 FDA에서는 내시경자동재처리기(automatic endoscope reproces-
sor)에서 25℃ 5분으로 인증하고 있다.

          ■ 활성 성분에 대한 최소 유효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독액을 정규적으로 검사한다. 적절한 화학지시
계를 이용하여 매일 사용 중인 용액을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기간
(예, 올소프탈알데히드 14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0. 요오드와 아이오도퍼(Iodine and iodophor)
    1) 작용기전
          ■ 미생물의 세포벽을 빠르게 투과하여 단백질과 행산의 구조와 합성력을 저해시킴으로써 살균력을 보

인다.
          ■ 아이오도퍼는 요오드를 액화시켜 요오드의 살균작용을 높인 소독제로 수용액 상태에서 유리 요오드

가 방출되어 요오드가 살균력을 발휘한다. 유리된 요오드는 미생물과의 직접 결합 또는 산화에 의해
살균작용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오도퍼는 포비돈 요오드(povidone-iodine)로 착색이 안 되고
독성과 자극성이 적다.

          ■ 희석할 경우 유리 요오드를 운반하는 polymer의 결합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지침대
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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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살균범위
          ■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과 아포, 바이러스, 진균까지 살균의 범위가 넓다. 진균이나 아포에 대한 살

균 효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 침적이 요구된다.
          ■ 피부 소독제로 만들어진 아이오도퍼는 물품 소독용보다 유리 요오드의 농다가 낮아 물품 소독제로

는 효과가 적다.
    3) 사용범위 및 주의사항
          ■ 피부 소독제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소독제이다.
          ■ 기구 소독제로도 사용 가능하나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금속을 부식시키며, 고무나 플라스

틱 제품을 손상시키고 착색시키는 단점이 있다.
          ■ 유기물에 의해 살균작용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낮은 농도에서는 살균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 임부나 수유부에게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요오드 과민증 환자, 갑상선기능이상 환자, 신부

전 환자 및 신생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 분만 시 사용한 경우는 출생 직후 신생아의 눈을 멸균증류수로 닦아낸다.
          ■ 농도에 따른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0% 용액: 창상 치료나 침습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피부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한다.
               ② 2% 용액: 구강 함수에 사용한다.
               ③ 7.5% 베타스크럽(Betascrub) :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의료진의 손 소독에 사용한다.
11. 중금속
   중금속(metals)의 경우 소독력이 있어 신생아의 눈 소독에는 질산은염, 화상상처에는 은을 사용해 왔다.

피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소독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소독제로 연구가 활발히 지행되고 있다. 환경 표
면 소독, 미세공필터, 의료기구, 국소 연고 및 손 소독제 등에 폭넓세 사용될 전망이다. 소독력의 지속 시
간은 도포된 은의 양과 미생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12. 클로프헥시딘 그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nate)
    1) 작용기전
          ■ 양전하를 띤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가 음전하를 띤 세포막에 결합하여 살균 효과를 낸다.
          ■ 저농도에서는 세포막 삼투압 평형에 변화를 주어 정균작용을 하며, 고농도에서는 세포질 내 함유물

을 침적시켜 살균작용을 일으킨다.
          ■ 입 안세서 세균이 만드는 플라크와 결합하여 세균이 치아로 흡착되는 것으 방해한다.

     
     2) 살균범위
          ■ 피부에 존재하는 그람양성균에 높은 소독력을 보인다.
          ■ 결핵균에는 효력이 없으며, 바이러스와 아포에도 살균력이 없다.
    3) 사용범위 및 주위사항
          ■ 피부의 작극이 적고 피부에 잔재 효과가 있다.
          ■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진 논란이 있다.
          ■ 이독성과 안독성이 보고되므로 귀와 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개방창상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뇌조직이나 수막과의 접촉을 피하므로 요추천자 등의 피부 소독에는 제한한다.
          ■ 식염수와 희석하면 염을 생성하므로 증류수와 희석한다. 증류수 희석은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

관 및 사용시 주의한다.
          ■ 알코올이나 증류수에 희석하여 피부 및 점막 소독제로 사용한다.
               ① 2~4% CHG: 손 소독에 사용한다. 침습적 처치나 수술전 외과적 손 소독에 사용한다. 외과적 손

소독에는 4%를 사용한다.
               ② 0.5% 희석액(알코올 희석) : 중환자나 면역저하 환자의 피부 소독이나 손 소독에 사용된다.
               ③ 0.5~2% 희석액(알코올 희석) : 중심정맥관 삽입 피부 소독에 사용한다.
               ④ 0.1~0.5% 희석액(멸균증류수 희석) : 점막 소독에 사용한다.
13. 페놀 화합물(Phenolics)
    의료 분야에서 최조로 사용한 소독제이지만, 현재는 독성이 문제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치환페놀,

비스페놀 등이 살균・방부의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독력의 비교 지표로 사용된다. 크레졸이나
헥사클로로펜 등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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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동형 변기는 환자의 오물로 오염되므로 세척, 소독,
보관과정에서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고 감염전파가 가
능합니다. 변기의 공용사용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
해서도 전파가능합니다. 
환자 개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
만 세척 및 보관과정에서 오염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일반적인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것만으로는 다제내성
균주나 C. difficile와 아포형성 세균이나 위장관감염
을 유발하는 세균의 소독이 어렵습니다. 
주변오염을 최소화 하고 소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변기세척기의 사용이나 소독제 사용을 고려하시는게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에 관한 질
의입니다. 저희 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개별로 대소변
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퇴원 시 폐기하거나 집에 가지고 가시는데, 입원기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상급기관은 보호자들이 매번 락스 소독 후  보관 하도
록 교육을 한다거나, 락스 소독은 하지 않고 세척 후 보
관 하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하는데, 마땅히 락스희석
액을 보관하기에는 위험성도 크고 공간도 없고 여러가
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상 수
        420           지방공사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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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초카테터 교체 관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서
“성인의 경우 감염이나 정맥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72~96시간보다 더 자주 카테터를 교체할 필요는 없
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유치도뇨관 관리는 의료 관
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에서 “유치도뇨관과 소변백의
주기적인 교체는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P278
14. 말초 카테터와 미드라인카테터 교체
    1) 성인의 경우 감염이나 정맥염 위험을 줄이기 위

해 72~96시간보다 더 자주 카테터를 교체할 필요
는 없다(IB).

    2) 성인에서 임상적 적응증이 있을 때 말초카테터를
교체할지에 대한 권고사항은 없다(미해결과제).

    3) 소아에서 임상적 적응증이 있을 때는 말초카테터
를 교체한다(IB).

    4) 특별한 적응증이 있을 때만 미드라인카테터를 교
체한다(II).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39
10.2.5 유치도뇨관 관리에서 권고하지 않는 사항
10.2.5.6 유치도뇨관과 소변백의 주기적인 교체는 권
장되지 않는다. 임상적 판단(예 : 감염, 폐쇄배뇨시스
템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등)에 의해 교체한다[9, 62,
67]. (IB)

● IV와 Foley 교환주기
말초 정맥 요법, 유치도뇨관 경우 정기적으로 교체하
지 않는 것이 최신감염지침이 맞나요?? 
IV는 예전에는 3일 넘지 않게 교환하는 것이었다가 지
금은 IV site 근무조마다 관찰하고 임상적징후(삼출
물,발적,부종 등)가 있을 때에 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알
고 있고, 유치도뇨관 경우는 주기적인 교체는 권장되
지 않고, 단, 무균적 폐쇄 체계가 깨졌거나 도뇨관이 막
힌 경우, 도뇨관과 배뇨관의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소
변이 새는 경우 등에는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변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병상 수
         95                                        없음              QI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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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한방척추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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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 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에 감염 예방을 위한 주
사 실무를 참고하시면 “주사용 약물 취급 시 투여 직전
에 약물을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
에 투여한다. 단, 무균조제대에서 조제하는 경우는 개
봉 후 6시간이내에 사용이 권고된다.”라고 되어있습니
다.
부서에서 사용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액의 개봉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이미 개봉된
수액을 무균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인 약물관리와 동일하게 관리하시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액세트를 연결한 수액의 보관기간
라운딩을 하면서 내시경 검사하기 전 미리 수액 세트
가 연결된 5% DW 100mL를 발견하여 해당 부서에 환
자에게 사용 직전에 세팅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그
러나 부서에서는 수액 세트를 미리 연결해놓아도 24시
간은 괜찮은 것 아니냐며 업무 로딩이 많다며 현실에
맞는 지침을 공지하라는 답이 돌아와 문의합니다. 
주사 실무지침을 확인해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수
        45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년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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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73
4.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4.2.3 주사제 투여 시 감염예방
4.2.3.1 비경구 의약품의 저장, 혼합 및 준비, 주입하는 장소는 청결해야 한다[30~32]. (IB).
4.2.3.2 개봉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 바늘로 천공된 바이알 또는 수액제제는 폐기한다(예, 응급상황에서
개봉된 주사기, 멸균상태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언제 개봉되었는지 모르는 주사기 등)[30~32]. (IA).
4.2.8 주사용 약물(medication vials) 취급 시 감염예방
4.2.8.1 약물의 보관과 사용은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31, 32]. (IB).
4.2.8.2 약물을 사용하기 전, 제조회사의 약품 정보(이름, 용량, 유효기간, 투여경로 등)를 확인한다. 바이알을 육안
으로 확인하여 손상되었거나 성상의 변화(변색, 혼탁 등)가 보이면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한다[31, 32]. (IB).
4.2.8.3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하며,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투여한다. 단, 무균조제대에서 조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31, 33, 34]. (IB).
무균조제대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lass 5 환경을 의미하며, 무균조제대에서
1회용으로 조제된 경우는 개봉 후 6시간 이내 사용이 권고된다[34]. 무균조제대에서 제조된 약물이 아닌 경우는 약
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생물에 오염된 후 보통 1~4시간부터 기하급수적
으로 미생물이 증식하기 때문에 약물을 준비 후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3].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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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언급하신 애니록스의 성분명, 식약처 등록사항, 시험
성적서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해당 제
품이 환경소독에 적합할지에 대한 답변에 제한이 있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일 애니록스가
메디록스와 같은 성분의 강산성 전해수라면 현장에서
매일 새롭게 전해수를 생성시켜 사용해야 하며, 이 조
건을 만족한다면 높은 수준의 소독까지 가능하지만 전
기분해 시설 없이 사용한다면 어떤 수준의 소독에 적
합할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소독은 4급 암모늄염 제품으로 가능하
며, 3세대 이상의 제품은 소독력과 세척력, 안정성이
증가되어 기존 제품보다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환경소독제 선택
저희는 59병상의 중소병원이라 감염관리실 전임이 없
습니다. 
현재 감염관리를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기초적인 질문
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태고액. 알코올, 락스 등으로
환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청소는 제4급 암모늄으로 하는 자료가
많은데요. 4급 암모늄이 그람음성균에는 유효하지 않
고, 제파논 같은 1세대 4급 암모늄은 거의 효과가 없다
고 하여서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청소용으로 4급암모늄 몇세대를 사
용해야 할지요. 
제파논을 사용해도 될까요? 병원에 물어보니 애니록
스를 사용한다는데 애니록스를 사용해도 무방 할지 답
변 부탁드립니다.

