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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전한 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에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감염관리 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하였

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기반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감염관리는 의료기관의 리더십을 포함한 조직과 전문 인력의 지식 및 경험

이 요구되는 활동이므로중소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뒷받

침되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자문시스템 개발(201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자문 및 방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000여개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 입 하 여  자 문 을  받 고  있 습 니 다 .  

  특히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을 통해 시범적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중심 

컨설팅과 교육모델이 되어 2017년에는 서울, 경기, 천, 대전/충청에서 성공리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과 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이 추가되어 총 6개의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경남지역에서도 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축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간한 본 자문집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나아가 의료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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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 용역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자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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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기반의 감염관리 

영역을 발굴하여 교육과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I CCO N 의  장 점 은  “ 중 소 병 원  감 염 관 리  네 트 워 크 ”  홈 페 이 지 를  통 하 여  중 소 병 원 의  감 염 관 리 

실무자 또는 책임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전문가 그룹에 직접 자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으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 전문가로부터 이론과 실제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CCON 

홈페이지 개설 이후 지금까지 1000여개 이상의 중소병원이 가입한 상태로 온라인 자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이용은 수 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ICCON에서 시행한 요로감염 감시 교육 및 운영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 0 1 6 년 부 터  시 작 한  지 역 사 회  네 트 워 크  구 축 과  교 육 도  좋 은  평 가 를  받 아  사 업  지 역 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문 요청이 계속되어 ICCON의 역량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해  발 간 하 는  자 문 집 은  I C C O N 을  통 해  의 뢰 된  자 문 들  중  중 소 병 원  의 료 현 장 에 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염관리의 문제점을 모아 이에 대한 해법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감염관리의 원칙과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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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의 확장과 질 향

상을 통해 더 나은 감염관리 네트워크 운영과 자문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I C C O N 을  운 영 할  수  있 게  도 움 을  주 신  질 병 관 리 본 부  관 계 자  여 러 분 에 게  감 사 를  드 리 며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실히 자문활동을 수행해주신 자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사업 책임자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엄중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이재갑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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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t

자문 위원단

자문위원장 엄 중 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간사 이 재 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운영관리
박 현 정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황 송 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자문위원

김 진 용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내과

김 진 실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관리실

송 준 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 진 숙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관리실

이 희 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신 명 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박 선 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감염내과

유 현 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감염관리실

김 신 우 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서 유 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김 영 근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감염내과

이 혁 민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 진 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감염내과

박 은 숙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최 지 연 중앙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홍 혜 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관리실 

안 진 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유 시 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김 성 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관리실 

김 수 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관리실

박 혜 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관리실

조 난 형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김 진 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관리실

성 기 령 단원병원 감염관리실

천 희 경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10 11
2019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자 문 위 원 단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12 13

Ⅱ. 감염관리 문의 / 회신 현황

1. 다제내성균관리
                                         
2. 발생 부위별 감염관리 활동
                             
3. 올바른 세척과 소독   
                                       
4. 직원 감염관리
                                                    
5.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
                                        
6. 유행발생관리 서비스

14
                           

33
                                             

66

175

199

200

2019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02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답변]

● 보고서 

다제내성균 발생 시 사용하는 보고서나 체크리스트 

양식을 구할 수 있나요?

질 병 관 리 본 부 의  < 2 0 1 8 년 도  의 료 관 련 감 염 병

(VRSA,CRE) 관리지침> 감염병발생 신고서 양식 등

을 참고하시고, 원내 기준에 맞춘 자체 지침을 마련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0
재단법인/

일반종합
내과 간호부 3개월

 참고.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 감염병발생 신고서 양식>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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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균 선별방법 

급성기병원의 경우 입원 시 선별검사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관리할 수 있겠지만, 재활병원의 경우 입원 

시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전 병원

에서 다제내성균이 발생한 경우, 검사 결과지를 가지

고 오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다제내성균에 대한 선별을 위한 방법

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VRE 동일 병실 환자 격리해제 관련 문의

VRE 환자가 발생하여 격리시키면서 함께 방을 썼던 

환자들도 모두 rectal swab진행하였습니다. 모두 1

회 음성이 나왔습니다. VRE 양성 환자의 경우는 3회 

검사 실시한 후 격리 해제인데, 함께 방을 쓴 환자들 

경우는 몇 번 실시하면 되는지요? 방을 함께 사용했

던 이유만으로 검사는 진행했는데 퇴원을 하기로 해

서 제가 찾는 규정이나 지침에는 설명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논문을 살펴보면 최근 병원 노출력, 항생제 사용력,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만 실제 임상적으로는 직접 검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

다. 

만약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환자를 대

상으로 접촉주의에 준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제내성균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능동감시 간격에 대해서는 국내 지침에서는 최초 선

별검사 후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제내성균 보균자임

을 의미하므로 보균자 관리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별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일상적인 상황

에서는 지속적인 능동감시를 권고하지 않으나, 유행

상황에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 간격으로 

능동감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침에

서는 최초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최초 검

사 시행일로부터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검사를 

시행하여 2-3회 연속 음성을 확인한 후 에 격리를 해

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uropean Society of Clinical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관리지

침에서는 중환자실 재원, 장기간 항생제투여, 기저질

환이 및 침습적기구 및 수술력 등의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에서는 정기적으로 능동감시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CRE의 선별검사 

및 능동감시는 의료기관 내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보고가 있어서, 세계

보건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지침에서 CRE에 대한 선

별검사와 능동감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능동감시배양을 포함한 감염예방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비용, 공간 등 

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의료종사자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감시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감염감시 등을 통해 위

험 평가를 시행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우선순위를 결

정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환자에서 무슨 종

류의 다제내성균을 대상으로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떠

한 배양검사 방법으로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

고, 의료종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와 의사소통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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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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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 제 내 성 균 관 리

[답변]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00 국립 내과 감염관리실 1년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20
의료법인/

일반종합병원
내과 감염관리실 3개월



● 다제내성균관리

절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퇴원 후 VER 결과가 나왔

으며 재입원 시 격리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재입원 시 과거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요? 몇 개

월 이내와 이후로 해야 하는지요?

● MRSA

타 병 원 에 서  전 원 오 시 는  환 자 가  있 는 데 

endoscuction (sputum)에서 MRSA가 나왔는데 기

록지에는 의미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건가요? Vanco도 쓰고 있던데요.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격리해제 부분에 보면 “과

거 입원 (3개월 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선제 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

다. 과거 입원은 기준은 3개월 이내 결과로 판단하시

면 되겠습니다.

고위험대상 환자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

제격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니 추가로 참고 하시

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주기적으로 검

사를 시행하였다면 결과에 맞춰 보균 상태인 경우 격

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 고위험 대상환자 : 고위험부서 (중환자실, 혈액종

양부서, 이식부서) 에 입원하는 환자, 의료관련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이전에 VRE 가 검출

되었던 환자, 유행기간 중 VRE 양성 환자와 접촉력

이 있는 환자

객담에서 MRSA가 동정되고 vancomyci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폐렴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

다.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MRSA가 의미 없다고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의미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MRSA의 경

우 국내에서 이미 토착화된 상태로 대학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지만 공간의 여유가 없어 실질

적으로 격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

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전원

을 보낸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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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 제 내 성 균 관 리

[답변]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66 의료법인 내과 간호과 1년 0개월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86 개인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1개월 



● C.difficile 관련

C.difficile 검사를 시행해서 Equivocal 결과가 나오

는 경우 양성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를 드

립니다.

Negat ive에서 Equivocal로,  Posi t ive에서 

Equivocal로 결과의 변화가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

아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quivocal 의 경우 임상 증상을 함께 확인하여 치

료여부와 접촉주의, 격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일

반적으로 C.difficile 양성으로 치료한 경우 치료 후 

지속적으로 독소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전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되

어 있으며 임상 증상 호전 48시간 후 격리해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이미 음성이 나온 경우 반복적으로 

C.difficile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양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반복검사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제내성균 환자 폐기물관리

다제내성균으로 일반병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 의료폐기물박스는 골판지용 의료

폐기물 박스를 사용하는지, 아님 1인실 격리환자에게 

사용하는 합성수지 의료폐기물박스를 사용해야하는

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

방법 )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

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따라서 다제내성균주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

다. 기타 다른 사항은 환경부 민원정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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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 제 내 성 균 관 리

[답변]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20
개인/

척추재활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4
사단법인/

일반
감염내과 간호과 12년 4개월 



[별표 2] <개정 2018. 12. 1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혈청, 혈장, 혈액

       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

    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 공기주의 격리환자 마스크 폐기

공기주의 환자(결핵, 홍역 등)의 체액(타액) 등이 묻

지 않은 N95 마스크를 버릴 때 격리의료폐기물에 버

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지 

않은 물품은 사업장 폐기물로 버릴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질의 드려요.

육안 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환자 병실에서 사용한 N95 

마스크 표면에 홍역 virus가 검출된 연구 자료가 있

습니다.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N95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면 격리의료폐기물에 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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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다 제 내 성 균 관 리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70
의료법인/

일반종합
예방의학과 감염관리실 5개월



● CRE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본원은 몇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 능동감

시를 하고 있습니다.

1. CRE 검사와 신속유전자검사를 같이 하는데 위탁

을 주다 보니 신속CRE 검사가 먼저 나오고 배양검사

는 좀 더 나중에 나옵니다.신속 CRE 검사에서 유전

자 검출 시 사균도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일단 접촉주

의 강화하고 배양검사 결과 확인 후 격리 및 접촉자 

검사를 합니다.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다음은 CRE 접촉자 관련 질문입니다. 다

인실 병실에서 CRE 환자가 나오면 환자는 격리하고 

접촉자는 1일 간격 2회 음성 확인 검사 하는데요.

1. 전실 제한 후 모든 접촉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

올 때까지 전실 제한을 하는지, 모두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음성이 나온 환자는 전실이 필요한 상황

이면 전실을 해도 되는지요?

2. 접촉자 중 1명이 CRE 양성 나오면 음성이 나왔던 

사람이라도 다시 모두 접촉자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3. 저희는 전실 제한을 할 때 입실은 가능하나(CRE 

환자는 격리실로 이동 후) 다른 접촉자들이 모두 음

성이 나올 때까지 전실을 제한합니다. 다른 곳은 어

떻게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CRE 검사와 신속유전자검사 관련 질문

1. 신속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culture 보다 민감도가 높은 검사로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면 양성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 CRE 접촉자 관련 질문

1. 같은 병실 접촉자가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격

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실을 해도 됩니

다.

2. 같은 병실내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한 상황

이었고 해당 시점에 접촉주의를 잘 준수하였다면 음

성인 환자는 격리를 해지하시고 양성인 환자에 대해

서 CRE 로 격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병실내 한 환자 

때문에 검사했던 음성인 환자를 다시 검사하지는 않

아도 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입실과 전실 모두 제한하고 음성으

로 나온 환자에 대해서는 전실이 가능합니다.

● 다제내성균 퇴원 후 관리

입원 중 다제내성균이 배양되어 해제를 위한 F/U 중 

양성인 상태로 환자가 퇴원을 한다면 자가에서 접촉

주의지침을 언제까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현

재 저희는 퇴원 후에는 굳이 해제를 위한 F/U 을 위

해 내원을 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접

촉주의 해제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다제내

성균 6종 모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

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격리해제는 3-7일 

간격 연속 3회 음성일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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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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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해제(다제내성균)

2017년 ICCON Q&A  P.26 내용 중 일부 발췌

격리해제는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

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

으로 3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 

검사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원래 분리되던 부위가 어려운 경우와 혈

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혈액에서 채취한 경우 격리 해제를 

위해서 혈액 채취는 불필요하다고 해석하여 만약 혈

액에서 MRSA 나온 경우 비강도말 배양검사만 실시

하면 되는지요?

혈액배양을 하지 않고 비강도말로 대체하여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 병원 내 환경 배양 문의

본병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병원으로, 문의 드릴 

사항은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의 특수 파트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내시경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공기질 측정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원내에 공기 배양이나, 병실이나 기타 환경에 대

한 배양검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공기

배양검사를 포함하여 병원 환경에 대한 배양검사가 

필수인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병원 환경에서 환경에 대한 배양검사는 필수는 아닙

니다. 다만 미국 CDC는 환경관리의 평가수준을 기

본(level I)과 심화(level II)로 나누었으며, level II에 

적용 하는 행위의 직접관찰, 미생물 배양검사, 형광

표지, ATP측정 같은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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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E 사용 환자 기구 세척

VRE 환경 소독을 락스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 질

문드립니다.

1. VRE 환자가 사용한 기구를 세척 전에 담구는 용

액을 락스에 담군 후 세척해도 되나요? 반드시 높은 

수준의 소독액(예: 오피덱스 액)에 담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VRE 접촉 기구를 세척 전 1000ppm 락

스에 담근 후 세척실에서 세척하고 멸균기에 넣는 과

정을 거쳐도 되는지요?

2. 그리고, 환자들이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 쓰레기도 의료 폐기물에 넣어 

버리나요?

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

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격리 의료폐기물에 관한 비슷한 환경부 문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격리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

행령] 별표 2 규정에 의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 1호

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

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

물을 말하며, 그 외의 격리 환자가 생활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고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의

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고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 되

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락스를 환경소독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구소독

으로는 중간이나 낮은 수준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부

분의 경우 금속의 경우 기구 적합성 등으로 고려하고 

환경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 점차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제 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내시경 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

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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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별표 2] <개정 2018. 12. 1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

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

       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

    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 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

    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9시행,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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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원에 따른 소독방법

본원에서는 락스 500ppm으로 병실바닥을 청소하

고 있습니다. 바닥외 일반 환경은 소독 티슈 및 4

급 암모늄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점은 로터바이러스, c. difficle의 경우 1000ppm, 

5000ppm으로 환경 표면을 소독하라고 규정하였습

니다. 병실 바닥도 똑같이 소독제 비율을 정해야 되

는지 궁금합니다. 