병상 수
         50                                        없음         감염관리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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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매번 교체하여 비운다는 전제를 잘 지켜서 사용하시

고 소독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사전 세척이나 기간
유지 등 소독제의 사용원칙을 잘 준수하셔서 사용하
신다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감염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이니 병
원성 세균의 경우는 500ppm 락스에서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혈압계 커프는 비위험기구로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소독하시면 됩니다. 

    분무하는 방법은 소독하는 직원의 흡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고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분무를 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cuff가 닦을 수 있는 재질이면 소독제로 닦아내면
되나, 천인 경우는 손걸레처럼 소독제에 침적하는
방법으로 소독하셔야 합니다. 소독에 관한 한 정답
은 1가지가 아니고 적절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귀 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VRE나 CRE는 일반 소독제에도 잘 사멸되므로 굳
이 EO gas 소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소변기, 격리실 혈압커프 소독
1) 소변기 소독 현재 소변기를 환자 1명당 1개씩 이름

을 써서 사용한 후, 여러 개의 소변기를 락스 500
ppm에 함께 침적하여 소독합니다. 어차피 함께 침
적하여 소독하게 되니, 이름을 쓰지 않고 함께 소독
하여 소독된 소변기를 다른 이가 사용해도 될는지
요? (물론 소변 수집 시에는 환자당 1개의 소변기를
사용한다는 전제입니다) 또, 감염환자 및 일반 환자
의 소변기를 함께 침적해도 되는지요?

2) 격리실 혈압커프기 최근 VRE, CRE 환자가 많아 격
리환자가 많습니다.혈압 커프는 합성 천 같은 까칠
까칠한 재질 입니다(물에 젖는걸 보니 천은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커프기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 우
려도 있고, 저준위이기도 해서세니자임으로 닦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감염전파를 막기 위
해서 세니자임(5세대,암모늄) 5분 침적하여 EO gas
소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절한 소독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병상 수

        211                                 호흡기내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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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일반종합병원

개인/여성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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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way의 연결부위가 자주 빠진다면 우선 제품의 결함
또는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3-way 제품의 고정방법에 대한 관련하여 근
거는 없습니다만, plaster로 연결부위를 고정 시 주입
구 주변에 plaster 접착제가 남아 주변 환경의 먼지 또
는 오염원이 부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연결 부위 고
정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3-way 제품은 고정이 완전히 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사
용 시에 환자에게 연결부위가 빠질 수 있는 주의점을
설명하고 협조하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감사합니다.

● 수액세트와 3-way 사이에 반창고로 고정 가능 여부
병동에서 문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수액 세트와 3-way
를 연결한 부위가 자꾸 disconnect 되어 빠진다고 반
창고로 고정한다고 하는데 수액 연결줄을 plaster로
연결해도 되는지요? 오염원이 되지 않을까 하여 되도
록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무언가 뚜렷한 근거를
원하시기에 여쭤봅니다.

24

[답변]
원칙을 준수하여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
기 바랍니다. 
외과적 손위생 하는 방법은 귀 병원에 맞게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물 없이 외과적 손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
다. 물 없이 사용하는 외과적 손소독제라 하더라도 기
본적으로 일반적인 손씻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싱크
대는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의료원이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감염관리
가 더욱 중요한 곳일 듯 합니다.

● 분만실 내 스크럽대 설치 유무
저희는 420병상의 지방 의료원입니다.
분만실 감염관리규정이 있으며, 분만 시 외과적 손 위
생을 실시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분만실 내
에는 외과적 손 위생을 시행할만한 스크럽대가 없습니
다.
분만실 내에 스크럽대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수술실
스크럽대와 같은) 바쁘시겠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만
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상 수
        420           지방공사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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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43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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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흡인통과 소변기를 의료기구로 분류할 것인지 환경으
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소변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2014, 질병관리본부)]에 비위험기구
(p9)로 분류되어 있어서 ‘환경’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
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종류의 낮은 수준 소독제로 변경할것
인지, 환경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의
료기관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원내 감염관리 의결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규정
으로 적용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정부의 유관부서에 질
의를 올리는 방법도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독 문의 (흡인통, 소변기 등)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흡인통(suction bottle), 소변
기 등은 낮은 수준의 소독제에 담근다라고 되어있습니
다. 그동안 대형병원들 포함 락스에 침적하고 있었는
데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락스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환경청소에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닿은 것은 아니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
해 병원마다 소독제에 대한 결정이 어려워 락스로 하
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환경 소독으로 들어가서 락스
로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낮은 수준의 소독제(식약처
허가 및 인정한 허가 기관)로 허가받은 걸로 교체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수
         37                개인               내과             간호부            0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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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혈액배양병의 입구는 알코올로만 소독하게 되어 있고,
포비돈이나 기타 소독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
니다. 
혈액 배양병의 음압으로 병뚜껑에 남아 있던 소독제가
흡인되면 잔류 소독 효과로 인해 세균의 성장을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혈액검사 배양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블러드 컬쳐를 할 때 예전에는 포비돈을 가지
고 병뚜껑의 고무 부분을 소독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알코올로 바뀌어서 소
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병원에서는 포비돈으로 아
직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컬쳐 진행시, 어떤 제품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지,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포비돈, 어떤 경우는 알코올로 해야 한다
고 해서 헷갈려서요. 저희 지침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
다. 부탁드립니다.

병상 수
        209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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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릭 및 알콜 솜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솜은 멸균솜
을 사용합니다.
멸균솜은 멸균물품이며, 멸균물품은 청결한 공간에 오
염되지 않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 물품보관 관련 문의
병원에서 알코올 솜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알코올 솜을 만들때 사용하는 코튼이, 오픈되어
있는 장, 맨 아래칸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계속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개수대 아래부분은 습한 상태로 박테리아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물품 보관을 하지 말라고 되었는데, 보
릭 및 알코올 솜을 만들기 위한 솜은 보관하는데 규정
은 따로 없을까요?

병상 수
        209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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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질
병관리본부, 2014)에 따르면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는 준위험 기구로 분류되며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귀원에서 원내 사용 중인 고수준 소독제를 사용
방법에 따라 적용하시거나 멸균하시는 방법을 적용하
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좌욕기 소독 문의 (좌욕판)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은 구형 좌욕기를 사용하고 있
습니다. 좌욕기에 좌욕판(개인욕조?)을 꽂아 사용하고
사용 후 소독, 세척하여 보관(재사용) 합니다. 
좌욕판을 소독할 때 어떤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나
요? (치질, 항문 수술 후 좌욕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좌욕기 업체 문의결과 요즘은 일회용을 사용
하여, 소독 침적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좌
욕판의 부피가 커서 침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ED
wips 티슈(환경 티슈)로 닦고 물로 헹구는 방법을 고
려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
        211                                 호흡기내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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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척은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한다. 
부적합한 세척은 남아 있는 유기물 등에 의해 소독이
나 멸균의 효과를 저해하는데, 이는 기구에 묻은 오물
은 미생물의 성장 배지가 되며, 기구의 상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세척한다. 
세척방법은 기구는 사용 즉시, 소독 및 멸균 전에 반드
시 깨끗하게 세척한다. 건조된 유기물은 기구를 부식
시키거나 소독이나 멸균 과정을 방해하고, 멸균 후 내
독소나 발열 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즉시 처
리할 수 없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덮고 비닐봉지 안에
넣는 등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세제는 부식성이 없고 거품이 적고 쉽게 헹궈지며, 중

성에 가까운 음이온이나 비이온성 세제를 사용한다.
오염의 성분, 형태, 기구의 형태 등에 따라 효소제, 연
화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단백분해효소가 포함
된 세정제를 사용하며, 매번 교체해야 한다. 또한, 기구
에 남아 있는 세제 역시 소독이나 멸균 과정을 저해하
거나 인체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
히 헹궈낸다. 
세척 시 주변 환경과 작업자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세척직원의 보호를 위해 가운, 장갑, 마스크, 안
면 가리개 등 개인 보호구 사용을 철저히 지킨다. 
따라서 소독의 전 단계로 올바른 세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환경오염이나 작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구와 세척 후 환경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
니다. 
단, 최근 소독제와 효소세정제가 혼합되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독제 선택을 적절하게
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드레싱 기구 소독
드레싱 기구 사용 후 세척 → 중간수준 소독제 100배
희석액에 5분간 침적 → 헹군 후 건조 → 중앙 공급실
고압 증기 멸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소독제에 담그
지 않고 세척 후 건조 고압증기멸균으로 해도 되는지
요?

병상 수
        150                                       내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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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 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의 손위생을 참고하시면
손위생 방법에서 “타월은 반복 사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공용하지 않는다. / 손을 씻은 후 건조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타올은 교차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재사
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수건 사용 안해야하는 이유
병원에서 수건을 사용하고 있어 종이타올로 교체를 건
의 중입니다. 
종이타올 사용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수건 사용 시 문제점을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가 있는지요?

병상 수
        201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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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64
3. 손위생
3.2.3 손위생 방법
3.2.3.1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을 준수한다[26~29]. (IB)
   •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충분히 적용한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15초 이상 문지른다1.
   • 물로 헹군 후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월로 건조시킨다.
   •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사용한 타월을 이용하여 잠근다.
   • 타월은 반복 사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공용하지 않는다.
손을 씻을 때는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은 피하며[26], 손을 씻은 후 건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타올
은 교차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26]. 또한 손소독제 는 제조회
사의 권고사항에 따르며, 적절하게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도록 한다.

정형외과/전문병원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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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혈액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HCV,
HBV, HIV에 대한 소독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
니다.
위 바이러스의 경우 low-level disinfectant로 소독할
수 있으며 알코올이 효과적입니다. 란셋기의 경우 멸
균 소독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알코올로 유기물을 닦아내고 건조하
고 있습니다.
란셋 뚜껑에 대한 고민 또한 위 혈액전파 가능 바이러
스에 대해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혈액이 뚜껑에 묻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
나 권고는 사용 중인 제품에 소독에 대한 설명서에 최
우선으로 하시고 설명이 없다면 위의 설명을 고려하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뇨 란셋기 관리
당뇨 환자 혈당측정 시 란셋침을 란셋기에 꽂고 뚜껑
을 닫아 환자 손가락을 찔러 혈액을 내어 사용합니다.
이때 뚜껑에 혈액이 묻을 수 있어 관리해야 하는데, 1
회용 알코올 솜으로 닦고 사용하면 되는지, 환자마다
뚜껑을 멸균 소독기로 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회용 란셋뚜껑을 사용하는데 이 란셋 뚜껑
자체가 멸균이라고 포장은 오지만 한 봉지에 50개가
들어있어서 봉지를 여는 순간 멸균이란 의미가 없어집
니다. 
란셋뚜껑이 환자의 손상되지 않은 피부(손가락)에 닿
는 데 멸균상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상 수
        137                                 소아청소년과   감염관리실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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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질병관리본부,

2014)에 따르면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는 준위험 기구로 분류되며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귀원에서 원내 사
용 중인 고수준 소독제를 사용 방법에 따라 적용하
시거나 멸균하시는 방법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2. 진단검사실에서 생리식염수 사용이 인체에 직접 접
촉 또는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감염관리 차원에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검사의 정확도와 관련 있을 수 있다면 진단검사의
학과와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좌욕기 세척 및 소독 문의/ 검사실 생리식염수 사용
문의 입니다

1) 병원에서 사용하는 좌욕기는 변기 모양으로 된 좌욕
기에 개인별로 플라스틱 판(좌욕판)을 끼워 좌욕을
시행합니다. 문제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좌욕판을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이 아닙
니다.) 원래는 좌욕판 자체를 큰 통에 담가 소독하는
데, 기계가 오래되어 더이상 좌욕판 소독통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좌욕판을 '세니자임' 이라는 소독제로 닦은 후 말려
사용해도 될까요? 좌욕판에는 물이 담기고 환자의
환부(항문 등)가 닿게 됩니다. 올바른 소독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진담검사실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 생리식염수를 사
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샘플을 검사할 때 시약처럼 사용한다고 합니
다. 그렇다면 이 생리식염수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병상 수

        211                                 호흡기내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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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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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기관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공조시스템
과 관련하여
수술장 내 수술실은 양압을 유지하며, 공기 순환 횟수
는 최소 시간당 15회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3회는 새
로 유입된 공기이어야 한다. 재순환 및 신선한 공기는
적절한 필터를 통과해야 하며 최소 90% 이상이 여과
되어야 한다. 수술실에서는 수평적 층기류를 설치하지
않으며 공기는 천장에 위치한 유입구를 통해 들어와
바닥 근처에 위치한 배출구를 통해 나간다.
HEPA 필터는 결핵환자 수술 시 삽관 및 제거할 때 공
기 청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식 HEPA 필터를 사용
하며 실내 공기가 모두 필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휴대
용 HEPA 필터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둔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휴대용 HEPA필터를 작동시
키지 않는다.