● 접촉격리실 출입 시 손 위생

접촉격리실 출입 시 손 위생 후 장갑과 가운을 착용

하고 출입합니다. 손 위생 수행 시점시 장갑을 벗고 

손 위생을 수행 후 장갑을 다시 착용해야 되나 의문

이 듭니다. 병실 출입 시 손 위생 시점마다 손 위생을 

해야 되는데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면 그 시점마다 장

갑을 벗고 다시 착용하고 수행을 해야 되나요?

개인보호구 착용에서 동일 환자에서 오염된 부위로

부터 다른 부위 (손상된 피부, 점막, 의료기구 포함)

를 접촉할 경우 장갑을 교체하거나 제거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한 환자 내에서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하

는 시점, 예를 들어 체액이 노출되었다든지의 행위

가 있었다고 한다면 같은 환자에서 다른 부위에 접촉

할 때 장갑을 벗고 손 위생을 수행 후 다시 장갑을 착

용하고 환자와 접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CDC와 

WHO에서는 글러브 착용 위에 handrub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C.difficile이나 로타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되는 부분

은 병실바닥, 좌변기 시트, 변기, 침상 및 침대 난간이 

가장 많이 오염되고 문손잡이, 벨버튼, 주입 펌프의 

표면 등이 흔히 오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

실 바닥도 환경 표면으로 간주하여 C. difficile 에 효

과가 있는 농도로 희석하여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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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CoNS 문의

1.   MRCoNS(MRCNS)환자 

예 를  들 어 ,  환 자 의  미 생 물  배 양 검 사  결 과 상

Staphylococcus epidermis 균주가 메티실린에 내

성이 있는 상태일경우에 따로 접촉주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 MRCoNS환자도 다른 환자들처럼 표준주

의만 준수해도 되는 경우, 표준주의준수 하에서는

RCoNS가 타의료 관련감염병처럼 접촉으로 인해 전

파가 되지 않는다고 또는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되어

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MRCoNs 의 경우에도 MRSA 처럼 항생제 사용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격리를 고민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

인 상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하는 미생물 종류는 아닙

니다. 여력이 된다면 하셔도 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 배제하셔도 됩니다.
1. RSV 감염의 경우 감염전파의 risk를 설명하고 동

의할 경우 환자 부담으로 1인실을 사용하거나, 그렇

지 않고 2인실 혹은 다인실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코호트 격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ICU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파방지를 위해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격리실 비용

이 인정되는 균주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방을 옮기지

는 않고 인큐베이터단위로 비말주의에  준하여 치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반병실의 경우 - 신축/증축시- 병상 간 간격 

1.5m, 기존시설의 경우 병상 간 간격 1.0m로 유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경우- 신축/증축시 - 병상 간 간격 2.0m 

(벽으로부터 1.2m), 기존시설의 경우 병상 간 간격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에 따라서 응급실의 경우 소아응급실을 포함한 응

급실 진료구역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상간격의 기준은 침상의 

끝에서 다른 침상의 끝까지의 거리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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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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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 격리 방법 및 병실 침  
   상 간격 측정 기준

1. 최근 메스컴에서 RSV 바이러스 감염 뉴스를 들었

습니다. 만일 원내에서 외래자가 아닌 입원환자 중 

RSV 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환자가 발생 시에는 코

호트 격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신생아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발생 시에는 격

리 침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2019년부터 일반 병실 침상간격 기준이 1m 유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때, 1m 간격 측정 기준은 침상의 어디에서~어

디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침상의 중앙~ 옆 침상의 중앙 또는 침상 끝에서 

끝인지? (침상 사이에 완전히  1m 거리를 두어야 하

는 건 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일반병실과 응급실, ICU, 신생아실, 

NICU 등, 침상 간격 기준이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3
의료법인/

일반종합
신장내과 감염관리 2년 6개월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75
의료법인/

여성전문병원
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 폐렴 진단 시 기저질환에 대해

폐렴 감염 감시 기준 보면 방사선 검사의 주의 사

항으로 "폐 또는 심장에 기저질환(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 폐형성 이상, 폐부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으로 기저질환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외의 기

저질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나열된 기저질환은 단순흉부촬영에서 침윤

(infiltration), 경화(consolidation), 공동(cavity) 

등이 보일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

환이 폐렴과 유사한 X-ray 소견을 보입니다. 폐결핵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인, 폐색전

증, 폐암, 간질성 폐질환 등 많은 질환이 이에 해당합

니다. 그러므로 아래 설명(KONIS 매뉴얼 52P 세부 

설명)을 참고하여 진단하여야 합니다.

(1)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서 원내 폐

렴의 진단은 간혹 증상, 징후와 함께 결정적인 흉부

방사선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하지만 폐 또는 심장질환

(간질성 폐질환 또는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서는 폐

렴의 진단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비감염적인 

상태(가령 비대상성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

가 폐렴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례

들에서 비감염성과 감염성 폐질환을 구별하려면 일

련의 흉부 방사선 사진을 검토해야한다. 어려운 사례

를 확정 지으려면 진단 당일과 3일 전, 진단 후 2일과 

7일의 사진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폐렴은 빨

리 발생하고 진행을 하지만 빨리 호전되지는 않는다. 

폐렴의 방사선학적 변화들은 수 주 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방사선학적으로 빠르게 좋아지는 소견은 폐

렴보다는 무기폐나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비감염성 

과정이라고 시사한다. 

● 혈류감염 진단

고열과 구토로 내원한 환자로 

HD #1 

- Blood culture : Profeus mirabilis 

- Urine culture : Profeus mirabilis

(10000colony), E. faecalis(10000 colony)

- BT : 38.3도

HD #2

- BT : 38.0도

- BP : 80/40mmHg

요로감염 진단은 colony 기준에 맞지 않아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혈류감염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

요?

의료관련 혈류감염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캘린더 

데이로 3일째 발생한 발열과 검사 결과만 진단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HD 2일째까지의 

자료이므로 열이 나든, 혈액배양에서 균이 검출되었

든 의료관련감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 

당일부터 열이 나고 혈액배양에서 균이 배양되었으

므로 본 사례는 POA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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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75
개인/

일반종합병원
마취과 감염관리실 2년 1개월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75
개인/

일반종합병원
마취과 감염관리실 2년 1개월 



● 공기주의 질환 외래 진료시 진단한 경우 환경
관리

공기주의 대표질환인 수두, 홍역, 결핵의 경우 평상

시외래 진료실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하다가 예로 

소아청소년과~환아. 수두 의심 등으로 의사가 진단

한 경우~ 환자가 진료 후 진료실에서 나간 이후~ 등. 

이 경우도 진료실을 환기 위해 1시간을 비워야 하는 

건가요? (외래에서 수두의심환아 빈도는 병원마다 모

두 많을 텐데, 의심이라 확진도 아니고)

입원 아니고 외래 진료실에서 잠깐 머물렀던 경우는 

진료실을 환기위해 적정시간 비워둘 필요까지는 없

는 건지, 같은 공기주의라도 수두, 홍역, 결핵 진단 각

각 다른 건지. 환자가 마스크 하고있었으면 괜찮은 

건지 문의 드립니다.(입원실 지침은 오히려 명확한데 

외래가 더 어렵습니다)

증상 의심정도, 환자의 호흡기 에티켓 준수 정도, 노

출 시간 등을 고려하셔서 결졍하셔야 할 것 같습니

다.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결핵보다 전파력이 높은 수두나 홍역의 경우는 진료

실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진료실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외래에서의 호흡기 위생이 잘 지켜지도록 안내/홍

보/마스크제공/ 대기 공간 별도 마련 등이 필요하면 

접촉의 우려되는 진료과(소아감염,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나 응급실 triage는 이를 고려한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외

래환경에서는 음압이나 공기흐름들에 대한 공조시스

템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쉬운 해결은 아니겠

지만 점차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폐기능 검사 시 일회용 박테리아 필터 
(disposable in line filter) 사용

폐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일회용 박테리아 필터의 사

용 여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일회

용 필터를 사용 중이나, 해당 권고 사항이 특수건강

검진분야 평가 지침에 들어가 있다고 하여, 혹 일반

건강검진 기관이나 일반 의료기관을 위한 지침이 따

로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검사에 대한 

동일한 항목이므로, 특수건강검진분야의 지침을 그

대로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감

염관리 관련 지침이 있는지, 사용해야한다는 근거자

료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일회용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의료 기구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과 관

리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의하신 인라인 필터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나 국내 

감염관리 지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언급하신 ‘특

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분야 정도관리 평가 지침’과 

첨부해드린 CDC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매 환자 

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므로 그대

로 적용하시는 것이 기본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입니

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방법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매뉴얼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권고대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회용으로 제조되었고, 한 환자 사용 후 폐기로 안

내되어 있다면 다른 권고와 무관하게 제조사의 권고

사항을 우선 적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필터를 사용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사용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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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75 의료법인 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개인 정형외과 감염관리실 1개월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분야 정도관리 평가 지침

1. 검사환경 부분의 평가기준

1-1. 부속장비(체중/신장/온도/습도/기압계) 비치 항목

  1)  완전 비치: 부속장비를 모두 비치한 경우

  2)  일부 비치: 부속장비 중 일부만 비치한 경우

  3)  미비치: 부속장비를 모두 비치하지 않은 경우

1-2. 위생상태 및 감염관리 항목

  1)  청결: ①~⑦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검사기 필터, 센터의 청결 및 소독 상태(소독대상 확인)

   ② 예비용 센서를 추가로 보유하거나 프리필터(필터망 앞쪽에 부착하는)를 보유한 경우

   ③ 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Disposable In Line Filter)를 피검사자 1인당 1개를 사용(적정 성능 기준은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효율 각각 99.9% 이상, 12L/Sec(=720 L/Min)이상 유속에서 저항이 1.5cmH2O/L/S 이하, 사강은

       75ml 이하로 한다)

     ※ 사강(Dead Space)은 일회용인라인필터 전체 용적으로 한다.

   ④ 일회용 코마개(적정 성능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사용 여부

   ⑤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 설치 여부

   ⑥ 폐활량 검사실 내 환기시설 설치 여부

   ⑦ 폐활량 검사실 내 소독시설(자외선살균장치)설치 여부

  2)  일부 청결 : 1)의 ①~⑦ 중 5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3)  비위행 : 1)의 ①~⑦ 중 5가지 미만 만족하는 경우

 참고1.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분야 정도관리 평가 지침>  참고2. <CDC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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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뜨거운 물 50~60도로 10~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이 지난 후에 사용한다]라고 감염관리 책에 나

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탁은 위탁업체 통해서 

처리되는데,

1. 세탁과정에서는 옴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도 결국 

일반적인 [오염세탁물]과 함께 섞여서 함께 세탁이 

이루어지는 걸가요? 실제로 [오염세탁물]도 [기타세

탁물]과 세탁과정에서는 섞여서 같은 공정으로 세탁

된다고배운 것 같아서요. 결국 모두 다 섞여서 세탁

이 되는 건지요?

2. 의료기관에서 옴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분리할 때

는 그냥 일반적인 [오염세탁물]에 섞어서 세탁 보내

도 되는 건지요? 별도로 표기해야하는건 아닌지요?

3. 세탁 후 3일이 지난 후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세탁과정에서 모든 세탁물이 섞여오면 어떤 것이 옴 

환자 사용했던 것인지 구분이 안갈 텐데, 현실적으로 

3일 기간을 두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 옴 환자 사용한 방 환경관리는 진공청소기로 한다

고 되어있고, 적합한 환경소독제가 명시되어있지 않

은데 진공청소기로 청소 후 소독제는 일반 환경관리 

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제로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급합니다.

보통 세탁과정에서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 섞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에서의 세탁과정은 일반 가정세탁과 과정이 다

릅니다. 보통의 세탁업체에서의 세탁과정이라면 옴

의 사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심히 걱정

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기관과 연

결된 위탁세탁업체의 세탁방법과 관리방법은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

경 청소는 일반적인 환경청소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옴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감염관리의 옴 예방 및 관리 방법>

7) 예방 및 관리

가) 환자와 접촉자

    환자에 대해 접촉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환자와 접촉했을 때마다 손위생을 지켜서 교차감염을 예방한다. 환자의 피부를 

만질 때는 언제나 장갑을 착용한다. 의복이 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거나 주변 환경이나 환자 주위의 기구와 접촉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가운을 입는다. 가운을 벗은 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표면에 옷이나 피부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

다. 환자에게 옴 치료제를 발라줄 때에는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다. 가피성 옴의 경우 1인실에 격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병

원 또는 요양소에서 환자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 부서에 알려야 한다.

    의료진을 포함하여 접촉자를 추적하여 예방적 치료를 해야 하며, 옴을 진단받은 의료진은 완치될 때까지 반드시 진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노출된 후 길게는 2개월 후에 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옴을 전파시킬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치료받아야 하고, 소아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유치원이나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특히, 딱지옴 환자와 그 접촉자

는 노출 후 즉시 철저히 치료해야 유행을 막을 수 있다.

나) 린넨

    내복과 침구는 항옴진드기제제를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50~60°C)로 10~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

일이 지난 후에 사용한다. 치료시작 전 3일 사이에 피부에 직접 닿은 침구나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기에 돌리고 hot cycle로 

건조시킨다. 진드기는 피부에서 떨어져 3일이 지나면 생존하지 못한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

리건, 수일 내지 일주일간 보관한 후 사용한다.

다) 치료 장비 및 기구

    환자 이송 기구, 피부 크림, 로션 등이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 옴 환자 전용 의료기구와 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

는 의료기구와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오염된 크림이나 로션을 공동으로 사용했거나 공

동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 전파 위험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라) 환경관리

    매일 일반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환경 소독은 권장되지 않으며, 딱지옴 환자가 사용한 방은 진공청소기로 환경표면을 철저

히 청소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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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용액 수액세트 관련 문의사항

1.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정맥주입요법에서 지

질 용액, 아미노센 및 포도당 수액을 함께 주입하는 

TPN은 24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TPN이 

이차수액세트일시 3-way, extension tube도 함께  

24시간마다 교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TPN 수

액세트만 교환해야 하는 건가요? 2. 지질 용제 수액

세트 교환 시 일차 수액세트도 함께 교환되어야 하나

요?

1.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8.2 수액세트의 교환

에서 131. 일차수액세트와 분리되어 있는 이차수액

세트는 간헐적인 수액세트로 간주하여 24시간마다 

교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way, extension 

tube도 같이 오염될 수 있는 가정 하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2. 수액세트 교환 시 일차 수액세트도 함께 교환하시

기 바랍니다.

 참고.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8.2 수액세트의 교환

128. 수액세트는 수액의 종류, 주입방법(지속적 또는 간헐적), 오염 또는 제품의 통합성 요인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정기적인 교환 이외에는 정맥관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때마다 수액세트를

       새로 교환한다.

Ⅲ C

129. 일반수액(지질용액, 혈액이나 혈액성분이외)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일차수액세트(primary

        IV set)와 이차수액세트(secondary IV set)가 일체형으로 된 수액세트는 96시간보다 더 자주 교

        환 하지 않는다.

Ⅰ A

130. 간헐적 주입 시에는 수액세트의 끝부분과 정맥관의 연결부위에 오염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므

       로 수액세트는 사용 시마다 또는 24시간마다 교환한다.
Ⅲ C

131. 일차수액세트와 분리되어 있는 이차수액세트는 간헐적인 수액세트로 간주하여 24시간마다 교환한다. Ⅲ C

132. 3-in-1 TPN이나 2-in-1 TPN 용액을 주입 시 수액세트는 매 24시간마다 또는 새로운 정맥영양용

       액을 연결할 때 교환한다.
Ⅱ B

133. 정맥으로 지질용액을 주입하는 경우 지질제제는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므로 매 12시간마다 또는

       새로운 용액으로 변경할 때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Ⅲ C

134. 혈액제제를 주입하는 경우 수혈세트와 필터는 혈액백을 교체할 때마다 또는 4시간마다 교환한다.

       혈액 한 단위 이상을 4시간이내에 주입하는 경우 수혈세트는 4시간 동안 사용될 수 있다.
Ⅲ C

135. 프로포폴(propofol)을 주입하는 수액세트는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6시간 또는 12시간마다 교

       환하거나 또는 약제를 새로 교체 시에 함께 교환한다.
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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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외 결핵 진단환자 드레싱 관리 문의

Lt flank fascia 조직검사에서 TB PCR양성 나왔습

니다. 여러 군데  fascia abscess있어 수술을 진행하

려합니다. 호흡기 결핵은 아니나 조직에서 결핵균이 

나오는 상태라 수술실 관리지침에 대해 문의 드립니

다. [수술 중 직원 N95마스크 착용/음압유지/일회용

사용원칙이며 재사용기구 세척소독멸균지침에 따라 

관리/조직물 격리의료폐기물로 폐기/수술실 사용 후 

관리] 이외에 또 지켜야할것이 있을까요?

호흡기결핵에 대한 자료는 많으나 폐 외 결핵환자 관

리에 관한 자료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 경우 결핵균 

양성인 조직의 상처를 병동에서 드레싱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폐외결핵 자체는 전염성이 없지만 병변에 대해 

irrigation, I&D 등 aerosol 형성이 가능한 수술

과 시술의 경우 공기매개전파에 준하여 감염관리

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fascia 

abscess 에 대하여 I&D 를 하고 irrigation 이 예상

되기 때문에 호흡기 결핵과 마찬가지의 감염관리 지

침을 적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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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예방 중 회음부 
간호에 대해서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bundle을 전체 병동에 적

용하고자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년)"에 따르면 [유

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예방을 목적으

로 피부소독제를 이용한 요도구 소독은 하지 않도

록 했고, 샤워나 목욕 동안의 요도구 청결과 같은 일

상적인 위생이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undle 내용 중에 회음부 간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상적 위생 방법을 적

용한 회음부 간호를 한다고 bundle 항목에 포함해야 

할까요?

의료관련감염 표준 예방지침을 확인하신 것처럼 유

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요로감염을 예방할 목적

으로 요도구 소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bundle 내

용에 회음부 간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하지는 않

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할 예정이라면 언급하

신 것처럼 일상적인 위생방법을 적용한 회음부 간호 

정도로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카테터를 필요한 경우

만 삽입하고 삽입시 무균적으로, 불필요한지 확인 후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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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간염, 결핵 관련 문의

1. C형 간염 환자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HCV 환자의 HCV RNA (정량) : 

1,260,000 (1.26E+06) IU/mL [0-15] 인 환자가 약

물 치료를 한 후 추가로 시행한 HCV RNA (정량) : < 

15 로 결과가 나왔다면 이 환자에게 C형간염 전염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결핵 관련 문의 입니다.

다인실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결핵 진단을 받게 되

면 격리실로 옮기기 전까지 그 환자는 다인실에서 일

반마스크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N95마스크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RNA titer 가 증가하면 전염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titer 가 낮을수록 전염력이 적고 <15 인 

경우 전염력이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

염관리의 의미로 본다면 <15 가 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hronic hepatitis C 로 치료하고 있

는 경우라면 노출자 관리에는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C형간염 치료 성공기준 –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

(sustained virological response) : 치료종료 시

점과 치료 종료 후 6개월에 혈청 C형 간염바이러스 

RNA 가 검출되지 않는 것

2. 환자에게 일반 마스크를 잘 착용하게 교육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격리실로 전실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전실 후에는 병실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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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83
의료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2개월

 참고.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5.5.2 공기주의: 환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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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13]. (II)

5.5.2.3 음압격리실은 환자의 개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이 있어야 하고4 의료진을 위한 손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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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하지 않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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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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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해야 한다. 사용이 가능한 격

리실이 없다면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씌우고 진료실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환자가 대기했던 진료실은 충분한 시간

을 환기시켜야 한다[30]. (IB)

5.5.2.9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예절 준수를 안내한다. 환자는 공기 주의 격리실에서는 마

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격리실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30]. (IB)



● 의료폐기물 분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의 의료관련감염관리 

기본과정 교육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혈액, 체액, 분

비물에 노출된 경우 의료폐기믈에 버리는 것이며 이

에 노출 되지 않은 앰플, 바이알, 수액백의 경우 의료

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

부에서 발표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07)

에서의 QnA 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화학치료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학치료를 목적으

로 만들어진 약품으로서 이를 폐기할 경우 폐화학

치료제에 해당한다. 현재 파악된 화학치료제 성분으

로 특정 약물(항생물질, 반합성유도체, 화학합성품)

을 명명하며 이외에도 성분이 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

우 폐화학 치료제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염관리 폐기물 관련 혈액 체액 등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주사약병(앰플, 바이알, 수액백)은 일반쓰레기

로 버려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정 기준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폐백신, 폐항생제, 폐화학치료제는 의료페기물로 분

류하여 버려야하며, 그 외의 일반 주사약병 (앰플, 바

이알, 수액백)은 일반폐기물로 버리면 됩니다. 다만, 

일반 주사약병이 혈액, 체액, 분비물에 노출된 경우

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2018.7>

○ 의료폐기물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  

   -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 앰플병 , 바이

     알병 및 석고붕대

   -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 거즈 , 솜 등

   -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 폐수액팩 , 생물화학폐기물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 수액백 , 바이알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되어 의료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의료폐기물

     로 분류해야함

   -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

     물화학폐기물 (의료폐기물 )로 분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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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73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간호과 0개월

● 요로감염진단

의료관련 감염의 정의 중에서 "의료기관에 입원 당

시 감염이 있거나 잠복 상태라는 증가가 없는 경우" 

라는 것에서 혼란이 와서 다음 환자의 진단이 2가지

로 나왔습니다. 입원 시 중환자실 입실이며 요로감염 

관련 증상은 없으나 요배양 실시 결과 균이 나왔으며 

이후 1회 더 실시했으나 같은 균이 나왔습니다. 몇일

이 지나 발열이 나서 다시 뇨배양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

원 당시 잠복상태로 봐야하는건지 아닌지의 의견이 

나와 진단의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진단 및 

해설 부탁드립니다. 

입원 시 요배양 검사에서 균이 나왔으면 이는 무증

상세균뇨로 감염이 있거나 잠복상태라는 증거로 여

기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 발열과 함께 뇨배양에서 

균이 나왔습니다. 이 때 요로감염으로 진단하기 위해

서는 

1) 소변 배양 시 2일을 초과하여 유치도뇨관을 가

지고 있으면서 감염발생일 또는 감염발생일 전일

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로, 발열(>38

도), 치골상부 압통(suprapubic tenderness), 늑척

추각 동통이나 압통(costovertebral angle pain or 

tenderness), 빈뇨(frequency), 절박뇨(urgency), 

배뇨곤 란(dysuria)1) 중 1개가 있으면서, 소변배양

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자라면서 적어도 1종류의 균

이 105 colony/mL 이상 분리되는 경우 또는 

2) 소변 배양 시 유치도뇨관을 2일을 초과하여 가지

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감염발생일 또는 감염발생일 전

일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발열(>38

도, 65세이하), 치골상부 압통, 늑척추각 동통이 나 

압통, 빈뇨(frequency), 절박뇨(urgency), 배뇨곤란

(dysuria)1) 중 1개가 있으면서, 소변배양에서 2종

류 이하의 균이 자라면서 적어도 1종류의 균이 105 

colony/mL 이상 분리되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발열의 

원인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위의 정의에 합

당하면 요로감염으로 진단합니다.

1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75
개인/

일반종합병원
마취과 감염관리실 2년 1개월 



● 안전주사실무-약물 투여시간

4.2.8 주사용 약물 취급 시 감염예방에 대해 문의 드

립니다.

"4.2.8.3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하며,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

간 이내에 투여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기에 약물이 재져 있을 때만 1시간 이내

에 투여이고, 바이알에 혼합된 주사제 또한 1시간 이

내에 투여해야 하는지요? 바이알에 주사용수를 혼합

하여 주사기에 빼지 않을 때에도 1시간 이내에 투여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사기를 찔러 오픈된 약제들 모두 1시간 이내 투약

을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알에 혼합할 때도 

미세하게 구멍이 뚫린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약제가 

새로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 투약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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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43 개인/종합 산부인과 감염관리실 6년 6개월

● 결핵환자 격리의료폐기물 위치 선정

저희는 결핵환자가 입원 시 음압격리병실이 없기 때

문에 1인실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격리

환자이기 때문에 합성수지의료폐기물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성수지의료폐기물통을 병실 

안에 두어야 하는지 병실 밖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N95마스크를 직원이 병실 밖에서 쓰고 들어가

고, 나올 때도 병실 밖에서 벗어야 할 것 같아서 병실

밖에 두어야 할 것 같은 데 병실 밖이 바로 복도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나 보호자 등이 다닐 경우, 오염의 

우려가 있고 미관상에도 격리의료폐기물통이 복도에 

있으니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병원에 문의하

니 병원마다 다 다른 것 같고 기준을 찾기도 어렵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 보호구를 어디서 벗어야 하는지는 개인보호구

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glove만 착용한다면 병실에

서 벗고 나오면 됩니다. 가운이나 full PPE를 착용하

였다면 전실이나 문간(doorway)에서 제거하여야 합

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병실을 나오고 문을 닫고 벗

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PPE제거 후에는 손씻기를 수

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귀 병원의 경우 N95마스크

는 격리병실 밖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폐기하기 

위하여 뚜껑이 있는 폐기물통이 병실 밖에 있어야 합

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의 PPE 사용에 대한 아래 해

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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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9
재단법인/

일반종합
내과 감염관리실 5년 10개월 



 참고. <CDC. PPE 사용에 대한 guidance p.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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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담을 배출하는 환자를 위한 공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제5판 862p 에서는 공기전파

감염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의 감염관리

를 위해 격리병실을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시설이 

구비된 부스에 격리한다.

- 최소시간 당 12회 이상의 공기순환

- 주변 환경과 2.5Pa정도의 압력차이가 나는 음압을 

유지하며 분당 50ft3 이상의 공기가 배출된다.

- 병실에서 순환된 공기는 공기가 유입된 곳과 멀리 

떨어졌으며 교통량이 적은 장소로 바로 배출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재순환되는 경우에는 공기 배출에 

HEPA필터를 설치한다.(IB,IC)

저희 병원에서는 폐렴의심으로 다인실 입원하시

는 환자들을 루틴으로 AFB culture 검사를 한번 나

가고 있습니다. 병실 내에서 검사를 위한(sputum 

culture) 객담을 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조건의 장소

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객담을 배출하는 환자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

한가요? 