수술실의 필터 설치 개수는 2개로 첫 번째 필터는 공기
여과율 30%, 두 번째 필터는 공기여과율 99.97%를 여
과해야 한다.
* 필터 종류 및 기능
 ・저효율 필터 : 직경 1~5㎛ 크기의 입자를 20~40%

여과시킴
 ・중효율 필터 : 직경 1~5㎛ 크기의 입자를 90% 이상

여과시킴
 ・고효율 필터 : 직경 0.3㎛ 크기의 입자를 99.97% 이

상 여과시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참고문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언급한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에서 ' 수술실 공기정화설비'가 헤파필터는 아니라
는 답변을 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병상 수
        281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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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L-tube feeding에 대한 부분은 역격리에 해당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식사 수준으로 고려하여 식기
세척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nema syringe 자체의 목적이라면 1회용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L-tube을 통한 투약목적의 경우는 일종
의 컵의 대용품처럼 사용하는 것이라면 청결 유지가
관건입니다. 
enema syringe의 경우 끝부분이 넓지 않고 유동식의
특성상 충분히 세척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세척하여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세척 소독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하시고 절차대로 관리된다면 무리
없겠으나 실무에서 관리지침이 준수되기 어렵다면 1
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관장용 주사기 사용
현장에서 관장용 주사기는 L-tube feeding 시작 및 마
감 시 물을 줄 때, 또는 하루 4~6번 약물주입 시 위치확
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사기는 재사용금지인 일회용
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용도로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feeding과 관련해서 사용 시에는 일
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환자 당 하루에 10개 이
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관장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병상 수
        307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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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소발생기의 권고되는 소독은 높은 수준의 소독입니
다.

문의주셨던 소독제 흡착에 대한 부분은 우려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권고안이 없는 상태로 현재는 발생기를 내부 표
면이 접촉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정해진 시간에 걸쳐 담그고 이후 충분히 헹구는 것이 지침에서 권고되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소 가습기병과 발생기 소독제 흡착 여부
“산소 발생기는 준위험 기구에 포함되어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재부 표면이 접촉될 수 있도록 담근다.” 표준
예방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재사용 산소 습윤병 산소 발생기 부분이 소독제에 침
적하였을 때 소독제 흡착이 발생 되어 환자에게 사용
시 분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의 가능성은 없는지 고견을 여쭙니다.

병상 수
        144                                                    없음         감염관리실       2개월의료법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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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척 소독 혹은 멸균 행  굼 건조 / 보관항  목 분  류
흡인통(Suctionbottle)

산소가습기- flow meter
산소가습기- 병(bottle)과 발생기

인공호흡기- circuit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수도물로 깨끗이
행군다.

멸균증류수로
행군다.

멸균증류수로
행군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낮은 수준의 소독제에 담근
다.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아준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내부표면이 접촉될 수 있도록 담근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담근다. (소독제와 접촉 시간은 제조사의 권고에 따름)
건조시킨 후 중앙공급실에멸균(E.O. 가스멸균, 가스플라즈마멸균)을 의뢰한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답변]
1) 아래의 CDC(2008) 지침에 따르면 혈액매개감염이

나 접촉전파 질환의 원인 균주의 대QN분은 낮은 수
준의 소독으로 소독이 가능하며 4급 암모늄제제는
낮은 수준 소독에 해당됩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소독제의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여
유효 농도에 따른 미생물 사멸 정도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 소독제 문의
1) 감염환자(혈액매개 및 접촉전파 질환)에서 기구 침

적용 소독제로 4급 암모늄제제가 적합한가요? 
2) 4급 암모늄 제제 이외에 가능한 소독제가 있을까요?

병상 수
        174                                       내과         감염관리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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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척추전문병원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Figure 1. Decreasing order of resistance of microorganisms to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and the
level of disinfection or sterilization.
Resistant                                                                                                            Level
                Prions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reprocessing
                Bacterial spores (Bacillus atrophaeus)                                                Sterilization
                Coccidia (Cryptosporidium)                                                                   
                Mycobacteria (M. tuberculosis, M. terrae)                                        High
                Nonlipid or small viruses (polio, coxsackie)                                     Intermediate
                Fungi (Aspergillus, Candida)
                Vegetative bacteria (S. aureus, P. aeruginosa)                                  Low
                Lipid or medium-sized viruses (HIV, herpes, hepatitis B)
Susceptible
Modified from Russell and Favero1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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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급 암모늄 제제 이외에 낮은 수준에 소독에 적용이 가능한 소독제는 아래의 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의료
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질병관리본부, 2014).

높은 수준 
소독

중간 수준 
소독

낮은 수준 
소독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화학소독제(침적)

(최소 1분 이상 접촉)

화학소독제(최소 1분 이상 접촉)

・2% 이상 글루탈알데하이드 ・2%: 20℃, 20분・2.5%: 35℃, 5분
・20℃, 12분・25℃, 5분
・30분
・15분

・25분

・10분

・0.5% 올소-프탈알데히드 (ortho-phthalaldehyde.OPA)
・7.5%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과초산 화합물(7.35% hydrogen peroxide + 0.08%    Peracetic acid))
・과산화수소 과초산 화합물(1.0% hydrogen peroxide + 0.08%     Peracetic acid)
・650~675ppm이상 차아염소산염(Hypochlorite)(사용 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
・유효염소량 1,000ppm 이상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페놀계 소독제・아이오도퍼 소독제・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유효염소량 100ppm 이상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페놀계 소독제・아이오도퍼 소독제・4급 암모늄염 제제・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참고] 1) Rutala WA., Weber DJ.,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2) Patient Safety Branch History of Health,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Cleaning, Disinfecttion and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 in Health Authorities. 2007.

[답변]
1. 산소습윤병 소독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소습윤병 소독방
법입니다.

● 1. 산소습윤병 2.네블라이저 소독
현재는 락스 50배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15년도 11월 2.0버전 2주기 인증통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감염 전담자로 근무 중이고, 2017 표준예방
지침을 보니 산소 습윤병과 네블라이저 모두 준 위험
기구로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하더라고요. 궁금한
점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금과 같이 락스 50배로 해도 되나요?
2. 락스 50배가 지난 인증 때 분명 통과가 되었으나 높

은 수준의 소독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소
독제가 아닌 게 맞지요?

3. 가장 고민인, 네블라이저인데요. 포장지에 "일회용"
이라고 명시된 바 있으나 홍길동 환자가 하루 3번 7
일 동안 사용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마다 바꾸어
야 하는지요? 입원기간동안 재료대는 1번만 인정되
거든요.
병상 수

        268           지방공사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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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후 건조한 O2 bottle에 대한 보관 방법이나 보관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일
반적으로 대학병원 급의 병원에서는 청결함에 보관 후
4주마다 재소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원내 규정을 정
하여 보관기간에 따라 재소독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
다.

2. 네블라이져 소독방법
Nebulizer kit는 다른 환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사용 후 폐기해야 하며 재
멸균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사 권장사항 참조).
Nebulizer kit는 호흡치료기구로 준위험 물품(Semi-
critical item)에 해당하여 같은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
이라도 치료시마다 세척, 소독하고 멸균수로 헹군 후
건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치료기구이기 때문에 치료 시마다 적절한
세척, 소독하는 것에 제한점이 따르나, 환자 안전을 위
해 위 권고 지침을 참조하여 세척 및 소독 주기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세  척 소독 혹은 멸균 행  굼 건조 / 보관기  구 분  류
흡인통(Suctionbottle)

산소가습기- flow meter

산소가습기- bottle

인공호흡기- circuit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수도물로 깨끗이 행군다.

증류수로행군다.

증류수로행군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표면을 물과 중성세제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표면을 물과 중성세제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표면을 물과 중성세제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낮은 수준의 소독제에담근다.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닦아준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수통을 담그고, 내부를소독한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담근다. (소독제와 접촉 시간은제조사의 권고에 따름)
건조시킨 후 중앙공급실에 멸균(E.O. 가스멸균,가스플라즈마멸균)을의뢰한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3-16] 호흡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참고문헌]

[제조사 권장사항] 사례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5. Small-volume medication nebulizers : in-line and hand-held nebulizers
    a. Between treatments on the same patient : clean, disinfect; rinse with
         sterile water (if rinsing is needed), and dry small-volume in-line or
         hand-held medication nebulizers (292;306;1024). 
         (See recommendation III-A-1-c if rinsing with sterile water is not feasible.)
         CATEGORY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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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5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치과의 수질 및 수관 관
리]에서 수관 소독과 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P509
수관소독은 화학적 방법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치과
유닛의 수관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수관소독
법에 대한 규격화된 국내 관리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수관소독법은 세균의 오염 수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바이오 필름을 분열시키거나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
가 있으나 효과적인 소독력과 함께 침전물 생성, 기구

부식, 발암물질 생성 등의 부작용도 함께 보고하고 있
다. 그러므로 소독 효과가 좋고, 치과유닛과 구강에 주
는 부작용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소독제의 추가 개발
이 필요하겠다. 
대표적인 소독제로는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치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과산화수
소(hydrogen peroxide) 등이 있다.
※ 수질 향상을 위한 방법
1) 교대 물 공급 방법으로 지역사회 물 공급시스템과

치과 유닛을 지나지 않고, 멸균증류수를 직접 수관
에 연결하여 공급(예, 분리된 저장소)

2) 치과용 물이 기구에 접촉하기 전에 세균을 즉시 제
거하는 직렬필터를 포함하는 여과 방법

3) 화학적인 소독제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적
절한 물 세척이 동반되거나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화
학 소독시스템

4) 중심수원에서 물 시설에 대한 열성 불활성화
5) 역삼투나 오존처리를 단독 체어나 전체 병원 수관에

사용
6) 각각의 유닛 수관에 들어가기 전 물에 자외선 조사

● 치과 수관 소독제
치과 수관 소독제 선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
의드립니다.
국내 식약처 인증제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는 일반적으로 소독제가 아닌 세정제를 많이 사용한다
고 하십니다. 
수관소독은 일반적인 소독기준과는 다른 건지 수관소
독에 관한 소독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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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특  징소독제

치아염소산

과산화수소

1. 1,500 ppm 또는 2,000 ppm의 치아염소산으로 소독 시 200 CFU/ml 이하 유지 및 수관 내 바이오필름 제거 효과2. 5000 ppm 치아염소산 사용 시 미생물 수를 10 CFU/ml 이하로 감소시킴3. 부작용 : 금속성분 부식,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발암물질(트리할로메탈) 생성
1. 200 CFU/ml 이하 유지 및 수관 내 바이오필름 조절2. 과산화수소 (0.014%) 함유 소독제품은 지속적인 항균 효과를 지님3. 부작용 : 금속성분 부식, 침전물을 형성하여 수관을 막음

이산화염소 1. 50 ppm의 이산화염소는 미생물 수 감소에 효과적인2. 0.1% 이산화염소를 사용할 경우, 미생물의 수를 12~20배 감소시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바이오필름을 감소시킴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

1. 치과에서 흔히 사용2. 0.2% 클로르헥시딘을 4주간 사용 후 200 CFU/ml 이하 유지 및 수관 내 바이오필름을 감소시킴

[표 32-3] 수관소독제의 종류와 특징

[출처]  Hye Young Yoon and Si Young Lee. The Microbial Contamination and Effective Control Methrol of Dental Unit Water System.
            J Dent Hyg Sci 2015;4:383-392.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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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의
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기구별 소
독 수준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
구는 환자와 접촉의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
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
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
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기에 속
한다.

    나. 소독 수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

괴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다. 주의사항
           1)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

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
균을 하도록 한다.

       2)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
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

           3)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시
킨다. 

● 산소 가습기병과 발생기 소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호흡기 치료기구 소독내용
을 살펴보면 산소 가습기 병과 발생기는 높은 수준의
소독 후 사용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
의 근거가 산소 발생기를 통해 환자에게 들어가는 산
소가 코 점막에 접촉하기 때문인가요? 병원에서는 과
초산 제제를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소가습기병과 발생기를 소독하기 위해 과
초산 제제를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병상 수
         89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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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안과전문병원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주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멸  균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  상

노출 시간

종류 
및 

방법

일부 준위험기구 및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에탄올 또는이소프로판올(70-90%)

글루타르알데히드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이소프로판올 등)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0.2% 과초산(50-56℃에서 12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활성 유리염소가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3-8시간)
- - -

각 방법 마다 (     )안에 표시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공기(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3-30분)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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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절경실에만 해당하는 시설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 관절경의 경우 전신마취나 척추마취가 필요하고 피
부절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
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
적으로 구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절경 시술
만 하더라도 수술실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 관절 내시경 시술 공간의 공기정화 설비 질의
수술실 시설 기준 관련 ' 공기정화설비' 시설과 관련된
질의 드립니다.
<관절 내시경시술만을 하는 시술 공간>을 따로 증축
하려면, 그 공간이 수술실에 준하여  HEPA fliter 와 시
간당 20회이상공기순환, 시간당 3회이상 외부공기 유
입 기준이 되는 설비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
내시경실에 준하여 감염관리수준을 유지하면 되는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병상 수
        174                                       내과         감염관리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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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칭을 달리하여 공간을 지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
다. 
[폐기물 처리실], [오염 세탁물 보관실] 처럼 용도의 목
적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명칭을 자체적으로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공신장실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오염 세탁물과 폐기물이 투석 환자 옆에 혼재되어 있
었는데 증축을 하면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구역
에 대한 명칭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폐기물 보관 장소는 폐기물 처리실 또는 오
물 처리실이라든지 린넨 보관 장소는 오염세탁 처리실
이라든지 아니면 오염구역이라고 표시만 해도 되나
요?

병상 수
        400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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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멸균된 기구를 포장을 제거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에는 완전히 멸균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
렵습니다. 따라서 멸균 물품의 개봉 후 유효기간은 지
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 사용 후 교체 또는 멸균일회용품 사용이 이상적이
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오염의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 소량 포장 및 짧은 교체주기 선택을 권
고드립니다. 짧은 교체주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매
일 교체, 오전/오후 교체, 근무조별 교체, 사용시간에
따른 교체 등 여러 형태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
위 내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교체할 방안을 정하시되
소량 포장하여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기적인 교체 이외에도 오염의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즉시 추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팀 멸균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즈 종류 캔과 소독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담는
캔을 스팀 멸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타딘볼 캔
은 1일 사용 후 교환하는 것을 지키고 있으나 거즈 종
류의 캔과 기구를 담는 캔은 인디케이터의 표시된 날
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나도 그
내용물이 다 사용되지 못하였다면 다시 재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봉 후 인디케이터의 표시된 날짜까지 지속해
서 사용하여도 되나요? 캔 개봉 후 1일 사용이라는 지
침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문의합니다.

병상 수
        400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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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
제의 알코올 농도는 60~80%((WHO, 2009), 혹은
60~90%(의료기관의 손위생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4)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선택은 권고된 농
도 안에서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릅니다.
다만, WHO Guideline의 review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 70% 농도의 제제가 4% CHG 함유 비누보다
enveloped bacteriophage에 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0% 농도의 제품 선택은 필수 권고사항은 아니며, 관
련 연구 논문이나 가이드라인의 리뷰를 검토하시어 기
관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2009). p32-33.

● 손소독제 선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손위생제제 선택 시 최근 알코올 함유가 70% 이상인
제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에 따라 변경을 고려
중인데, 혹시 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표준예방지침
에는 적정농도는 60~90%이며, HBV·HCV는 60~70%
농도에서는 사멸된다는 내용은 확인 할 수 있었습니
다.

병상 수
         96                                         내과           전략추진본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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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용을 안 한 제품이라 재멸균은 가능 할 것 같습니

다. 그러나 제품의 성질이 변하면 사용 상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와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2. 산소투입 시 연장고무튜브 또한 O2 cannula의 연
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 환자마
다 사용하되 재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재처리 과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ction 시 사용하는 연장
실리콘은 세척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사용제품이고 세척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다면 재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단, 감염환자를 확
인하기 전단계라면 감염환자에 준한 재처리 기준 적
용). 

3.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살펴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제품 같은 경우(그림 1)
사용 후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
체에 관련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4. 2017년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의 주사 실무에 따르면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IA)로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1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
약 유리주사기의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세척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
다. 예를 들면 주입구가 좁기 때문에 brush를 이용
한 세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
염환자를 확인하기 전 단계라면 감염환자에 준한 재
처리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이 또한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살펴보시고, 재사용
이 가능하다면 재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2.4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운반
4.2.4.1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주머니나 옷에 넣어 운반하지 않는다[1]. (II) 
4.2.5    수액의 관리
4.2.5.1   수액백/수액병과 수액주입세트(수액용 백이나 튜브, 연결관)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한다.

주사기나 주사바늘을 환자의 수액백 또는 주입세트에 연결하였다면, 해당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오염된 것으로 간
주하여 재사용하면 안 된다.[30~32]. (IB).

4.2.5.2   수액백이나 수액병에서 수액을 뽑아 여러 환자에게 관류(flush)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30~32]. (IB).
4.2.6    관류(Flushing)
4.2.6.1   가능한 한 관류 용액은 일회용을 사용한다. 만약에 다회용량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

게 사용한다. 매번 사용할 때마다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30~32]. (IB).
4.2.7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관리
4.2.7.1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IA).
4.2.7.2   주사바늘와 주사기바늘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 멸균주사제품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직전에 포장을 제거

하고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한다[30, 31]. (IB).
4.2.7.3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는다[31]. (II).
4.2.7.4   필요한 경우, 자상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30, 31]. (IB).
4.2.7.5   사용한 주사바늘은 즉시 견고한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3(IC)
4.2.7.6   사용한 바늘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뚜껑을 씌어야 한다면, 한 손기법(one

hand technique)을 이용한다[30, 32]. (IB).

● 멸균
멸균 용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용하지 않은 expire  day 가 지난 일회용 멸균용

품을 재멸균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2. 산소 투입시 사용하는 연장고무튜브나 suction 시

사용하는 연장 실리콘 튜브를 사용한 경우 세척 후
건조, 멸균하여 사용해도 될까요?

3. skin stapler와 같은 낱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
사용 후 세척 건조 멸균 후 사용해도 될까요? (청구
는 사용한 만큼 합니다.)

4. 관장용 유리 주사기나 epidural block시 사용되는
유리 주사기를 사용 후 세척 건조 후 멸균 후 사용해
도 될까요?

5. 수술 부위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irrigation spoid를
사용하여 세척 건조후 멸균하여 사용해도 될까요?
병상 수

        400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0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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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V. Instructions for Use
1. Clean the trauma, hand the skin stapler.
2. Place the instrument nose gently onto the approxmated tissue with the directional arrow at the middle of the inci-

sion.
3. Hold the adjusting handle until closure the nail to the tissue.
4. Then release the handle, anti-clockwise lift the end of stapler, and exit the stapler on base of the suture point.
V. Attention
1. The product is disposable. If can be used after open the sterilized packing. It is forbidden to use if the package is

damaged.
2. The product is disposable and is sterilized by EO. The packing is sterile and sealed. There is “sterile” on the packing

box and also on it. The date of sterilization and the caveat which said it is forbidden to use if the package is damaged
are also on the packing box. Sterilization period of validity is three years.

3. This instruction is only for general introducing and it can not be the instruction of the operation. The operator
should take correlative medical literature.

4. Dispose the instrument after use.
VI. Storage
The product shall be stored in a well-ventilated room where no corrosive gases exist and relative humidity is not more
than

[답변]
국내외 가이던스에서 세탁물 수거함의 소독과 관련한
언급은 없습니다. 
병원 내 청소 가이던스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
다면 정기적으로 외부를 닦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탁물 수거 보관장소 소독
세탁물 수거함 보관장소 소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원 응급실에 세탁물 수거함은 응급실 밖 외부에 철
재로 되어 있는 수거함을 만들어 따로 마련되어 있습
니다.  수거함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거함 안에
수집자루가 있습니다.  그 곳도 소독을 해야 하는지, 수
거함 자체를 소독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보관 장소의 소독은 수거함을
닦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문의 드리
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병상 수
        275                                     마취과      감염관리실   2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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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멸균 과정으로 진행한다면 세척 후 바로 멸균할 수 있
습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 침적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멸균
전 침적과 세척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
랍니다.

● 의료용 세트(dressing set, suture set 등등) 소독
및 멸균과 관련 질의건 입니다.

본원은 의료용 세트(dressing set, suture set 등등)를
멸균을 통한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세척제와 물, 물리적 마찰을 통한 1차 세척
2. 높은 수준의 소독제 2차 침적
3. 3차로 멸균
위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멸균 재처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2) 번 단계의 침
적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도 될지 고견을 여쭙고자 질
의 드립니다.

병상 수
        144                                       없음         감염관리실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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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환경표면의 경우 관리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보관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는 측면
에서 볼 때 나무의 경우 먼지 발생이나 청소와 관련
하여 습기로 인한 문제 발생을 고려하면 왜 스테인
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
다.