질문 2. 병원 내에 위와 같은 환자를 위한 공간이 없

을 경우 객담채취 시 음압이 필요할까요?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객담을 채취하는 공

간은 감염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문의 주신 공간을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

나 기관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취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오히려 공기

가 잘 통하고 인적이 드문 외부 공간에서 검체를 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5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00
의료법인/

여성전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3개월 



● 환경배양에 관한 질문

저희가 환경배양에 관해서 따로 지침이 있는 건지 알

고 싶습니다. 어디서는 1년에 2회, 또는 감염환자가 

생길 때 등등 일관성이 있지 않아 따로 지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환경배양검사는 

가. 원내감염유행 상황에서 역학적으로 환경오염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 

나. 연구적 목적, 

다. 환경청소와 소독 관련 감염관리  정책 변경 후 효

과판정, 

라. 극도로 위험한 감염병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일반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환

경배양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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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2
개인/

척추재활
내과 행정/간호 0개월

● 중환자실 면회시 가운 착용 여부

중환자실 면회 시 보호자 및 방문객들 내원시 AP 가

운 및 장갑 착용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중환자실 방

문객 내원시 가운이나 장갑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

나 출입 전후 반드시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접촉 주의나 공기주의 등과 같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를 면회하는 경우는 해당 주의에 따

라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답변]

17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70 일반종합 예방의학과 감염관리실 5개월 



● 결핵의심환자 수술실 공조 상황에 따른 수술
가이드라인

결핵의심환자 수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원 수술

실은 이루어져 있고 헤파필터 및 양압이 유지되고 있

습니다. 음압 변환은 되지 않고, 수술실 각 개별로 공

조 컨트롤은 안 되고 동시 공조 가동되는 시스템입

니다. 또한 급기를 끄고 배기만 선택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설비는 아닙니다. 즉, 급기를 끄면 배기가 동

시에 꺼지는 공조입니다. 시간별 공기 순환 횟수는 

12회/1hr입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결핵의심환자

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비교적 긴 시간을 요하는 경

우 전원을 권유 드리겠지만 비교적 간단한 시술(예, 

trachostomy)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드리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되,

1. 비교적 짧고 간단한 시술은 맨 마지막으로하고, 직

원의 N95 마스크 착용, 문닫힘 유지 등을 권고 드리

고 시행하도록 해야 할지, (물론 원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2. 수술 시행 불가함(급기를 넣으면 양압이 걸려 공기

가 바깥으로 밀려 나가기 때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해야 해야 할지, 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결핵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

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일반적

인 원칙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응급이 아니라면 전염성이 소실된 이후로 수술을 연

기한다.

전실이 있는 경우 문을 반드시 닫는다.

수술시 다른 사람이 수술장에 없는 시간에 한다. (제

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

질문해 주신 기관절개 같은 간단한 시술의 경우 bed 

side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시행하지 않

고 병동 1인실 음압병실에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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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9 개인 호흡기내과
간호팀/

감염관리실
1년

● 산부인과 환자 대상 물티슈 사용

다른 병원에서는 산부인과에 물티슈가 비치되어 있

어 진료본 후 물티슈로 닦을 수 있다며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물티슈를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여러 매체를 통해 물티슈의 감

염 유해성 등이 많이 발표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물티슈를 임상현장

에서 쓴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요? 물티슈 오픈 

후, 사용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균주 집락이 잘되는 부위이다 보니 다회 사용 시 손 

위생, 장갑 착용 등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

하시는 환자분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

에 관리상 규정 등이 원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아울러 물티슈 open 후 사용기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답변]

19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00
의료법인/

여성전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3개월



 참고1.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7.1 Organisms present on patient skin or in the inanimate environment

Health care-associated pathogens can be recovered not only from infected or draining wounds, but also 
from frequently colonized areas of normal, intact patient skin.82-96 The perineal or inguinal areas tend 
to be most heavily colonized, but the axillae, trunk, and upper extremities (including the hands) are also 
frequently colonized.85,86,88,89,91,93,97 The number of organisms such as S. aureus, Proteus mirabilis, 
Klebsiella spp. and Acinetobacter spp. present on intact areas of the skin of some patients can vary from 
100 to 106  CFU/cm2 86,88,92,98 Diabetics, patients undergoing dialysis for chronic renal failure, and those 
with chronic dermatitis are particularly likely to have skin areas colonized with S. aureus.99-106. Because 
nearly 106  skin squames containing viable microorganisms are shed daily from normal skin,107 it is not 
surprising that patient gowns, bed linen, bedside furniture and other objects in the immediate environment 
of the patient become contaminated with patient flora.93-96,108-114 Such contamination is most likely 
to be due to staphylococci, enterococci or Clostridium difficile which are more resistant to desiccation. 
Contamination of the inanimate environment has also been detected on ward handwash station surfaces 
and many of the organisms isolated were staphylococci.115 Tap/ faucet handles were more likely to be 
contaminated and to be in excess of benchmark values than other parts of the st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potential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microbial cross contamination and pathogen 
spread.115 Certain Gram-negative rods, such as Acinetobacter baumannii,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due to their long-time survival capacities.116-119

 참고2. <Peri Care>

Specific Measures Related to Peri Care

Other than soap and water, different products may be used when giving peri care. Some clients use a non-
rinse peri-wash, a peri-wash that requires rinsing, skin-barrier creams, or pre-moistened wipes. Use peri 
care products according to the service plan and follow the manufacturer’s directions for use.

Always wear gloves when giving peri care to protect yourself and the client. Offer the client a bedpan/urinal 
or assist him to the bathroom before starting. Warm water on the perineal area may stimulate the need to 
urinate. Be very gentle when washing the area. The perineal area is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than the 
rest of the body. The water may be more comfortable if it is slightly cooler than the temperature of bath 
water. Position the client in the "back-lying" and/or "side-lying" position when giving peri care. A towel or 
bedpan may be placed under the hips to assist in peri care.

When giving peri care to the female client, observe for odors and vaginal discharge that may indicate vaginal 
yeast infection. Always wash from front to back to prevent spreading fecal matter from anal area to vagina or 
urethra (opening to bladder).

Peri care for the male client is started at the tip of the penis. For uncircumcised males, retract the foreskin, 
wash the tip of penis, and then return the foreskin over the tip of penis. If the foreskin is not returned, 
circulation can be affected which could lead to tissue damage. Make sure to rinse thoroughly and pat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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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
Moving from front to back, use warm water and a clean washcloth (or disposible wipes) to clean the perineal 
area. For females, this involves cleaning the inner legs, labia and groin area while for men it requires cleaning 
the tip and shaft of the penis, along with the scrotum. Both men and women require cleaning of the anal 
area, which will involve turning the patient on his/her side.

If possible, use a fresh wipe for each "swipe".  If using a wash cloth, use a clean area of the cloth for each 
motion, and never move from back to front as this can spread germs and cause urinary tract infection. Have 
several wash cloths handy just in case you need more than one.

If your loved one has a foley catheter, wipe around and down the tubing, but avoid tugging on the foley as 
this can be painful and harmful.

When you are finished and the entire perineal area is clean, make sure to thoroughly dry each area as excess 
moisture can lead to chapping and bed sores. Moisturizers and creams can help protect this delicate area. 
Always be gentle, as this area of the body is sensitive.

Occasionally bed linens will become soiled during perineal care. If so, remove them and launder them along 
with the wash cloth. A waterproof pad placed under the buttocks, meanwhile, can be a moisture barrier 
between your loved one and the bed linens. 

Remember: the more comfortable you feel with this task, the more comfortable your loved one will feel. 
Conversely, if you treat peri-care awkwardly or with disdain, your loved one's discomfort will be amplified. 
Maintain a pleasant demeanor, and be sure to explain what you're doing every step of the way.
<mmLea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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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신장실 손 위생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하는 중 채점 기준에 대해 갈등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인공신장실 경우 손 위생 모니터링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요. 메뉴얼이 있으시면 자료 부

탁드릴게요.

업무를 보니 한 환자만 처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한사

람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처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환자당 손 위

생이 잘되는데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손위생을 하

는 경우의 케이스 등이 있어 채점시 애매할 때가 많

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착용후 한 환자처치 후 다른 

환자 혈압 재러 가거나 다른 업무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간호사를 예로 들면 손 소독→라텍스 장갑 착용 

후→1번 환자 혈압측정→라텍스장갑 위에 손소독제 

사용→2번 환자 투석라인 사정→손소독제 사용→3번 

환자 혈압측정 등 장갑 착용은 1회인데 3번의 환자를 

접촉 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장갑 위에 손 소독

을 하고 한 장갑을 착용 후, 계속 그 위에 행위 시 손 

소독하고 처치를 하는데, 인공신장실의 이야기는 한 

환자 당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라텍스장갑 소비와 시

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손 위생 수행도 평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

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

고, 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진행하는 기본감염관리연

수과정에서 손 위생 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일부 측정방법에 대한 개요는 연수과

정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주신 투석실의 라텍스장갑의 여러 환

자 사용은 감염관리의 기본지침에 위배 되는 사항입

니다. 장갑 착용이 단순히 의료인의 보호측면만을 고

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관리에는 당연히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는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

입니다. 손 위생에 대한 평가이전에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이 함께 진행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코니스 웹페이지(http://konis.cafe24.com/

xe/)_HH  자료실_KONIS MANUAL 2019_손위생,

혈류감염예방 매뉴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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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20 일반종합 내과 감염관리실 3개월

● 옴 예방

급성기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요양원이나 요양병

원 환자 전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요양원 환자를 폐

렴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옴 의심환자라서 

보낸 거였습니다. 미리 내용을 공유하고 보냈으면 격

리실로 바로 입원 했을 텐데 밝히지 않는 바람에 직

원 노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표준주의지침 준수 교육과 요양원 

환자 내원 시 피부상태 확인 강조를 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몇몇 병원들은 옴 전파 예방 

차원으로 입원하는 날 옴 연고를 미리 바르게 한다고 

하던데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옴에 대한 노출력이 없는데 임의로 피부치료제를 바

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느 가이드라인에서

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전원된 환자

의 경우 초기임상평가에서 피부를 확인하고 이상소

견이 있을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옴에 대해 판단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21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49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3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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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감염관리: 격리기간

결핵약을 복용 중이신 환자분께서 식욕부진으로 본

원 내원하셔서 입원 중이신 분입니다.

83세 남자. 환자의 입원 기간은 2019년 9월26일 입

원하였으며 항결핵제(HREZ)를 2018년 12월 11

일부터 복용하셨고 2019년 9월까지 복용계획으로 

2019년 9월26일 입원 시 시행한 검사 상에서 입원 

시 (sputum)AFB stain(3개)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

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입원 시 Chest  CT 에서 

Reactivated Tb

2019년 9월 26일 입원 시 (sputum)TB PCR 

positive 확인되어 2019년 9월 30일부터 격리 시작

한 분입니다.(검사결과 확인시 대한결핵협회에 문의 

한 바, TB PCR은 위양성이 많으나 입원한 환자의 경

우 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을 받고 격리를 시

작하였습니다.) 

 

위 환자분의 격리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몇 몇 타병원에 문의를 했을 때, 퇴원 시까지, 배양

검사결과확인 시 격리기간에 대해 의견이 달라 감염

관리담당자로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해 고견

을 여쭙습니다.)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했음에도 reactivation 되었다

면 임상적으로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다제내성이 아니었다면 reactivation 의 원인이 무

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약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거나, 중간 환자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결

핵협회의 의견처럼 일단 격리를 시작하고 2주 뒤에 

CT 촬영하여 병변의 변화를 관찰하시고 격리 지속여

부를 재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의 사례는 격

리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eactivation 이 맞는

지, 그리고 reactivation 이 맞다면 원인교정을 하고 

영상의 호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답변]

22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3
개인/

척추재활
정형외과 감염관리실 1년 1개월

● 혈액배양방법

1. 혈액 배양 시 검체 입구 소독제 선택 

 가. 혈액 배양 시 피부소독과 검체입구 모두 2% 

GHG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에탄올) 소독제로 

단독 사용가능한지요?

 나. 또는 검체 고무 입구는 70% 알코올로만 해야 하

는지요?

 - 70% 알코올로 혈액배양병 고무마개를 깨끗이 닦

고30~60초 동안 완전히 말린다. 요오드로 마개를 닦

을 필요는 없지만 혈액배양에서 Bacillus 포자나 균

체(mold) 오염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려해 볼만 하다. 

<2004년 임상미생물검사 표준지침서 배양편>

2. 검체입구 소독제로 베타딘이 안 되는 이유는 고무 

부식 때문이 맞는지요?

혈액배양병의 입구는 알코올로만 소독하게 되어 있

고, 포비돈이나 기타 소독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 배양병의 음압으로 병뚜껑에 남아 있

던 소독제가 흡인되면 잔류 소독 효과로 인해 세균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23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4
사단법인/

종합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1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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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인 멸균수 관리

흡인시마다 1회용 카테터와 멸균수를 사용의 지침을 

준수하다보니, 시행부서에서 소모량이 너무 많아 다

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회용 카테터 사용은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준수하기로 했고 1회용 멸균

수 사용을 종이컵을 멸균 처리하여 생리식염수를 부

어서 사용하려 했으나, 이것은 1회용 멸균수 사용하

는 것과 비용 차이가 없어서 멸균 처리 하지 않는 종

이컵에 멸균수를 부은 후 사용하는 방법이 논의가 되

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지요? 물론 미생물검

사를 시행하였으며 5개 중 1개에서만 1CFU/ml 미

생물이 자랐습니다. (방법: 멸균생리식염수를 종이컵

에 부은 후 1분 후 R2A배지에 5일간 배양)

1.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를 비롯한 근거 등급이 

높은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면 흡인을 위해서 사용하

는 카테터와 증류수는 반드시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

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에도 아래와 같이 카테터와 증

류수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2. 미생물 검사를 시행했다고는 하셨으나 실험실 환

경이 모든 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적용하여 

시행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균주만 확인이 가능한 방

법을 적용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실험의 표본수가 절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하루 동안 환자에게 사용하는 종이컵만 해도 수십~

수백 개에 이를 텐데 5개를 선정하신 근거가 있으신 

건지요? 