2) 멸균 물품의 멸균상태 유지를 위해 온도/습도/환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압이나 적정
환기 횟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설팀과 논의하
셔서 공조 시설로 HEPA filter를 정착하는 것인지?
Potable HEPA filter를 사용하실 것인지 고려하시
고 공간의 크기와 HPEA filter의 용량을 고려하셔
서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등이 적절한지 점검해보
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중앙공급부서 업무표준지침서III (2018, 24P)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5판. 2017

● 공급실 멸균물품관련
공급실 내 멸균 물품 보관장소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
니다. 
멸균 물품을 보관하는 장이 꼭 스테인리스 장으로 해
야 하는지? 아님 나무장이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 그리고 멸균 물품 보관장이 있는 장소가 양압을
유지해야 하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꼭 공조 시설이 있
어야 하는지 헤파필터만 갖추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
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상 수
         80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7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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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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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지침에서 인공신장실 출입 시 신
발을 갈아 신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추천되는 지침
은 없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을 것인지 원래 신고 있던 신발을 신은
채 인공신장실을 출입할 것인가는 병원 환경 및 출입
하는 환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공신장실 담당하는
신장내과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공신장실 실내화 문의 드립니다.
본원의 인공신장실에서는 관습적으로 실내화를 착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실내화도 아니
고 세척, 소독 등의 관리 또한 힘든 실정입니다. 
중환자실 입실시 신발을 바꿔 신는 것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인공신장실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이렇게 질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공신장실 출입 시 환자나 의료인이 신발을 갈아 신
어야만 할까요? 관련 근거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까요?

병상 수
        394           재단법인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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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의
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에서 비위험기구
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다만, 비위험기구의 경우라도 혈액이 묻은 기구는 경
우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수술 후 배액량을 측정하는 컵은 의료기관
소독지침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하는 기구는 아니지
만, 혈액 또는 체액을 담는 기구이고, 의료인의 손을 오
염시키거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염을 전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위험기구의 중간소독을 적
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술 후 배액량 측정하는 측정 컵 소독과 관련 질의
입니다.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해 배액 되는 혈액 및 장액성 물질
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 컵의 소독 범위가 중간수준의
소독(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치료기
구, SUCTION BOTTLE 등)이 적합한지, 낮은 수준의
소독(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
하지 않는 기구)이 적절한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배액양을 측정하는 컵은 피부 및 점막에는 직
접적인 접촉이 없으며, suction등의 물리적인 음압과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 배액 된 내용물의 양만 측정하는 눈금 컵입니다.

병상 수
        144                                       없음         감염관리실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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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척추재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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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구별 소독 수준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 접촉의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
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멸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

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소독 수준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킬 수 있는 멸균과정이 필요하다.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
        다. 주의사항
              1)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다른 환자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
              2) 멸균 전 적절한 세척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기물의 양, 접촉시간, 온도 및 산도를 고려한 적절

한 사용지침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

다.
        나. 소독 수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다. 주의사항
              1)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하

도록 한다.
              2)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
              3)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시킨다. 

    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지질바이러스와 세균,곰팡이를 제

거할 수 있는 낮은 수준 소독을 적용한다. 혈압측정기, 청진기,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
식 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병실 집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소독 수준
              일반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일부 곰팡이를 죽이지만 결핵균이나 세균 아포는 죽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다만, 피가 묻은 비위험기구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결핵균은 죽이지만
세균 아포만 죽이지 못하는 ‘중간 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다. 주의사항
              1) 손상이 없는 피부 자체는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벽으로 작용하므로 멸균이 필

요하지 않다.
              2) 일반적으로 비위험기구에 의해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위험은 거의 없지만 의료진의 손을 오염

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
              3) 대부분의 비위험기구는 소독을 위해 중앙공급실로 보낼 필요 없이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

사용할 수 있다.
              4) 환자의 혈액이나 미생물 검체를 취급하는 검사실과 같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환

경소독제를 이용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일반 사무실이나 창고와 같이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소한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155154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HIV 환자는 혈액매개질환에 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장 및 기구 및 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소개해드
립니다.
1. 수술실
1) 해당 수술에 꼭 필요한 물품만 비치하도록 한다. 
2) 수술방 문 앞에 주의 표시를 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출입을 허용한다
3) 가능한 일회용 방포 및 린넨을 사용한다.
4)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은 모자, 마스크, 가운

(방수),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 마취의는 보안

경을 착용하고 손에 상처가 있는 의료인은 가능한
수술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술 시에 사용했던 봉합 바늘이나 칼은 집도의 손
에서 소독간호사 손으로 직접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용기를 두어 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또 봉합
바늘은 꼭 기구를 사용하여 다루도록 하며 손에 직
접 들고 매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7) 바닥에 혈액이나 체액이 흐른 경우에는 10배 희석
한 락스를 묻힌 일회용 걸레나 종이타올로 닦는다.

8)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환자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기구관리
1) 혈액에 오염된 주사기는 공용트레이에 다시 담지 말

고, 바로 폐기한다. 공용트레이에 다시 담은 경우에
는 트레이를 바로 알콜이나 1회용 소독티슈로 소독
한 후 재사용한다.

2) 혈액 및 체액 오염 우려가 되는 의료기구나 물품의
표면은 즉시 환경소독제 (ex, 애니오설프 1:400) 로
소독한다.

3) 기구 세척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 시 기구에 의해 베이거나 찔리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HIV/AIDS 환자가 사용한 재사용기구는 애니오자
임(200배 희석)에 10분간 담근 후 세척하여 멸균을
시행한다

5) 재사용 기구는 일반적인 ‘기구세척, 소독, 멸균’ 지
침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HIV/AIDS 환자의 의료기구 및 병실 등은 환경소독

제로 소독한다.
2) 혈액 및 체액에 젖은 세탁물은 주변이 오염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비닐에 넣어 오염세탁물 햄퍼에 수집
한다.

3) 혈액 및 체액이 쏟아진 경우에는 spill kit를 이용하
여 제거한다.

4) 환자용 식기는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별
도로 분리수거하거나 소독하지 않는다.

5) 혈액 및 체액을 다루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에서는 HIV감염여부를 확인하고, HIV환자의 검체
를 다룰 때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한다.

● AIDS 양성 환자 수술 후 수술실 감염 관리
응급 수술 후 AIDS 환자임을 알았습니다. 수술장 감염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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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01                                       없음               없음               없음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정형외과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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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메디록스는 유럽 EC에서는 인증받았으나 미국 FDA
에 메디록스가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FDA에 승인받은
성분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기
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해 조리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edilox.co.kr/food/overview.php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에 의하면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KFDA에서 의약품
이나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결국 메디록스
는 이 조건이 안되므로 중간/낮은 수준의 소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별표1은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제시된 경우입니
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차아염소산염으로 표기되어
있으나(성분 설명) 메디록스 (상품명) 자체가 국내 인
증이 안된 경우라서 높은 수준으로 사용 불가입니다. 
락스를 환경 사용 가능합니다. 기구소독으로는 중간이
나 낮은 수준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금속의 경
우 기구 적합성 등으로 고려하고 환경도 여러 가지 제
한점이 있어 점차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

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내시경 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
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
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
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
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
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환경소독제, 기구소독제로 락스 사용 가능한가요?
17.6.22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이 개
정됨에 따라 늦었지만, 본원에서도 소독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본원에서는 락스, 메디록스를 기구소독제, 환경소독
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락스의 경우, (중간 또는
낮은 수준 소독) 중간/낮은 수준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
한 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이지만 식품첨가제로 승인
을 받아서 기구 소독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시중에 파는 락스를 환경 소독제와 기구 소독제로 사
용해도 괜찮을까요? 
메디록스의 경우, 감염환자가 사용한 기구의 세척 전
에 메디록스에 담갔다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
록스(차아염소산염)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지만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의 별표1>의 중간
/낮은 수준의 소독제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다. 
기구 소독제나 환경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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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367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년  1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159158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재사용 물품이 아니고 재질을 볼 때 멸균과 소독이 원
활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연결관은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suction line 소독범위
중환자실이나 병동에서 Suction 환자들에게 사용하
는 일회용 suction catheter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
결관(약 60cm)을 처음 사용 시 청결한 상태로 상품화
된 것을 사용하게 되고 일주일(환자 개인별) 사용 후에
는 폐기하게 되는데, 연결관을 멸균 소독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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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146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1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시도공립/일반종합병원

[답변]
1. 음압격리병실 공기압력 관리의 핵심은 음압이 ‘적절

히 유지’되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병실의 구조보다는 음압이 적절히 걸리는

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예: 압력계측기 설치,
스모그 테스터 사용 등)을 적용하여 해당 구조가 압
관리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귀 관의 음압격리병실 구조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음압격리병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모든
병실은 방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염관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 전체가 해당하는 것이
므로 전체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예; 총무팀)와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2.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대소변기는 비위험
기구로서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
슷한 예로, 좌욕기를 의료기구로 본다면 대소변기
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면 됩
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에 해당하는 소독제는 질병
관리본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또
는 ‘표준예방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 문의드립니다.
1. 전실이 구비되어 있는 음압격리병실 출입문이 여닫
이인데 문 아래(바닥과 문 사이) 틈이 있습니다. 음압
병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위를 막는 게 맞는 것이겠지
요? 그리고 혹 그 사이로 개미 등 벌레가 들어갔다면 방
역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격리실 환경관리 관련 지침
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2. 요즘 병원들이 감염관리 관련해서 비데 등의 설치를
피한다고 들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로 치핵 환
자, hemo 수술을 한 환자가 치료목적의 좌욕을 할 때,
좌욕 커버에 묻는 물기나, 좌욕실 바닥의 물기들도 체
액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환경 소독제 이용한 소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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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50                                       내과         수술,마취간호과       4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국방부산하기관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161160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1)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체액이나 혈액에 오염된 경

우에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바
닥이나 바닥 외 환경이 체액이나 혈액에 오염되었다
면 중간수준의 소독을 하시되 오염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병실 수준으로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2) C.difficile 격리방의 경우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수
준의 멸균이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C.diffi-
cile로  오 염 된  환 경 은  염 소 계  소 독 제  (염 소
5,000ppm)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또한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수준의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3) 소독제 희석은 소독제 회사의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
겠습니다.

4)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95 mask는 제조
사 기준 일회용입니다. 일 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청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닥청소는 락스희석액을 사용하고 나머
지 환경청소는 "세니자임"이라는 4급 암모늄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시에는 여러 희석법을 두면
오히려 청소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여 일반병실 바닥
과 격리병실 바닥, 그 외 일반환경(병실 냉장고, 세면
대, 싱크대 등) 등 동일하게 락스 500ppm으로 청소하
도록 하였습니다.
1) 결핵방 청소 관련
결핵방 바닥과 바닥 외 환경(침대나 난간, 협탁, 소파
등)은 어떻게 환경청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 에서는 체액 및 혈
액 오염 시는 중간수준 소독제이지만 환경소독은 일반
병실 환경소독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결핵방 청소 시에는 바닥을 일반병실 바닥과 동일하게
락스 100ppm으로 해도 되는지 1000ppm(중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바닥 외 환경은 "세니자임
" 이라는 소독액(낮은)으로 청소하여도 될까요?
2) C.difficile 격리방
C.difficile  격리방 또한 락스 희석액 5000ppm 으로
바닥과 바닥 외 환경(침대, 난간, 소파, 협탁, 냉장고,
화장실 등)을 청소하여야 하는지요? 소변기 소독 또한
별도로 락스희석액5000ppm으로 따로 소독해야 하는
지요? (일반병실 소변기는 락스희석액500ppm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페라세이프 관련(높은 수준)
페라세이프 업체 설명서에는 미온수 희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소독제 희석 시 증류수를 사용
한다고 하는데요. 증류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4) 청소 관련 질문 외
N95 마스크는 꼭 일 회 사용 후 폐기를 해야 하는지요?
어느 연구자료는 8시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데요. 마스크 앞면에 체액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 격리
방 앞에 마스크를 놓아두고 8시간 후 폐기하여도 되는
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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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11                                호흡기 내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지방공사/일반종합병원

[답변]
호흡기계 치료기구는 적절한 소독과 보관이 되어야 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open system suction일 경우는
멸균수와 single-use catheter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
니다.
가이드라인에는 suction 라인 관리에 대한 정확한 문
구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카테터 내 세척 및 소
독, 멸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을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업
체에서 제시하는 세척, 소독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3. Suctioning of respiratory tract secretions 
a. No recommendation can be made for the pref-

erential use of either the multiuse closed-sys-
tem suction catheter or the single-use open-
system suction catheter for prevention of
pneumonia (Unresolved issue) 

b. No recommendation can be made about wear-
ing sterile rather than clean gloves when per-
forming endotracheal suctioning (Unresolved
issue). 

c. No recommendation can be made about the
frequency of routinely changing the in-line
suction catheter of a closed-suction system in
use on one patient (Unresolved issue) 

d. If the open-system suction is employed, use a
sterile, single-use catheter (II) 

e. Use only sterile fluid to remove secretions
from the suction catheter if the catheter is to
be used for re-entry into the patient's lower res-
piratory tract (II). 