5개를 실험해서 전체가 안전하다고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또한 모두 음성

인 것도 아니고 1개에서 균주가 배양되었다면 이 결

과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권고된 방법 이외의 새로운 방법의 도입은 최

대한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4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49
특수법인/

일반종합
일반내과 감염관리실 6년

 참고.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8.2.3 인공호흡기 회로 및 기구 관리

8.2.3.1 환자에게 사용 중인 호흡기 회로는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눈에 보이게 오염되었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때 

교체한다[65, 70, 72].  (IA)

8.2.3.2 인공호흡기 내부를 일상적으로 멸균하거나 소독하지 않는다[70, 72].  (IB)

8.2.3.3 인공호흡기 튜브에 고이는 응축수는 자주 배출시키고, 환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65, 70, 72]. (IB)

8.2.3.4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예방을 위해 폐쇄형 흡인카테터와 개방형 흡인카테터 중 선호되는 것에 대한 권고는 없다[65, 

70, 72].(II). 단, 폐쇄형 흡인카테터는 1) 분비물 양이 많아서 흡인 시 의료진과 주변 환경이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2) 다제내성균이나 전파예방이필요한병원체 감염에서 그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70].  (II )

8.2.3.5 개방형 흡인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매회 흡인 시 멸균된 일회용 흡인카테터와 멸균수를 사용한다[70, 72].  

(IB)

8.2.3.6 흡인통(suction bottle) 및 통에 연결된 수집용 튜브는 환자마다 교체한다. 하지만, 환자가 단기간 머무는 치료실(예, 

수술 후회복실, 응급실 등)에서 적절한 교체 주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아직 없다[72].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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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헤파필터 교환주기

수술실 헤파필터 교환주기를 10개월에 1회씩으로 하

고 있는데 수술실 헤파필터 교환주기 정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헤파필터의 교환주기는 명확하게 기간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필터의 성능은 사용 환경,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프리필터의 성능에 따

라 교체 시기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제

조사가 제시한 교체 주기를 참고하시고, 필터 교체 

후에는 기능 확인을 위한 청정도 검사를 실시하여 귀

원의 환경에 적합 교체 주기를 찾아내는 방법을 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03. 올 바 른 세 척 과 소 독

0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74 개인 내과 감염관리실 1년

● 내시경실 세척실 관련 질의입니다.

<의료기관의 소독과 멸균 지침(대한감염관리간호사

회)>에 따르면 중앙공급실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재

처리 장소 기준은 "청결구역과 분리/오염제거 작업 

공간은 벽이나 파티션에 의해 청결 공간 및 다른 작

업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청결구역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꼭 벽과 문에 의해 분

리되어야 하나요? 문 대신 커튼을 사용하여 세척 공

간을 막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커튼을 사용하더라도 소독과 세척이 용이한 재

질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제거 작업 공간이 다른 작업공간과 분리되

기 위해벽이나 파티션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파티

션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혹시 높이에 기준이 있을까

요? 오물/폐수 처리 공간을 새로 설비할 예정인데 세

척실 공간이 좁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분리가 

되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벽이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가

능한 파티션이 필요하나, 이미 기존시설을 이용하며 

물리적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바라, 커튼 등을 

이용하여 동선 구분 및 오염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테이핑으로 단순히 구

역구분을 지어놓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3
의료법인/

일반종합병원
신장내과 감염관리실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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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캔 유효기간

현재 소독 시 소독캔을 오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번 오픈하면 1일 이상 사용하지 못하

고 남은 내용물은 버리고 CSR에 소독을 맡겨야 된다

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 지침이나 규

정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소독액을 적신 코

튼볼 또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거즈 등 소독캔에 담

겨 있는 것들은 모두 소독캔 오픈 시 1일 유효기간을 

지키면서 사용해야하나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멸균 물품에는 

멸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multi-use skin antiseptics 사용에 대한 한 병원의 

매뉴얼에 따르면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는 피부 소독

제를 2차 용기에 넣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사용 시점

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병

원의 상황에 따라 멸균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할 수 있

는 규정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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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Storage of Sterile Items 

a. Ensure the sterile storage area is a well-ventilated area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dust, moisture, 

insects, and temperature and humidity extremes. Category II.  

b. Store sterile items so the packaging is not compromised (e.g., punctured, bent). Category II. 

c. Label sterilized items with a load number that indicates the sterilizer used, the cycle or load number, the date 

of sterilization, and, if applicable, the expiration date. Category IB. 

d. The shelf life of a packaged sterile item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wrapper, the storage conditions, 

theconditions during transport, the amount of handling, and other events (moisture) that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package. If event-related storage of sterile items is used, then packaged sterile items can be 

used indefinitely unless the packaging is compromised (see f and g below). Category IB.  

e. Evaluate packages before use for loss of integrity (e.g., torn, wet, punctured). The pack can be used unless 

the integrity of the packaging is compromised. Category II. 

f. If the integrity of the packaging is compromised (e.g., torn, wet, or punctured), repack and reprocess the 

pack before use. Category II. 

g. If time-related storage of sterile items is used, label the pack at the time of sterilization with an expiration 

date. Once this date expires, reprocess the pack. Category II. 

 참고2.



● 수술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추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수술 시 10% 아이오다인, 염화벤잘코늄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최근 알코올 베이스에 2% 클로

르헥시딘 제품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얼굴부위와 항

문 등 점막에 사용이 되지 않아서 사용 가능한 소독

제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은 희석 후 사용기간이 짧아, 낭비가 심

하여 다른 소독제로 변경을 원합니다.

클로르헥시딘 소독제는 눈과 귀에 이독성이 있음에 

따라 안면부위 소독으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염화벤

잘코늄으로 희석한 거즈나 코튼 사용으로 유행발생 

사례들이 다른 소독제에 비해 많음에 따라 피부소독

제 사용 시 상당한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

독제를 가이드라인에 참고하시어 원내 소독제를 적

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지침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류별 소독제 작용 기전

알코올
(Alcohol)

- 탈수를 통해 단백질을 변성시켜 살균시키며 적정 농도는 60~90%이다.
- 다제내성균(MRSA, VRE 등)을 포함한 증식형 그람양성 및 음성균, 결핵균, 다양한 바이러스
   에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지질피막 바이러스(herpes-simplex virus, HIV, 
   influenza virus, RSV, vaccinia virus등)에도 효과적이다. 세균에 대한 효과는 좋지만 세
   균의 아포, 원충의 난모세포, 비피막(비지질)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 피부에 적용 시 신속한 살균 효과를 가져오지만 잔류 효과가 없다. 알코올 용액에 클로르헥
   시딘 등을 첨가하여 잔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nate)

- 양전하를 띤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가 음전하를 띤 세포막에 결합하여 살균 효과를 나
   타낸다. 
- 그람양성균에 효과가 좋고 그람음성균과 진균에는 다소 효과가 떨어지며 결핵균에 대해서는 
   최소 효과만 가진다. 아포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피막바이러스 (herpes-simplex 
   virus, HIV, CMV, influenza virus, RSV 등)에 효과를 가지지만, 비피막바이러스 
   (rotavirus, adenovirus, enterovirus 등)에는 대체로 효과가 떨어진다. 
- 클로르헥시딘은 잔류 효과가 높다. 알코올 제제에 저농도 (0.5~2.0%)의 클로르헥시딘을 섞
   으면 알코올 단독 제제보다 잔류 효과가 좋아진다.

요오드, 
아이오도퍼
(Iodine and 
iodophor)

- 요오드 분자는 미생물 세포벽을 뚫고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 결합을 통해 세포를 불활성
   화시켜 단백질 합성 저해와 세포막 변성에 의한 소독작용을 한다
-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과 아포, 바이러스, 진균, 원충까지 살균의 범위가 넓다. 그러나 진균
   이나 아포에 대한 살균 효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 침적이 요구된다. 
- 아이오도퍼는 적용 후 소독 효과 발현은 알코올보다 느리고, 지속시간은 30분에서 6시간까
   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참고1.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 2014. 질병관리본부>

 참고2.

Mangram AJ. et al. Guideline fod prevention of surgical site infection, 1999.
HICPAC.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1999;20(4):25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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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수술부위감염 예방지침 권고(1.3.1.8)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 사용 시 주의점과 금기는 다음과 같다.

•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부에 도포 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 소독제가 고이지 않게 주의한다. 
•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은 신생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 점막이나 눈에 닿아서는 안된다. 
• 클로르헥시딘은 뇌, 뇌막, 눈 또는 중이(middle ear)와 닿으면 안 되며, 
• 클로르헥시딘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서도 금기이다.

1.3 수술부위감염 예방지침 권고(1.3.1.8)

금기가 아니라면, 수술 전 환자 피부소독을 위해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다.[1, 
4-5, 7] (IB)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비돈-아이오다인을 사용할 
수 있다. (II)

WHO에서시행한수술전피부소독에대한체계적고찰결과에따르면알코올이함유된피부소독제(클로
르헥시딘 또는 포비돈-아이오다인)와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소독제를 비교하는 12개의 무작위 
대조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 수술부위감염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OR: 
0.60; 95% CI: 0.45~0.78).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간 비교한 6개의 무작위 비교연구 분석 시 클로
르헥시딘이 포비돈-아이오다인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다(OR: 0.58; 95% CI: 0.42~0.80). 
하지만, 총 6개의 연구 중 4개의 연구에서 수술부위감염 발생이 거의 없었으며, 수술부위감염보
다는 세균수를 1차 결과로 평가하였기에 전반적인 연구의 질은 낮은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코올
을 함유한 포비돈-아이오다인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포비돈-아이오다인을 비교 시 수술부위
감염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포함된 연구의 질이 낮아 근거강도도 낮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
로 WHO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 사용에 대해 강한 권고를 하였고, NICE와 SHEA/
IDSA에서는 알코올 함유 제품(클로르헥시딘 또는 포비돈-아이오다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
만 국내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포비돈-아이오다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과 여전히 포비돈-아이오다인이 수술 전 피부소독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포비
돈-아이오다인 사용에 대하여 권고에 포함하였고, 약한 권고등급(category II)을 부여하였다.

 참고3. <질병관리본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참고4. <Outbreaks Associated with Contaminated Antiseptics and Disinfectants David J. Weber,1,2* William A. 

           Rutala,1,2 and Emily E. Sickbert-Bennett1>

More outbreaks have been ascribed to contaminated benzalkonium chloride than any other antiseptic (Table 3). 

In 2003, Tiwari and colleagues reviewed the literature and referenced multiple reports of outbreaks or pseudo-

outbrea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benzalkonium chloride (86). The most common species were aerobic, 

gram-negative bacilli, including Burkholderia cepacia, S. marcescens, and Enterobacter spp. Most but not all 

outbreaks were linked to the storage of benzalkonium chloride with cotton or gauze or the improper dilution 

of the benzalkonium chloride solution. The use of benzalkonium chloride to disinfect endoscopes has also led 

to urinary tract and pulmonary infections (20), and the use of contaminated spray bottles for environmental 

disinfection led to S. marcescens infections complicating cardiopulmonary surgery (22). The failure of 

benzalkonium chloride as a preservative in multidose albuterol bottles led to respiratory tract colonization and 

infection (31). Contaminated benzalkonium chloride used to disinfect the septa of multidose corticosteroid 

bottles has led to injection site abscesses with Pseudomonas aeruginosa (56).

● 락스 희석액 사용범위

의료기구 재사용품(감염병환자가 사용한 물건 등, 예

시. 소대변기, 흡인기통)에 대해 1차 소독시 80배 희

석 락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

는 락스가 의료기구 소독으로 허가받은 소독액이 아

니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고지가 있었다

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락스보다 저렴한 소독제가 없

는데, 락스 희석액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 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내시경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

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

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

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

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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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는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17-101호)]를 말하는데, 멸

균 및 소독에는 식약처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소/대변

기/흡인기 통이나 환경 소독은 국내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별표에서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제시되

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현재 국내의 락스 제품들에는 대소변

기의 소독에 대한 용도 설명은 없지만, 유한락스 레

귤러 등에는 화장실 소독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

고, 질병관리본분에서 공지한 노로/로타바이이러스

의 소독방법에서도 대소변기 소독에 락스 사용을 언

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대부분의 병원이 대소

변기나 환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식약

처에 환경소독제나 의료기구용으로 허가받은 락스 

제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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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tube feeding 용 syringe 재사용건

병원에서는 L-tube 환자 feeding 용 RIT 사용 중인

데, PO 투여 시에는 1회용 20cc syringe 재사용하

여 1일 사용하고 폐기 중인데 매 사용시마다 변경 해

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RIT가 무엇인지요? 구강투여시 왜 20cc 주사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요? 주사기 사용의 목적이 

경구용투약 목적이라면 일종의 컵의 대용품처럼 사

용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청결 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주사기 syringe의 경우 끝부분이 넓지 않아 

충분히 세척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세척하

여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세척 소독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하시고 절차대로 관리된다면 무리 없겠

으나 실무에서 관리지침이 준수되기 어렵다면 1회용

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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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의료법인/

일반종합병원
없음 감염관리실 3개월

● 시술, 처치의 범위 선정

단순 처치와 시술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

려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래 처치실에서 

해도 되는 것과 시술실이나 수술실(국소)에서 행해져

야 하는 행위들을 명확히 하여 감염관리 효과를 높이

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차단술도 무균술만 제대

로 지킨다면 외래 클리닉이나 처치실이든 괜찮은건

지 고민이 되고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분류를 하

고자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모

범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처치와 시술을 구분하는 지침 등은 없으며 구분

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시행규칙에 따

른 수술실 시설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수술을 고위험

도 수술, 중등도 위험도 수술, 기타수술로 나눕니다. 