Strategies to minimize contaminated of equip-
ment 
•Use sterile water to rinse reusable respiratory

Equipment. 
•Remove condensate from ventilatory circuits.

Keep the ventilatory circuit closed during con-
densate removal. 
•Change the ventilatory circuit only when visibly

soiled or malfunctioning. 
•Store and disinfect respiratory therapy equip-

ment properly 

● EO멸균기가 없는 상황에서 suction line의 재사용
문의

suction line은 멸균 후 사용하고 있었는데, EO멸균
기를 사정상 철거하였습니다. 문제는 suction line인
데요. 이런 경우에 suction line을 높은 수준의 소독제
로 소독을 시행하면 되나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소
독한 후 보관은 어떻게 하고 며칠 보관 가능할까요?
suction line이라 하면 silicon tube를 말합니다. 
suction tip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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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98            재활병원           없음               없음               없음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바・른・세・척・과・소・독 163162

2018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참고문헌]

[제조사 권장사항] 사례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기구별 소
독 수준 등)
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기에 속한다.
    나. 소독 수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다. 주의사항
    1)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하도

록 한다.
    2)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
    3)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시킨다.

5. Small-volume medication nebulizers : in-line and hand-held nebulizers
    a. Between treatments on the same patient : clean, disinfect; rinse with sterile water

(if rinsing is needed), and dry small-volume in-line or hand-held medication neb-
ulizers (292;306;1024). 

         (See recommendation III-A-1-c if rinsing with sterile water is not feasible.)
         CATEGORY IB

[답변]
1. Nebulizer kit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9조의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
침] 제3조(기구별 소독 수준 등) 에 따라 준위험기구로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멸균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하나 법적
으로 멸균 제품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
다. 
원내에서 소독방법을 결정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겠습
니다.

● 네블라이져 관리
감염관리 순회를 하면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네블라이져 제품이 멸균 제품이 아닌, 일반 비닐 제제
(비멸균) 개별포장된 제품으로 입고 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위 사실을 납품사에 확인결과 비멸균 개별
포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멸균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
다. 
네블라이져는 호흡기 치료기구로 멸균 물품으로 입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그렇지 않으면 자체 멸균소독 혹
은 고수준 소독 후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듯합니다.) 납
품사 또한 국내 80% 이상이 비멸균으로 다수가 전국
병원에 입고되고 있다며 질의하는 제가 오히려 의아하
다는 반응입니다. 
1. 네블라이져를 기존 제품사를 변경하여 멸균된 제품

으로 입고하려고 하는데, 멸균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련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근거 있다면
요청해봅니다. (멸균된 제품을 개별환자에게 적용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여겨지는데 맞는 의견인지
요?)

2.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개별환자에게 나누어 주어
사용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주사
약 미세 가루가 네블라이져를 막히게 하므로 사용한
후 수돗물로 헹구고 증류수로 헹군 다음 말려서 사
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원 환자는 1주 단위로 새
로운 네블라이져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재사용
시 EO나 고수준 소독을 매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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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주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멸  균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  상

노출 시간

종류 
및 

방법

일부 준위험기구 및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에탄올 또는이소프로판올(70-90%)

글루타르알데히드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이소프로판올 등)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0.2% 과초산(50-56℃에서 12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활성 유리염소가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 + 0.23%과초산, 1% 과산화수소 +0.08% 과초산)(3-8시간)
- - -

각 방법 마다 (     )안에 표시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공기(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3-30분)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답변]
고수준 소독 후 수돗물로 헹구고 알코올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질
문하신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2번의 경우, 침적용 알코올의 교체 주기나 소독
효과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고, 3번의 경우 역시 알코올 솜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
지, 제조한 솜의 보관 방법과 유효기간을 얼마로 책정
할 것인지, 솜을 잡을 때 멸균 장갑을 착용할 것인     지
등, 적용과 관리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
안하셔서 ‘멸균’ 증류수로 헹구는 것과 동일한 멸균 상
태 유지의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 고수준 소독과 세척
산부인과 초음파 프르브와 같이 고수준의 소독 과정
중 헹굼을 수돗물로 하는 경우, '수돗물로 헹군 뒤 알코
올로 닦아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병원은 알
코올을 뿌려서 마무리 후 건조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알코올 사용량이 많아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입니
다.
고수준 소독 후 헹굼의 마무리 단계를
1. 알코올을 뿌려서 닦을지?
2. 알코올에 담궈도 되는 것인지?
3. 혹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도 되는 것인지?
위의 세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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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소독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
진 질환은 첨부해드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5]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독방법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용 식기를 사용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폐
기, 배출하시면 되고 소독 상으로 공급하신다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비닐커버나 대형 락앤
락통 이용)으로 수거하시어 [별표6]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소독하시면 됩니다. 
(락스를 이용한 소독이나 끓이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
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해당 환자의 식기도 원내 규정에 따라 소독관리 하시
면 되겠습니다. 

● 격리환자 잔반 처리 관련 문의

격리환자 잔반 처리를 저희 병원에서는 락스에 침지하
고 소독한 후 격리 의료폐기물에 분리해 배출하고 있
습니다. 
최근 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다시 내
렸는데요. 환경청에서는 잔반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 후 단, 격리환자 잔반의 경우 질병관리본
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리환자 잔반을 락스에 침지하면 소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폐기물도 아닌데 합성수지 격리 의료폐
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지침과 함께 문의합니
다. (현재 처리비용 부분이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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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4.12.31.>
    

소독의 기준(제35조 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 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바닥 등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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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서족(鼠族)이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별표 6] <개정 2013.3.23>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

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流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

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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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

를 해야 한다.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답변]
C형 간염에 대한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침에 제시
되고 있지 않고, 신장학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
입니다. 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고 구분
하지 않고 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HIV 감염 역시 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IV
감염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는 구분하여 투석을 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소변기를 개별 사용하는 경우 소독에 대하여 제시되
는 것은 없으나 개별 사용의 경우 개별 환자(또는 보호
자)가 관리하고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투석장비 사용 구분

혈액 투석 시,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은 기기를 구분해
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투석 가이드에는 C형간염과 HIV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염기전상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불충분한 것인지 그렇다면 구
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C형간염은 케이스가 많아서 일단 구분하여 사용하고
는 있는데 HIV는 사례가 적고 기기까지 구분하기에
장비 가동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소변기를
재사용하지 않고 개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회 또는
주기적으로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0

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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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준위험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민원이 있
어 일회용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 설압자 멸균

소아청소년과에서 환아의 구강검진시 일회용 설압자
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멸균된 설압자만 사용해야되
는지 아님 청결한 설압자만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
다. 
설압자도 구강점막에 닿는 소모품이라 준위험기구에
해당되는지 의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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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390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재단법인/일반종합병원

[답변]
A) cdc Disinfection & Sterilizaion에 의하면
    Storage. Studies in the early 1970s sug-
gested trays remained sterile for varying periods
depending on the type of material used to wrap
the trays. Safe storage times for sterile packs vary
with the porosity of the wrapper and storage con-
ditions (e.g., open versus closed cabinets).
Heat-sealed, plastic peel-down pouches and
wrapped packs sealed in 3-mil (3/1000 inch) poly-
ethylene overwrap have been reported to be ster-
ile for as long as 9 months after sterilization. The
3-mil polyethylene is applied after sterilization to
extend the shelf life for infrequently used
items967. Supplies wrapped in double-thickness

muslin comprising four layers, or equivalent, re-
main sterile for at least 30 days. Any item that has
been sterilized should not be used after the expi-
ration date has been exceeded or if the sterilized
package is wet, torn, or punctured.
Wrapped in double-thickness muslin comprising
four layers, or equivalent인  경 우  30 일 , Heat-
sealed, plastic peel-down pouches and wrapped
packs sealed in 3-mil (3/1000 inch) polyethylene
overwrap일 경우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팀이나 EO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멸균
방법 구분 없이 병원의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 포장재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감염 초보라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EO 가스 소독
을 돌릴 때 사용하는 포장 팩 관련 문의드립니다. 
포장 팩이 EO 가스 소독, 스팀 소독 모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포장 팩에 린네류(거즈)를 넣고, 스팀 소독을 돌
린다면, 유효기간은 6개월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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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197                                       없음             간호부       4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요양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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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entral line insert 시 클로로헥시딘 피부 소독이 포
비돈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현재 CDC
에서 클로로헥시딘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CAG 등의 시술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으나 최
근 SSI 예방을 위한 CDC 가이드라인을 보면 alcohol-
based antiseptic agent 사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rec-
ommend 하고 있고 그 안의 antiseptic agent 에 대
해서는 클로로헥시딘과 포비돈은 피부세균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CDC 가이드라인과 WHO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
겠습니다.
*참고 자료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of Surgical Site
Infection, 2017

2) WHO Surgical Site Infection Prevention Guide-
lines 

    Web Appendix 8 
    Summary of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surgical site preparation 

● 심혈관촬영실 내 시술 전 피부 소독 관련 문의

현재 원내에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C-line inser-
tion이 필요한 경우 심혈관촬영실에서 시행하고 있습
니다. CDC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존 베타딘으로
시행하던 피부 소독을 클로로헥시딘으로 바꿀 것을 권
고 하였는데, 심혈관촬영실에서 C-line insertion 이
외에 다른 중재 전에도 모두 클로로헥시딘으로 피부
소독이 가능한지 문의 하여 질문 올립니다. 
인터넷과 서적을 찾아 봤지만 심혈관촬영실 내 피부
소독제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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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400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답변]
1) CDC 지침(Recommendations for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ns Among Chronic
Hemodialysis Patients. April 27, 2001 /
50(RR05);1-43)1 과 국내지침2 에 따르면 기기 구