고위험도 수술은 뇌혈관수술 및 개두술, 심혈관수술, 

관절치환술 및 척추수술 등 인공삽입물을 삽입하는 

모든 수술이 포함되고, 중등도 위험도 수술은 개복

술, 개흉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

는 수술은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수술실에서 시행

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외래 처치실에서 해도 되는 

것과 시술실이나 수술실(국소)에서 행해져야 하는 행

위들을 구분하는 지침은 없으므로 분류가 필요하다

면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

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7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4
개인/

일반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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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잔반처리기

리모델링을 앞두고, 영양팀에서 잔반처리기를 설치

한다고 하는데, 문헌을 뒤져도 참고할만한 곳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세척실 공간 맨 끝 쪽에 미생물잔반처리기를 설치 고

려중이며, 방식은 위쪽으로 뚜껑을 열어 잔반을 투여

하면 기계안쪽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소멸해서 일

반하수구에 물로 배출(인체, 환경에 무해하게 변함)

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균은 bacillus subtilis, 

lactovacillus sp 입니다. 잔반투입구를 열면 바로 

미생물이 함유된 보조제와 잔반이 떡밥처럼 섞이게 

되는데, 내용물을 걷어내고 내부를 소독할 수 없는 

점, 업무 시간 내 계속 작동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의료

기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이지만, 근거

가 없어 피드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척실 구석 혹은 별도의 실을 만들어 해당 처리기를 

설치를 하여도 될지, 내부는 세척이 안 되어도 외부

에 주기적인 소독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해도 

될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제한점이 있

어 보입니다. 식품위생 쪽 관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

되고 있어 집단급식쪽 기준이나 규정을 참고하는 것

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에서는 감량 방법을 마

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폐기물 관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될 것 같

습니다. 내부는 미생물이 있어야만 기능이 가능하므

로 사용과정에서 기계 표면이나 주변 환경 청결을 유

지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의 냄새가 음식물 

잔반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0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6
개인/

척추재활
내과 전략추진본부 1년 6개월

● 환경소독제 관련 허가사항

환경소독제 티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품 선

정시 품목 허가증에 의약외품→방역용 살균소독제

(07320)로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예

를 들어 의약외품→외용소독제(46000)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성상이나 희석 농도에 따라 환경소

독제와 외용소독제로 분류되어 허가받기도 하고 일

부는 환경소독제이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피부 소독

제로 사용할 만큼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외용소독제

로 허가 받기도 합니다. 허가받은 용도에 환경소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

다. 

07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1
의료법인/

척추재활전문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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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카인 약물 소독

치과 외래와 수술실에서 멸균의 유지, 확보를 위해 

리도카인 바이알(고무마개 패킹)을 E.O소독 하는 것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바이알 겉면은 유리이나 위

는 고무마개 패킹이어서E.O소독을 해도 약물의 안전

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우려됩니다. 약물 안전성

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하면 멸균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프로세스 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

서 E.O소독이 필요하다고, 심지어 다른 수술실도 그

렇다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셔서 고민입니다. 프로세

스 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

지, 아니면 E.O소독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멸균과 관련된 약품의 안전성과 다회사용은 제약회

사의 권고사항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하기에 제한점

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슐린의 다회사용 권고사항>

휴물린알주 100단위(휴먼인슐린, 유전자재조합)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빛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이 약이 얼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첫 사용 후에는 30℃이하에서 28일간 사용할 수 

있다.

08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4
의료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5개월

● nebulizer 사용 시 소독

현재 본원에서는 동일 환자 nebulizer 사용 시마다 

세척하고 매일 1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

다. 감염관리학 책에도 소용량분무기 사용 시는 세척

하고 소독한 후 건조 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최근 3

주기를 마친 상급종합병원을 보니 소용량 분무기를 

하루 사용하고 매일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

일 새것으로 바꾸고 싶으나 수가삭감 문제 때문에 규

정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서 사용하

는 방법이 적절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Nebulizer는 호흡치료기구로 준위험 물품(Semi-

critical item)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의 소독 이상이 

요구됩니다. 같은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라도 치료

시마다 세척, 소독하고 멸균수로 헹군 후 건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용

하는 치료기구이기 때문에 치료 시마다 적절한 세척, 

소독하는 것에 제한점이 따르나, 환자 안전을 위해 

위 권고 지침을 참조하여 세척 및 소독 주기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기구

별 소독 수준 등)>

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

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기에 속한다.

나. 소독 수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

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다. 주의사항

1)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

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하도록 

한다.

2)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

3)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

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시킨다

0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90
재단법인/

일반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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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
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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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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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

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

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

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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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타르알

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

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

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

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 알코올 외 손소독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염화벤잘코늄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알코올 60% 이

상의 제제 또는 그와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해야하며, 그래서 가장 reference가 확실한 알코올 

60% 이상의 손소독제를 주로 사용하도록 하되, 알레

르기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직원을 위해 

다른 제제의 손소독제를 추가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타 병원에서 해당지역의 보건소(저희 병원과

는 다른 지역입니다)로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

품이라고 하여도 알코올 외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리고

자 합니다.

저희는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 외에 뉴젠에서 나오

는 염화벤잘코늄 성분의 손소독제(유클린, 딥클린)를 

추가 비치 제제로 사용하였고, 업체로부터 해당 제품

의 KFDA(식약청) 의약외품 허가사항과 유효성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검토 후 비치/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관련감염학회에서 발간한 책이나 질병관리 본부

에서 발간한 의료기관의 손 위생 지침을 확인 해도, 

반드시 알코올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유효성 자료와 제품사양서, 허가증 

등 여러 서류를 토대로 검토하여 구비하기로 한 상태

여도 알코올 성분이 아니면 원내에 비치하거나 사용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그와 관련된 법률이나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알코올 외에는 비치해서는 안 된다면, 알코올 알

러지가 심한 직원들의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상처

로 오히려 환자에게도 본인에게도 감염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물 없이 사용하는 소독제들 중에서 효과와 

편의성 및 임상적합성등을 고려하여 허가 받은 제품

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력이나 속효성 등

을 고려할 때 알코올제품이 우수하여 알코올이 베이

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CDC의 초기 지

침에서 물 없이 사용하는 handrub 제품에서 알코올

제품 외에는 아직 그 유효성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

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안 된다는 내용의 확

인은 해당 보건소와 식약처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10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개인/

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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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오염물품과 직원의 이동 동선

질문 1. 수술실 입실 시 환자 출입구와 회복환자 출구

가 구분 되어야 하는지요?

질문 2. 수술방(정형외과 환자 수술, 외과 환자 수술 

등의 수술이 행해지는 실)의 문이 감염관리 동선을 

고려하여 2개로 만들면 좋지만 여건 상 면적의 여유

가 없는 경우, 수술방 입구와 출구 문을 1개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요? 문이 1개 있는 경우 직원과 환

자의 출입 시간을 차이를 두고, 수술하고 난 오염물

품이 나갈 때 밀봉하여 나가는 등의 감염관리가 이루

어지면 되는지요?

수술실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의하면 

수술실 환기 부분은 고려되고 있으나 동선에 대한 부

분은 아직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

나 수술실 관리료에 대한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귓병원의 수술실 규모를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

니다. 수술실의 경우 환자 및 물건, 지원 물품 등 출

입이 많아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 1개로 모든 것

을 운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81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 소독포 사용

저희는 덮개가 있는 스테인레스 드레싱 세트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멸균 시 소독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멸균 시 포장은 투과성, 재료, 강도, 멸균성 유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지침과 의료법 시

행규칙에 따라 멸균 포장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1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07 의료법인 내과 감염관리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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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 습열 멸균의 원리_KFDA 멸균기 사용방법, 관리 >

3.3 포장 고려사항

3.3.1 개요

의료기기 또는 진단 제품의 포장의 주요 목적은 사용이 될 때까지 멸균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멸균 중, 포장이 제품의 품질 

또는 포장 완전성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공정 매개변수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3.2 포장 설계 기준

다음 설계 기준은 습열을 사용하여 멸균 또는 처리될 제품의 1차 포장의 선택에 중요하다.

a) 투과성: 멸균을 위해, 챔버 내 습열이 포장으로, 적용 가능할 경우에 제품으로, 반드시 투과되어야 한다. 공기 제거가 멸균 공

   정의 일부일 경우, 포장은 파손 없이 배기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최종 멸균 주기가 선택되기 전에 멸균 중에 적소에 위치

   할 포장의 적정 투과성이 보증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 투과성 재료의 경우, 재료 및 설계는 내부 제품 습기가 멸균제 역할을 하도록 제품에 적정한 열 이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b) 재료: 재료 선택은 유용성, 비용, 포장 개봉 유형, 포장 외형 및 제품의 최종 사용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받게 된

   다. 예기되는 멸균 공정 매개변수에 대한 재료의 조기 평가는 생산 및 멸균 공정 실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시킬것이다.

c) 강도: 포장은 제품의 특정 유효 기간에 걸쳐서 선적 및 저장 조건뿐 아니라 멸균 공정을 견디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 포장에 요구되는 강도는 포장 내용의 크기, 무게 및 모양과 예정된 포장의 겹에 의해 지정된다.

d) 멸균성 유지: 제품 자체가 멸균 장벽을 유지하는 경우, 1차 포장의 경우 이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포장이 제품

   의 멸균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포장의 미생물 장벽 속성이 중요하며, 제품의 멸균성이 유효 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

   도록 철저히 평가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ANSI/AAMI/ISO 11607-1997, 최종 멸균된 의료기기의 포장

   을 참조한다.

2차 및 3차 포장은 제품의 취급, 선적 및 배포 중 추가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1차 포장 내 제품의 멸균 장벽의 유지

를 용이하게 해준다. 제품이 1차 포장 이외에 여러 겹의 포장으로 멸균된 경우, 멸균 공정 중 습기 및 온도/압력의 영향뿐 아니

라 상기 기준의 평가가 중요하다.

 참고2. <질병관리본부 2017년 의료관련감염 표준지침서>

 참고3.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3. 멸균

 (1) 멸균 방법의 선택멸균 대상 물품 및 기구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멸균 방법 혹은 제품설명서를 확인하여 적절한 멸균 방법을 

      적용한다(부록,「 표 3.2.2. 물품의 재질과 형태별 소독과 멸균의 적용」, 「 표 3.3.1. 멸균 방법별 장.단점 비교」).

 (2) 멸균기 사용 방법 준수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다(부록,「표 3.3.2. 멸균  방법에 따른 적용과 주

      의사항」).

 (3) 멸균물품의 포장

    ① 포장을 개봉할 때까지 멸균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멸균제(증기, 건열, 가스)가 모든 표면에 도달하도록 포장하며, 경첩이 있는 기구는 열려 있거나 풀려 있어야 한다.

    ③ 포장할 때는 테이프와 안전핀 등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무밴드는 포장물을 조이지 않게, 천은 주름지지 않

        게 한다.

 (4) 멸균물품의 적재멸균기 내 물품의 모든 표면이 멸균되도록 여분의 공간을 만들고 적정량을 적재한다. 이를 위해 물품 적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5) 멸균의 확인

    ① 정기적으로 멸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그 결과를 보관한다. (부록,「 표 3.3.3.멸균 확인 점검

       표(예시)」).

    ② 멸균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으며 멸균기에 따라 주기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부록,

       「표 3.3.4. 멸균 확인 방법」).

 (6) 멸균기 관리

    ① 멸균기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예, 멸균시간 동안 증기 압력, 온도, 기록 장치, Air filter 등)(부록,「표3.3.5. 멸균기 

        관리 점검표(예시)」).

제 6조(멸균방법) ①제3조 규정에 따른 멸균방법은 [별표3]와 같이 고온을 이용한 방법과 화학적 제제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부까지 멸균 될 수 있는지, 물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을지, 멸균 후 인체

나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멸균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멸균 전에 반드시 모든 재사용 물품을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 만약 유기물이 잔존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사멸될 수 없다.

2. 멸균할 물품은 완전히 건조 시켜야 한다.

3. 물품 포장지는 멸균제가 침투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하며, 저장 시 미생물이나 먼지, 습기에 저항력이 있고, 유독성이 없어야 

    한다.

4. 멸균물품은 탱크 내 용적의 60~70%만 채우도록 하며, 가능한 같은 재료들을 함께 멸균한다.

 제7조(멸균확인 등) 제3조 규정에 따른 멸균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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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구역 냉장고 비치 문의

수술실에서 제한 구역 내에 약품 냉장고와 티씰 냉장

고를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준제한구역으로 이동시

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장을 제한구역, 준제한구역으로 나

눌 때 각 구역의 구분은 아래의 표로 특징지을 수 있

습니다.

제한구역은 수술실(operating room), 치료실(procedure room), 주요 청결구역(clean core area)이 해당되며 

준제한구역은 수술실 주변의 지원 영역입니다. 혈액보관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접근이 용이

한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 준제한구역이나 회복실 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수술실 내에 보관장을 둘 수는 있

으나 붙박이 보관장으로 수술실내로 돌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돌출된 경우 문을 설치하여 

물품에 먼지가 쌓이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보관장의 하나로 본다면 수술실 

내에 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술실이 여러 개 이고 여러 수술실에서 질문하

신 냉장고의 접근이 필요하다면 수술실 보다 준 제한구역에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수술실 감염관리 실태 및 환경조사를 통한 감염예방 전략 개발 

http://www.cdc.go.kr/CDC/cms/cmsFileDownload.jsp?fid=28&cid=65466&fieldName=attach1&ind

ex=1)

제한구역 준제한구역

- 준제한구역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수술부의 구역

- 제한된 접근의 목적은 보안 문제보다는 높은 수준의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 모든 사람은 수술복, 머리카락과 얼굴의 털을 덮어야 

  한다. 

- 개봉된 멸균물품이나 세정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청결, 멸균물품 보관소, 멸균실, 스크럽공간, 제한구역

  으로 가는복도

- 비제한 구역에서 들어오는 환자, 직원, 물품을 감독할 

  중앙통제소가 필요

- 모든 사람은 수술복, 머리카락과 얼굴의 털을 덮어야 

  한다.

- 락커룸 입구, 마취회복실(PACU), 멸균처리실이 포함 

  될 수 있다. 멸균처리실은 준제한구역내에 있지만 비

  제한 구역이나 다른 준제한 구역에서 출입할 수 있다.

13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5 개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 의료기구 멸균 관리

1. 사각 캔에 멸균된 의료기구(포셉, 가위, 켈리등)를 

한꺼번에 넣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사용해도 되는

지요.

2. 사각 캔에 바세린 거즈를 만들어서 EO 가스에 멸

균하여 하루 기준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바세린거

즈는 EO가스 멸균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멸균된 

사각 캔에 세팅하여 멸균 가위나 포셉으로 필요한만

큼 사용하되 남은 바세린 거즈는 당일 폐기한다면 사

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드레싱 카트에서 사용하는 연고는 개봉 후 유효기

간을 기재하여 사용 중인데 대용량 연고 실마진, 바

세린(통으로 있는 것) 같은 것은 환자에게 사용하게 

될 경우 멸균 설압자로 1회 접촉 원칙으로 사용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의료기구 사용 후 즉시 세척을 하지 못하는 부서는 

물에 담가 놓으라고 지침에 되어있는데 침적 시간에 

대한 기준은 로 없어서요. 장시간(12시간 이상)으로 

침적해도 되는 지요? 또 침적할 경우 유기물이 붙어 

있는 부위(포셉 끝 등)만 침적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전체 침적이 되어야 하는지요. 오염되었으나 육안

으로 유기물이 붙어있지 않는 기구는 침적하지 않고 

오염세탁물 통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돗물

에 침적한 기구는 공급실로 가져갈 때 건져서 오염물

품 용기에 담아 바로 가져가면 겠지요? 수돗물에 침

적한 채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1. 멸균된 의료 기구는 멸균 후 사용 직전에 개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바세린 거즈는 EO 가스 

멸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사람에게 처방할 분량을 미리 약

국의 클린벤치에서 분할하여 개인에게 사용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유기물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물에 침적하는 것

은 언제까지로 제한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사

용한 의료 기구는 최대한 빨리 세척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또한 각 의료기구별로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별 제조사의 원칙을 따르

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 전체를 침적해야 하고 세척

이 아닌 유기물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위한 침

적이라면 공급실에 이동하는 동안에도 침척을 유지

해야 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굳어 버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14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5 개인 외부내과의 감염관리실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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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급실의 항온항습 공조시스템 관리 
(에어컨 사용)

중앙공급실의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 공조시스템이 

되어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에어컨을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 혹시 이러한 에어컨에 필터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야하는 건가요?

문의하신 장소가 중앙공급실의 어느 부분인지 명확

치 않아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중앙공급실 영역은 오염구역(오염제거구역)과 청결

구역(준비.포장 구역, 멸균물품 보관구역, 저온 멸균

실)로 분류되어 각 구역별 온.습도와 환기의 기준이 

다릅니다.

만일, 문의 장소가 [멸균물품 보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면 멸균 상태의 유지를 위해 온도, 습도, 환기 시

설이 필요합니다.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에서 발간한 

‘중앙공급부서 업무표준지침서Ⅲ’에 의하면 멸균물품 

보관구역은 통상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합

니다.

   ■ 멸균물품 보관구역의 공기흐름은 양압이어야 한다.

   ■ 환기는 최소 시간당 4회 이사이어야 한다.

   ■ 온도는 섭씨 24℃ 이하로 관리한다.

   ■ 습도는 70% 미만으로 관리한다.

위에서 언급하신 HEPA filter는 공조시설 또는 

Potable HEPA filter 두 가지 중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지속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시설팀과 논의하

여 고려하시고 보관 장소의 면적과 필터 용량을 감안

하여 환기 수가 적절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5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의료법인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 환경관리 소독제 관련하여 자문

저희 병원은 바닥 청소 시, 4% 락스를 희석하여 사용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차 라운딩 하다가, 여사님들

께서 락스에 퐁퐁을 한두 방울씩 넣어서 청소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때를 잘 지게 할 목적). 감염관리 측

면에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다

른 병원들은 바닥 청소할 때 희석된 락스만 가지고 

청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경관리 시 ‘청소’와 ‘소독’의 두 개념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통상 청소는 일반적인 세제 사용, 소독은 환

경소독제 사용으로 분류됩니다. ‘감염관리’ 측면에서 

때를 지우는 것과 소독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

인지 귀 기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제든 소

독제든 제조사의 사용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

므로, 귀원에서 사용하시는 소독제에 중성세제를 섞

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제조사의 권고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원칙에 입각한 관리방법

을 채택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케미컬 제품에 또 

다른 케미컬 제품을 섞어 사용하는 것은 감염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도 고려하셔야 합니

다). 또한, 다른 병원의 현황은 공식적인 조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5 사회복지법인 재활의학과 간호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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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기구 세척방법, 멸균물품 보관실의 
환기

1. 재사용기구를 세척실에서 세척할 경우 오염기구

와 감염성질환(다제내성균, B형 간염, C형 간염 등)

을 가진 환자의 기구를 다른 공간으로 세척대를 마련

하지 않고 같은 세척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척이 이

루어져도 되나요? (CJD 는 제외한 감염성질환을 말

씀드리는 것 입니다.)

2. 저희 병원의 중앙공급실의 멸균물품 보관실로 마

련되어 있는 공간이 시설적으로 일반적인 흡기, 배기

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공기 순환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

주기 국내인증 기준으로는 환기가 시간당 10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전체적으

로 시설을 뜯어고치지 않아도 국소적으로라도 설치

하여 공간 내 공기순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CJD가 아닌 이상 일상적인 세척과정에서 오염제거

를 고려하여 진행된다면 별도 구분은 권장하지 않습

니다.  모든 수술기구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 병원의 시설팀과 확인하셔서 공조 시스템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공기의 흡/폐기가 아니라 면

적 등을 고려하여 횟수는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멸균

물품보관실의 경우 Potable HEPA filter 등으로 고

려 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과의 적합성은 여기서  확

인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7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9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 오염세탁물 / 감염성 세탁물

오염세탁물이라 세탁물 중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거

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아래 각 항목의 세탁물을 말

한다.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

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b. 환자의 피, 고름 ,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

탁물

c.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

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d.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저희병원 격리실에서 나온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따로 처리(다른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이 맞나요? (오

염과 감염세탁물의 구분)

격리병실이라면 a 항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오염세탁물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감염병 뿐만 아니라 표본감시도 포함

도 포함됩니다. 

 1) 3군 감염증: 인플루엔자

 2) 5군 감염병급: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3) 지정감염병(14종) : 합병증 동반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5종), 의료관련감염병(4종), 장관 

    감염증(세부 20종), 급성호흡기감염증(세부 9종),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세부 11종), 엔테로바이러  

    스 감염증 등) 

18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00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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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 meter 소독

저희 병원에서 사용 중인 O2 meter는 습윤통으로 

들어가는 내부 스틱이 분리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

니다. 외부 meter는 알콜(낮은수준소독)로 닦고, 내

부 스틱은 습윤통처럼 높은 수준 소독을 해야하겠지

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항목 분류 세척 소독 혹은 멸균 헹굼 건조/보관

흡인통
(Suction bottle)

비위험기구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낮은 수준의 
소독제에 담근다.

수돗물로 
깨끗이 헹군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소가습기
- flow meter

비위험기구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아준다.

산소가습기
- 병(bottle)과 
   발생기

준위험기구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내부 표면이

접촉될 수 있도록 담근다.

멸균증류수로 
헹군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공 호흡기
- circuit

준위험기구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담근다.
(소독제와의 접촉 
시간은 제조사의 

권고에 따름)

멸균증류수로 
헹군다.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조시킨 후 
중앙공급실에 멸균(E.O 가
스멸균, 가스플라즈마면균)

을 의뢰한다.

1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5 일반종합 외과내부의 감염관리실 9개월

● 기관절개튜브(tracoe) 내관 소독 방법 문의

기관절개튜브(제품명:Tracoe) 에는 내관이 있습니

다. 이 내관이 1회용이 아니라면, 올바른 내관 소독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usable 튜브의 경우, 튜브를 saline 에 잠깐 담갔

다가 작은 브러쉬(보통 제품에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

다.)로 캐뉼라 내외부의 분비물을 제거하고 saline 으

로 헹군 후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20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56 지방공사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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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뇨관 삽입시 소독제

현 본원에서는 10% 베타딘으로 도뇨관 삽입 전에 소

독하고 있고 관리 시에는 매일 생리식염수로 하고있

는 것을 규정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헥시타놀

ET 제품으로 삽입 전에 소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

어 그 실효성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위 제품

의 생산자에게 문의한 결과 "점막에만 사용하지 않

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얻었지만 구체적으로 도뇨관 

삽입 시 소독으로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삽입 시 사용 중인 10% 베타딘이 아닌 생

리식염수으로만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감염률 등의 

문제가 발생될 지 여부를 답변 받고자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삽입 전에 요도구 부위를 소독제나 멸균된 생리식

염수를 이용하여 소독할 수 있는데, 이 두 방법 모

두 세균뇨 발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Eur 

Urol 2002;41:250-6).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 우

선된다는 권고를 내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소

독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의료관련감염 표준예

방지침 2017, 질병관리본부). 최근 도뇨관 삽입시 

0.1% chloehexidine을 이용한 cleaning이 생리식

염수를 이용한 cleaning과 비교하여 요로감염을 얼

마나 줄이나에 대한 연구에서 도뇨관 삽입 시 요도

구를 0.1% chlorhexidine로 cleaning한 경우 생

리식염수를 이용한 경우에 대비하여 무증상세균뇨

는 74%, 요로감염은 94%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어 

요로감염 예방을 위하여 chlorhexidine을 이용하

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ancet Infect 

Dis. 2019 Apr 12. pii: S1473-3099(18)30736-9)  

2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9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 거즈캔 유효기관 관리

거즈를 담아 쓰는 캔의 경우 개봉이 되면 포타딘볼 

캔처럼 하루만(24시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

액을 부어 쓰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다면 개봉

이 되더라도 소독 유효기간(1주~2주)까지 사용이 가

능한지요. 캔에 담아있는 거즈는 캔과 함께 소독하

여 유효기간까지 부서에 비치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개봉되는 거즈캔

은 하루만 사용하고 거즈 또한 담아 쓴다면 하루 쓸 

양만 담아 쓰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지침

에 따른 확인을 원해서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멸균 

물품 유효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저

희 병원 공급실에선 선임자가 알려줘서 그래도 한다

고만 하고 상급병원과 비교했더니  유효기간이 좀 다

르더라고요. 표준지침에도 이 부분은 없어 함께 질문 

드립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멸균 물품에는 멸

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

다. 

또한 multi-use skin antiseptics 사용에 대한 한 

병원의 매뉴얼에 따르면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는 피

부 소독제를 2 차 용기에 넣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사용 시점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병원의 상황에 따라 멸균상태를 유지하

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유효기간은 물품을 사용하기에 안전한 기간을 

의미하며 포장재료 (종류, 이중포장 등), 물품 보관상

태 (보관 장소의 습도, 온도, 출입제한 등 ), 물품 취급

상태 및 운반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

효기간을 결정하는 정책과 과정은 각 의료기관의 특

별한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린넨 포장 후 증기멸균을 적용하는 기구라 하

더라도 일반 의료기구와 수술용 기구의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E.O. gas 멸균을 적용하

더라도 멸균 pouch 로 포장할 때와 부직포로 포장할 

때의 유효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시되, 관련 참고 문헌은 

CDC, AORN 등의 국외 전문기관의 자료나 중앙공

급실 간호사회 자료, 관련 연구 논문자료를 검토하시

어 규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병원의 현황

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5 일반종합 외과내부의 감염관리실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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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of Sterile Items 

a. Ensure the sterile storage area is a well-ventilated area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dust, moisture,

insects, and temperature and humidity extremes. Category II .  

b. Store sterile items so the packaging is not compromised (e.g., punctured, bent). Category II . 

c. Label sterilized items with a load number that indicates the sterilizer used, the cycle or load number, the 

date of sterilization, and, if applicable, the expiration date. Category IB . 

d. The shelf life of a packaged sterile item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wrapper, the storage conditions, the

 conditions during transport, the amount of handling, and other events (moisture) that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package. If event-related storage of sterile items is used, then packaged sterile items can be 

used indefinitely unless the packaging is compromised (see f and g below). Category IB .  

e. Evaluate packages before use for loss of integrity (e.g., torn, wet, punctured). The pack can be used unless 

the integrity of the packaging is compromised. Category II . 

f. If the integrity of the packaging is compromised (e.g., torn, wet, or punctured), repack and reprocess the 

pack before use. Category II . 

g. If time-related storage of sterile items is used, label the pack at the time of sterilization with an expiration 

date. Once this date expires, reprocess the pack. Category II . 

 참고1.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참고2. 

● 환경소독제 문의

환경 소독제 선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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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

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

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에 의하면 락

스 사용을 stop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교육을 듣다보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의 정의를 

1. 마룻바닥, 벽, 커튼, 환기구처럼 접촉이 적은구역

과 2.접촉이 빈번하여 교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자주 

청소하거나 소독해야하는 곳으로 분류하여 2번의 경

우 락스를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렇다면 환경의 

정의 환자 존. 침대 및 주변 환경으로 한정해서 소독

제를 구분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서 언급된 소독제 사용 기준의 대상은 환

경이 아니며,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입니다. 따

라서 환경을 정의하실 것이 아니라 ‘기구 및 물품’(고

위험, 준위험, 비위험 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시고, 

그 이외의 환경에는 병원에서 합의된 환경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락스의 경우, 기구소독제가 아닌 ‘환경소독

제로서의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중한 사

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서면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

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기구’의 정의에는 질

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비위험기구 중심으로 환경 vs 

기구를 정의).