분은 B형 간염에서만 권고되고 있고 C형 간염과
HIV 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염관리지침과 표준주
의를 준수하되 기기 구분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
다. 링크해드린 자료1의 32쪽을 확인하시면 투석실
에서의 C형 간염의 전파 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연
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CDC 자
료3에 따르면 투석실에서의 C형 간염 전파에 대해
보고되었고 감염관리지침의 미준수 및 환경관리 미
흡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투석실에서의 HCV나 HIV에 대한 투석기기 구분
등에 대한 지침의 변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파 사
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C형 간염 환자 투석 시 관리
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
l/rr5005a1.htm(파일도 첨부함)
참고 자료 2.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파일 첨부)
참고 자료 3.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
l/mm5808a2.htm
2) 소변기를 개별 사용해도 소변기의 관리는 동일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독제를 환자나 보호자
에게 취급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 혈액매개감염질환 혈액투석장비 구분과 개별소변기 소독

주기

혈액 투석 시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은 기기를 구분해
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투석 가이드에는 C형간염과
HIV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염기전
상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불충분
한 것인지 그렇다면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
다. 
C형간염은 케이스가 많아서 일단 구분하여 사용하고
는 있는데, HIV는 사례가 적고 기기까지 구분하기에
장비 가동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를 재사용하지 않고 개별 사용해도 매
회 또는 주기적으로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일반병동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소독제를
취급하도록 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되어 문의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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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404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외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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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위생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도중에 sur-
gical glove 내에서 빠르게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적
절한 손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톱 밑 부위 등 놓치
기 쉬운 부위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 외과적
손위생 시에 솔(brush)을 사용했지만, 솔을 이용해서
손위생을 하는 경우에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피부
손상이 발생한 손에서는 세균이 더 잘 증식해서 수술
부위를 오염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스펀지가 보급되어서 사용되고 있으
며, 일회용 스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솔을 이용하는
손위생 수준의 제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스펀지를 사용하지 않고 항균비누와 손소독제(alco-

hol과 chlorhexidine 함유)를 이용해 적절한 손위생
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대하는 제균효과를 얻을 수 있
으나, 손이 오염되는 작업을 한 경우에는 일회용 스펀
지를 이용한 손위생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회용솔은 1회용으로 허가가 된 것이며 재활용시 세균
오염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물품의 특성상 멸
균과정 중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재활용에 관련한 지침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CDC 가이드라인:  https://www.cdc.gov/
handhygiene/providers/guideline.html
WHO 가이드라인 :
https://www.ncbi.nlm.nih.gov/books/
NBK144036/ 

● 외과적 손위생의 솔 사용

현재 본원에서는 외과적 손위생 시 스크럽솔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다 단가 등의 이유로 재사용솔을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
료기관의 감염관리 등 지침을 참고해봐도 솔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고만 되어있고, 재사용 솔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재사용
솔을 멸균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이드에 어긋나는 행동
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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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271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답변]
풍량과 면적으로 고려하여 시간당 10회, 15회가 되는
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기 횟수는 결국 방 전체의 공기가 교환되는 횟수이
므로 풍량과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량이 많으면 시간당 공기교환횟수가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시설팀에서 각 병실의 크기와 풍량등을 고
려한 환기횟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환기 횟수에 관해

공급실은 환기 횟수가 시간당 10회, 수술실은 시간당
15회라고 정해져 있는데, 시설과에서 하는 말이 풍량
이 많으면 횟수를 지킬 필요 있느냐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책에는 횟수만 나와 있고 풍
량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요. 횟수가 적더라도 나가는
풍량이 많으면 환기 횟수는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하
여 질의 합니다.

66

병상 수
        206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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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 추천하는 혈액 매개 관련 혈액
검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VDRL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으니 HBV,
HCV, HIV 검사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원 시 기본검사로 진행하고 있습
니다.

● 혈액매개주의 질환 감별
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원 시 혈액매개주의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VDRL, HCV, HIV, HBV 혈액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모두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노인환자임을
고려할 때 어떤 검사를 우선으로 해야 할지 주기는 어
느 정도로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료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전문
가 선생님들의 귀중한 소견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병상 수
        307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2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1

직 원 감 염 관 리
• • • • • • [답변]

감염관리실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야 하고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및 간호
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담 인
력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에 나와 있
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
해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감염관리실 담당 간호사 경력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자격요건에 명시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업
무 담당자 요건이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있
을까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증? 학위 등??
연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관련 교육 이수 받는 것 이
외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상 수
        307           의료법인           없음         감염관리실         2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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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써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②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2015.12.23., 2016.10.6.>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8.2.]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2.8.2.>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개정 2016.10.6.>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시행일 : 2018.10.1] 제46조 제1항

    출처 :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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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신설 2016.10.6>
[별표 8의3] <개정 2016.10.6>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제46조 제3항 관련)
    1. 교육내용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활, 감영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

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뱡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
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
은 것으로 본다.

    나. 종합병원
구  분 100~300병상 301~600병상 601~900병상 901~1,200병상 1,201~1,500병상 1,501~1,800병상 1,801~2,100병상 2,101 병상 이상
의  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의료기관의장이 인정하는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답변]
실습 학생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실습 학생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으나 실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정책을
개설하고 이를 근거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실습학생 검사결과지 및 예방접종 확인관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결핵관련 실습
학생 Chest PA 검사결과지 및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항체 양성자 혹은 과거 해당 질환 앓은
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확인 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요. 혹시 실습 학생 Chest PA 검사결과 및 예방접종 확
인을 받을 때 이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상 수
        294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12년 4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3

사단법인/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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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자에게 감염원이 없을 경우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
항이 없습니다.

● 직원 주사침자상 발생 시 혈액검사
중소병원 감염관리실 담당자입니다. 
직원에게 주사침자상이 발생했을 때, 감염원인 환자가
혈액학적인 감염원이 없을 경우 일지라도 내과 진료
후 면역혈청검사를 1회 시행하고 추후 6개월 후 F/U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의 F/U을 하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시
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어떤 감염원도 없을 경우 면역혈청검사를 시
행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병상 수
         89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4

의료법인/안과전문

[답변]
“외부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침
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간호사, 예방의학자, 보
건소 담당자 등 구체적인 직군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
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관리 전문가”라 하면
감염내과 의사나 감염관리 간호사 등을 말하고 있으므
로 이에 준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는 감염관
리를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도 되
는 것인지, 감염전공자가 아닌 내과나 타과 의사도 가
능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병상 수
        249                                   일반외과    감염관리실    4년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5

개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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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외부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

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간호사, 예방의학자,
보건소 담당자 등 구체적인 직군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관리 전문가”
라 하면 감염내과 의사나 감염관리 간호사 등을 말
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2.~4. 감염관리실은 의무적 설치로 전담하여 업무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공간은 있어야 하지만 법에서 구
체적으로 단독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라고 명시 된
것은 없습니다.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담 인력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
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에 나와 있
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감염관리 위원회 구성)
1. 감염관리 위원회 구성원중 반드시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가요?
    (내부인력 (병원장, 간호부장, 진단검사 팀장 등)으

로 구성하면 안 되는지요?)
2. 200병상 기준(중환자실 없음)으로 2018년 9월 30일

까지 감염관리실과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지 아니
면 2017년 4월 1일부터 감염관리실 및 위원회가 구
성되어야 되는지요?

3. 감염관리실이 단독으로 설치되어야 되는지요?
4. 인력 충원이 어려워 감염관리실 전담인력만 하기가

어려운데 다른일(ex. 행정,검진 등)과 중복으로 해
도 되는지요?
병상 수

        201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0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6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써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②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2015.12.23., 2016.10.6.>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8.2.]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2.8.2.>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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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개정 2016.10.6.>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시행일 : 2018.10.1] 제46조 제1항

    

    
[별표 8의2] <신설 2016.10.6>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제46조 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

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배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구  분 100 ~300 병상
의  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301 ~600 병상 601 ~900 병상 901 ~1,2000 병상 1,201 ~1,500 병상 1,501 ~1,800 병상 1,801 ~2,100 병상 2,101 ~2,400 병상 2,401병상 이상

구  분 100 ~300 병상
의  사
간호사

의료 기관의 장이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301 ~600 병상 601 ~900 병상 901 ~1,200 병상 1,201 ~1,500 병상 1,501 ~1,800 병상 1,801 ~2,100 병상 2,101병상 이상

1) 의사

구  분 100~ 200 병상
201~ 400 병상

401~ 600 병상
601~ 800 병상

801 ~1,000 병상
1,000 ~1,200 병상

1,201 ~1,400 병상
1,401 ~1,600 병상

1,601 ~1,800 병상
1,801 ~2,000 병상

2,001 ~2,200 병상
2,201 ~2,400 병상

2,401 병상이상
간호사

의료 기관의 장이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7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2)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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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염관리실은 의무적 설치로 전담하여 업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간은 있어야 하지만 법에서 구체적으로
단독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
다.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으로 전담 인력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에 나와 있
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
해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관리실 관련 질문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예로 원무과
소속 행정직원이 감염관리 전담을 한다면 원무과 내에
서 업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상 수
        201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0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7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별표 8의3] <개정 2016. 10. 6>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제46조 제3항 관련)
    1. 교육내용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활, 감영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

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뱡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
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처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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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써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②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2015.12.23., 2016.10.6.>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8.2.]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2.8.2.>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개정 2016.10.6.>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시행일 : 2018.10.1]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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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신설 2016.10.6>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제46조 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

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배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구  분 100 ~300 병상
의  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301 ~600 병상 601 ~900 병상 901 ~1,2000 병상 1,201 ~1,500 병상 1,501 ~1,800 병상 1,801 ~2,100 병상 2,101 ~2,400 병상 2,401병상 이상

구  분 100 ~300 병상
의  사
간호사

의료 기관의 장이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301 ~600 병상 601 ~900 병상 901 ~1,200 병상 1,201 ~1,500 병상 1,501 ~1,800 병상 1,801 ~2,100 병상 2,101병상 이상

1) 의사

구  분 100~ 200 병상
201~ 400 병상

401~ 600 병상
601~ 800 병상

801 ~1,000 병상
1,000 ~1,200 병상

1,201 ~1,400 병상
1,401 ~1,600 병상

1,601 ~1,800 병상
1,801 ~2,000 병상

2,001 ~2,200 병상
2,201 ~2,400 병상

2,401 병상이상
간호사

의료 기관의 장이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7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2)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종합병원

    
[별표 8의3] <개정 2016. 10. 6>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제46조 제3항 관련)
    1. 교육내용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활, 감영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

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뱡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
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처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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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단순히 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검사를 시행해도 법적인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괄호 안의 문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
무하게 된 경우)의 의미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
우 이에 맞춰 검사를 시행)과 법이 제정된 취지를 생각
했을 때 “신규 채용한 날”을 가능하다면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로 간주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
니다.

● 신규직원 결핵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본원의 신규직원 결핵 검진을 합격통보를 한 후
배치 전에 chest pa를 촬영합니다. (채용 후 1개월 이
내 근무함)
그런데 의료법에 명시된 문구를 보면 "신규채용(휴직,
파견 등이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사
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인데 정확한 기준을 알
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 통보
(입사일) 전에 chest pa를 촬영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위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시 chest pa를 촬영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한 직
원 입장에서 촬영을 2번해야 하고 비용부담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현재 병원 시스템으로는 입
사일 7일전 검사를 하고 입사일 통보를 받고 있습니
다.)

병상 수
        268           지방공사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0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08

[답변]
저희 원내에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 관련
논의되었던 회의 결과 병동에서 skin test를 시행하되,
skin test용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것으로 결정되
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병원에서도 보험심사팀, 진료과, 간
호부 등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한 주사실무와 관련하여 항생제 AST용
안전한 주사 실무와 관련하여 항생제 AST와 관련하여
주사 전 항생제 반응검사를 시행할 경우 조제 후 바로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ST용으로 한 바이알을 조제해서 사용하고 폐기하고
주사시 새 바이알을 조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요?

01

항 균 제 관 리 프 로 그 램
• • • • • • • • •

병상 수
        150                                       내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개인/척추・재활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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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식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 인플루엔자 격리식
플루 다인실 코호트(플루 병식 구분)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루 환자들도 격리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요?

01

유 행 발 생 관 리 서 비 스
• • • • • • • • •

병상 수
        281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5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답변]
원칙적으로는 A형 인플루엔자 감염환자와 B형 인플
루엔자 감염환자는 서로 달리 격리해야 합니다. 
교차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실 사정으로 같은 병실에 있어야 한다면 서로
접촉주의와 비말주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격리방법
인플루엔자 격리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A, B 구분하여 격리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
는데 반드시 구분하여 격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
다. 
병실문제 등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는
데 격리부분은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02

병상 수
        299                개인               없음             간호부              1년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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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기주의 환자를 음압격리실에 격리하고 격리실이 없
는 경우 가능한 다른 시설로 이송을 고려하는 것을 권
고하긴 하나, 다른 시설로 이송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
해야 하며 감염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로
부터 병실을 최대한 멀리 배치하며 음압이 안 되므로
병실 내에서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의료 관련 감염 표준예방
지침(2017)을 참조하세요.~

● 공기매개전파 질환 환자 입원시 격리실 운영 지침
공기매개전파 질환 – 결핵, 수두 등 환자 입원관리에
있어 격리실 운영에 문의사항 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된 2주기 병원인증 규정에 공기매개 주의 감염병
환자 격리병실은 1인 음압격리병실을 구비해야 된다
고 하는데(음압 &헤파필터 시설을 갖춘) 그 시설을 갖
추지 않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병원은 공기매개 주
의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야 하나요?? 아니면 음압 + 헤파필터 운용하는 격리병
실에 환자를 둘 수 없을 경우 1인 음압격리병실 제공이
불가능하면, 단시간 동안 시간당 적어도 6회 이상, 가
능한 12회 이상의 공기순환이 되는 헤파필터 시스템을
갖춘 병실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현재 병원에 독립된 공간에 1인실을 4개 가지고 있는
데 격리구역이라고 표시된 자동문과 순환이 가능한 음
압시설은 가지고 있으나 헤파필터는 없습니다. (헤파
필터 설치비용이 4개소인데 1억 이상 시설비가 필요하
다더군요) 중소병원 (120병상)에서 그 설비가 없으면
아예 공기매개 주의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는 것인지 300병상 이상은 필수적으로 갖추되 그 미만
병원은 설치가 불가할 시, 예전 메르스 이전 감염관리
지침에 보면 결핵 환자도 격리음압병실 제공 불가 시
단독 독립된 공간에 환자가 위치하고 외부 환기를 잘
시키도록 하면 안 되나 궁금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1. 120병상인 병원에서 음압/헤파필터 시스템 없이 결

핵, 수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입원해야 한다면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화장실에 세면실이 같이 있고. 식사는 따로
제공되나 개별 전실은 없는 1인실 공간에 입원환자
를 둘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자료이긴 하나 결핵 관리지침에서 발췌하였습
니다. 
1. 병실 배치
① 가급적 음압이 설치된 1인실 격리실에 격리한다. 같

은 미생물에 의한 환자는 같은 병실에 수용할 수 있
다. 

② 격리실에 있는 동안에도 환자는 기침을 하거나 재
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 

③ 격리실 문은 항상 닫아 두고 음압격리병실이 아닌
경우 창문으로 환기를 자주 한다.

03

병상 수
        120         군 의료기관        내과         수술중앙공급과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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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공기주의 : 환자의배치
5.5.2.1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배치한다[30]. (IB)
5.5.2.2   공기주의 환자가 음압격리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해야 한

다[13]. (II)
5.5.2.3   음압격리실은 환자의 개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이 있어야 하고4 의료진을 위한 손위생 시설이 있어야 한다

[36]. (IB)
5.5.2.4   홍역이나 수두처럼 각 감염병마다 바이러스가 동일한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다. 활동성 폐결핵은 균주의

특성과 전염력이 다를 수 있어 방을 공유하지 않는다[36]. (IB)
5.5.2.5   공기주의 격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격리실이 있는 다른 시설로 이송을 고려한다. 다만 다른 시설로 이송이 용이하

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술된 5.6.2.6 원칙에 따라 환자를 배치한다[30]. (II)
5.5.2.6   공기주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공기주의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배치를 해야 할 때에는 감

염관리 전문가와 상의한다. 동일한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은 코호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감염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로부터 병실을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한다[30]. (II)

5.5.2.7   외래에서 공기전파가 가능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30]. (IA)
5.5.2.8   외래에 내원한 공기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공기주의 격리실로 이동해야 한다. 사용이 가능

한 격리실이 없다면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씌우고 진료실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환자가 대기했던 진료실은
충분한 시간을 환기시켜야 한다[30]. (IB)

5.5.2.9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예절 준수를 안내한다. 환자는 공기주의 격리실에서
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격리실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30]. (IB)

[답변]
폐결핵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약하고 균이 사멸되더
라도 dead bacilli 자체로 PCR은 양성으로 보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객담 AFB 검사로 격리 여부 해제를 판단합니
다. AFB 음성이라면 격리 해제합니다. 
가끔은 dead bacilli도 AFB 양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환자의 임상 양상, 흉부 사진 변화, 객담 AFB
+ 양의 변화로 호전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하게 됩니다.

● M.tb PCR 양성환자의 격리
결핵 진단 후 객담도말 검사 양서(4+)나와 격리 치료
후 퇴원 하셨다가 15일 만에 다시 입원하셔서 입원 시
객담 도말 검사 회 모두 음성 나와 일반 입원실로 입원
하여 치료하는 환자입니다. 
5일 후 M.tb PCR에서 양성이 나왔는데요. 이러면 다
시 환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04

병상 수
        211                                 호흡기내과  감염관리실   1년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지방공사/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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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감염된 후에도 2~6주간은 무증상일 수 있으므로 증

상이 없는 사람도 예방적 도포가 필요합니다. 환자
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
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옴은 증상 발생 2~6주간의 잠복기가 있고 그 기간에
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증상 발생일을 기준
으로 6주 전 접촉자부터 치료를 고려하시면 되겠습
니다.

3) 매트리스 및 가구 등의 품목은 세척할 필요는 없지
만, 겉 천이 씌워진 가구 등을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살충 소독해야 합니다.

4) 세탁 전 세탁물 보관 장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용한 옷이나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구 등에서
진드기 개체가 3일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사용한 침구 등의 세탁물에 접촉을 피해야 하겠
습니다.

● 옴 관리
공동간병인 병실 5인실에서 한 명의 환자가 옴 확진 진
단, 간병인 1인 옴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5월 15일 외과 병동 입원 → 5월 21일 간호간병
통합 병동 → 6월 12일 공동간병인 병실로 전동하였습
니다. 옴 진단일은 7월 21일이며 현미경으로 확인했다
고 합니다.
환자는 뇌교 출혈로 사지 마비가 있으며 t-tube, L-
tube 삽입 중, 의사 표현은 가능하며 가려움 호소, 연
고 도포 후 가려움 감소를 반복하다가 퇴원 후 요양원
입소 전 가려움으로 보호자가 피부과 진료를 보며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원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으며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하여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받
았습니다.
1. 공동간병인 병실 5인실에 같이 계셨던 환자와 간병

인에게는 린단 로션 제공. 직원 중 가려움, 발진 등
옴 의심 증상 호소자 없음. 환자가 이동한 병동의 환
자, 병동 직원(간호사, 이송기사 등)에 대해 전부 예
방적으로 린단을 도포해야 하나요? 치료범위를 누
구까지 해야 하는지, 증상이 없어도 바르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접촉자가 광범위한데 기준일을 입원일로 해야 하는
지, 옴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3. 매트리스며 병실을 살충 작업을 해야 하나요? 
4. 세탁실 공간이 협소하여 옴 환자 세탁물을 병동에서

3일 이상 보관했다가 세탁실로 내리고 외주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바닥에 두어도 되나요?

05

병상 수
        292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지방공사/일반종합병원

[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및 인증기준에 부합하기위
해서는 공기주의 격리지침이 적용되는 환자들은 음압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음압격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음압 1인실에 시간당 6회 이상 공기 순환
이 가능한 헤파필터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동형 음압
기를 설치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염성 결핵환자 1인실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의 비음압 1인실 입원 관련 문의드립
니다. 현재 비음압 1인실의 경우, 인접병실과 공조시스
템이 연결되어 있어, 결핵환자 입원시 인접병실로 병
원체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입원 시
해당 병실의 공조를 차단(급기와 배기를 잠금)하여, 인
접 병실로의 공기유입을 차단하여, 전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이 현행법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3. 입원치료의 방법"의 "나" 따르면,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음압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
기 때문에, 병원 상황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증기준에 따르면, “음압격리병
실이 불가한 경우는 시간당 6회 이상 공기 순환이 가능
한 헤파필터 시스템을 갖춘 병실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상황이 인증기준에는 부합하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요? 공기전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음압 1인실에 헤파필터를 설치하거나, 이동형 음압
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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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370                                 예방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의료법인/일반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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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CRE 환자는 1인실 격리 또는 CRE 환자끼리만 병실

을 공유 (코호트 격리)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1인실 격리를 하시고 1인실이 부족한

경우 코호트 격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카바페넴 내성으로 의뢰된 모든 균주에 대해서 카바

페넴 분해효소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단순 CRE 보균 상태라고 한다면 가정으로 퇴원은

가능합니다.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사전에 CRE 보균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4) CRE 보균 환자를 격리 해제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3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으로 3회 이상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CRE 환자 접촉으로 인한 보균 검사의 경우 1~2일
간격(1일 이상 간격) 2회 시행하시면 됩니다.

● CRE에 관하여
1) CRE 발생 시 코호트 격리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

요?
2) CRE 균주 연속 positive check 시 CPE 검사는 매

번 시행되어야 하나요?
3) CRE 보균자이며 임상 증상 없으나 검체에서 계속

positive시 퇴원은 주치의 판단하에 언제든지 가능
한가요?

4) CRE 보균 검사는 연속 2회를 꼭 시행해야 하나요?

07

병상 수
        292                개인        순환기내과  감염관리실       2개월

의료기관유     형 감염관리담당의사 감염관리담     당 감염관리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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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1_  Homepage
       www.iccon.or.kr
2_  Facebook
       www.facebook.com/iccons2012
3_  Addr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길 6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별관, 3층 
       임상의학연구소 ICCON 사무국 (우)07440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948-1, Daerim-1dong,  
       Yeongdeungpo-gu, Seoul
4_  Contact Information
       Office Mobile  010-3090-5281 
5_  E-mail
       iccon@iccon.or.kr
<질의회신 방법 안내>
감염관리 자문은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사이트 (http://www.iccon.or.kr/) 가입 승인 후

상단 메뉴의 ‘자문서비스’ 내 ‘감염관리 자문’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감염관리 자문에 관련한
내용은 개별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서 기술을 해 주셔야 더욱 양질의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항목
1. 다제내성균관리
2. 발생부위별 감염관리 활동
3. 올바른 세척과 소독 
4. 직원감염관리 
5. 항균제 관리 
6. 유행발생관리 

더 자세한 문의는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