23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00 의료법인 정형외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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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분류 해당 기구(예시) 소독 및 멸균 방법

고위험 기구

(Critical items)

수술기구, 심도관, 요로카테터, 이식물, 내시경 부속품 중 생검 겸자나 절단

기, 무균적 체강 내로 삽입되는 초음파 탐침(probe)과 내시경류(관절경, 복

강경 등), 전기소작팁(Electrocautery tips), 자궁경부 큐렛(Endocervical 

curettes), 이동겸자(Transfer forceps), 초고속 치과용 핸드피스를 포

함한 치과기구(Dental equipment including high speed dental 

handpieces)

멸균

화학 멸균

준위험 기구

(Semicritical items)

내시경류(위내시경,기관지내시경,대장내시경 등),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 기

구, 후두경날(laryngoscope blade), 식도기능검사 카테터(esophageal 

manometry catheter), 대장항문기능검사 카테터(anorectal manometry 

catheter), 냉동수술 탐침(cryosurgicalprobes), 개검기(nasal/anal/

vaginal specula), 심폐소생백 마스크(CPR face masks), 유축기구 부속품

(Breast pump accessories), 직장/질 초음파 탐침

화학 멸균

높은 수준 소독

비위험 기구

(Non-critical items)

대소변기,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기계 등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초음파 탐침(복부, 방광 초음파 등)
낮은 수준 소독

표 2.3.1•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자료원: Rutala WA., Weber DJ..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참고1.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17.6.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호, 2017.6.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 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독제제 관련 문의

이번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Laryngoscop

-e blade는 준위험, Laryngoscope handle은 비위

험이 둘다 준위험으로써 높은 수준 이상을 권장한다

고 하였는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에서는 그

런 언급이 없어서요. 어떤 방법이 최신경향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구강 점

막에 닫는 후경 날(Laryngoscope blade)은 준위험

기구로 분류되고, 환자의 점막에 닿지 않는 후경 손

잡이(Laryngoscope handle)는 비위험기구로 분류

하시어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20
의료법인/

일반종합
내과 감염관리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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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항목 분류 세척 소독 혹은 멸균 헹굼 건조/보관

layngoscope

blade 준위험기구

물리적으로 안과 밖

의 표면을 물과 중성

세제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

에 담근다.

(소독제와의 접촉 시

간은 제조사의 권고

에 따름) 건조시킨 후 

중앙공급실에 멸균

(E.O 가스멸균, 가스

플라즈마멸균)을 

의뢰한다. 

멸균증류수로

깨끗이 헹군다.

건조 후 보관한

다.보관과정에서 오

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layngoscope

handle
비위험기구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닦아준다.

 참고2.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3. 소독과 멸균의 적용 원칙

 의료기구 및 물품은 환자와의 접촉 방법과 상황에 따라 고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및 비위험 기구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소독

과 멸균의 수준을 적용한다.

 (1) 고위험 기구(critical items)는 무균 조직, 혈관계에 삽입되는 기구(물품)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존

재하지 않아야 하며, 멸균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매 사용 시마다 멸균처리 후 사용한다.

 (2) 준위험 기구(semicritical items)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것으로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세균의 아포는 허용된다. 매 사용 시마다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3) 비위험 기구(non-critical items)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고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기구(물품)로 대부분의 영양성 세

균을 사멸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구는 의료종사자의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 환자 사이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표 2.3.1•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분류 해당 기구(예시) 소독 및 멸균 방법

고위험 기구

(Critical items)

수술기구, 심도관, 요로카테터, 이식물, 내시경 부속품 중 생검 겸자

나 절단기, 무균적 체강 내로 삽입되는 초음파 탐침(probe)과 내시경류

(관절경, 복강경 등), 전기소작팁(Electrocautery tips), 자궁경부 큐렛

(Endocervical curettes), 이동겸자(Transfer forceps), 초고속 치과용 

핸드피스를 포함한 치과기구(Dental equipment including high speed 

dental handpieces)

멸균

화학 멸균

준위험 기구

(Semicritical items)

내시경류(위내시경,기관지내시경,대장내시경 등),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 

기구, 후두경날(laryngoscope blade), 식도기능검사 카테터(esophageal 

manometry catheter), 대장항문기능검사 카테터(anorectal 

manometry catheter), 냉동수술 탐침(cryosurgicalprobes), 개검기

(nasal/anal/vaginal specula), 심폐소생백 마스크(CPR face masks), 

유축기구 부속품(Breast pump accessories), 직장/질 초음파 탐침

화학 멸균

높은 수준 소독

비위험 기구

(Non-critical items)

대소변기,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기계 등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초음파 탐침(복부, 방광 초음파 등)
낮은 수준 소독

자료원: Rutala WA., Weber DJ..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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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 외과적 손소독제 문의

저희 병원은 현재 외과적 손소독제로 물로 씻는 포비

돈 아이오다인 제제와, 클로르헥시딘 제제 2가지 타

입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없이 사용

하는 외과적 손소독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지 외과적 손 씻기 제제의 청구량을 볼 때 포비돈 

제제보다, 클로르헥시딘제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

습니다. 또한 외과적 손 소독의 여러 논문을 참고하

였을 때 포비돈 아이도다인 제제보다, 클로르헥시딘 

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있어, 포비돈 아이오

다인 사용을 중지하고, 클로르헥시딘 제제 하나로 통

일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한 가지 제제만 사용했을 

경우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

다. (현재는 의료진의 선호도에 따라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클로르헥시딘 제제 하나

만 사용했을 경우 문제점)

아이오다인이나 클로르헥시딘 제재 모두 외과적 손

소독제로 사용이 인증된 제품이라면 둘 중 하나로 통

일하여 사용법에 맞춰 일괄 적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

겠습니다.

25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00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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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실 사용 젖병 세척 후 단백질 잔류 체
   크 필요여부

공급실 학회에서는 세척을 하고난 후 세척검증수준

절차에 의해 단백질 잔류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궁금

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신생아실

에서 젖병사용 후 젖병세척기로 세척 건조 후 사용하

고 있습니다.

1. 세척 후 젖병세척기의 단백질잔류 검사를 해야하

나요? 

2. 세척 후 젖병의 단백질 잔류검사를 해야하나요?

3.반드시 꼭 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공급실 세척기는 세척 후 세척기의 단백질 잔류검사

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여 요청 드립니다.

1 .  2007년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Safe 

preparation,storage and handling of powdered 

infant formula Guidelines” 및 2017년 질병관리

본부 표준예방지침서에 따르면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보면 반드시 모든 세척기구의 단백질 잔존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척 인력의 교육 및 기구 세척의 적절성 평가를 위

해 

1) ATP(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 삼인

산) 또는 indicator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도 있음에 

따라 비용, 인력 등을 타진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00 의료법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3개월 

 참고1. <Safe preparation,storage and handling of powdered infant formula Guidelines>

2.1.3 Cleaning and sterilization of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It is very important that all equipment used for feeding infants and for preparing feeds has been thoroughly 

cleaned and sterilized before use.

1. Hands should always be washed thoroughly with soap and water before cleaning and sterilizing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as described below). In care settings, a dedicated hand-washing sink is recommended.

2. Cleaning: wash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e.g. cups, bottles, teats and spoons) thoroughly in hot 

soapy water. Where feeding bottles are used, clean bottle and teat brushes should be used to scrub inside and 

outside of bottles and teats to ensure that all remaining feed is removed.

3. After washing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rinse thoroughly in safe water.

4. Sterilizing: if using a commercial sterilizer, follow manufacturer's instructions.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can also be sterilized by boiling:

a. fill a large pan with water and completely submerge all washed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ensuring 

that there are no trapped air bubbles;

b. cover the pan with a lid and bring to a rolling boil, making sure the pan does not boil dry; and

c. keep the pan covered until the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is needed.

5. Hands should be washed thoroughly with soap and water before removing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from a sterilizer or pan. The use of sterilized forceps for handling sterilized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is recommended.

6. To prevent recontamination, it is best to remove feeding and preparation equipment just before it is required 

for use. If equipment is removed from the sterilizer and not used immediately, it should be covered and stored 

in a clean place. Feeding bottles can be fully assembled to prevent the inside of the sterilized bottle an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teat from becoming conta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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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III. 소독과 멸균의 실제

1. 세척

세척은 적절한 소독이나 멸균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세척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이를 

모니터링한다.

1) 세척 시 일반적 주의사항

  (1) 사용한 기구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세척장소로 운반한다.

  (2) 의료기구는 사용 후 가능한 한 빨리 세척한다. 만약 세척을 빨리 할 수 없는 경우 유기물이 기구에 말라붙을 수 있으므로 

건조되지 않게 한다. 물에 담가 놓거나 젖은 수건으로 덮어 놓는 등). 세척 시 생리식염수는 기구를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세척을 위해 분해가 필요한 기구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분해한다.

  (4) 세척과정에서 기구 표면의 손상이나 부식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척 후 기구관리부서로 의뢰한다.

  (5) 세척도구(솔, 스펀지 등)는 재사용 시 사용대상의 수준에 적합한 재처리과정을 거친다(세척한 후 건조하거나 소독 또는 멸균).

  (6) 세척제는 기구의 재질과 오염물질의 성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오염 제거에 효과적이며 헹굼이 용이한 것으로 사용한다.

  (7) 세척제가 남아 있으면 소독 및 멸균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헹군다.

2) 기계세척 시 주의사항

  (1) 기계세척기는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2) 기구의 모든 표면이 세척제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분해하고 뚜껑이 있는 기구는 완전히 열어준다.

  (3) 세척기는 제조사 권장 주기에 따라 내부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4) 초음파세척기는 육안으로 보이는 큰 오염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1차 오염 제거 후 사용한다.

   ① 고무와 PVC는 진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이 불가능하며, 깨지기 쉬운 물품들은 손상 받을 수 있다.

   ② 내강이 있는 기구는 초음파 세척 전과 후에 손으로 세척한다.

   ③ 세척 시에는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하며, 세척용액은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교환한다.

  (5) 기구가 올바로 세척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척 후 기구의 이물질 여부를 육안이나 세척과정의 출력물 등을 통해 반드

시 점검한다.

● 수전 문의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의하신 ‘답변으로 받은 내용은 병동존에 설치되

어 있는 공동화장실 내 세면대를 의미한다고 하여서

요.’는 답변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실 내 화장실 세면대의 경우, 환자 전용이 아

니고 손 위생을 위한 물품(비누, 종이 타올 등)이 비

치되어 있어 의료행위 후 일상적인 손 위생이 가능하

다면 수전으로 카운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 : 예를 들어, 입원 환자 대비 수전은 병

실, 처치실 내부 등 행위 후 사용이 가능한 세면

대 등의 수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병동 존에 설치

되어 있는 공용 화장실 내 세면대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실제 손 위생이 필

요한 순간 사용 가능한 수전을 계수하시면 됩니다.

27

[답변]

3월에 수전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의 

드립니다. 5인실 및 2인실안에 병실 안 화장실이 있

습니다. 물론 화장실 밖 및 병실 안에는 수전이 없습

니다. 답변으로 받은 내용은 병동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화장실 내 세면대를 의미 한다고 하여서요. 그렇

다면 병실내의 화장실의 세면대는 수전으로 카운트

가 되는 것인지요?

<3월 질문>

2010년 WHO 손 위생 자가 평가 도구에 맞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라 함은 화장실 안까지 

포함하는 건지요? 아니면 화장실 불포함하는 병실, 

병원내 수전을 말하는 건지요?

답변)

[WHO 손 위생 자가평가도구]의 시스템 개선 부문인 

‘수전 : 환자비’ 산출을 위한 수전의 개념이라면 의료

진이 환자 진료 및 간호 등 임상 실무에서 손 위생이 

필요한 순간에 실제 시행을 할 수 있는 수전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환자 대비 수전은 병실, 처

치실 내부 등 행위 후 사용이 가능한 세면대 등의 수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병동 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화장실 내 세면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실제 손 위생이 필요한 순간 사용 가능한 

수전을 계수하시면 됩니다.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00
의료법인/

일반병원
정형외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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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소독제 선택

현재 병동에 세척실이 없어 미온수 침적후 비닐로 포

장하여 오염, 감염 구분해서 중앙 공급실에 일괄 내

리고 중앙공급실 세척실에서는 1차 소독 침적 없이 

효소 세정제만으로 감염 물품을 세척을 하고 건조 과

정을 거칩니다.

문제는 감염성물품 건조 후 청결구역인 멸균물품 준

비실에서 해당 제품을 다룰 때 준비실의 감염위험이 

있을 것 같아 1차 소독액에 침적을 세척 전에 해야 

될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용한 의료 기구를 구분할 때 ‘감염 물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감염환자가 사용한 물품이라면 ‘감염환자’는 또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지, 의료 기구를 재처리하는 과

정에서 세척 후 궁극적으로 멸균을 시행할 것이므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사전에 소독제에 침적해야 한

다는 과학적 근거 역시 명확하게 없습니다.

중앙공급실은 오염제거구역, 청결준비구역, 멸균 및 

멸균물품 보관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오염제거구역에서는 소독이나 멸균이 아닌 세

척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과 준

비를 위한 청결구역의 오염이 염려되신다면 주기적

인 환경 소독을 통한 관리를 권고 드립니다.

28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06
개인/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 내시경 세척용 솔 등 관련기구의 소독/멸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발간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따르면, '세척솔'은 생검겸자와 함께 '내

시경 부속품'에 포함되며, 재사용시 멸균이 필요한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낸 <내시경 세척 

및 소독지침>(*첨부자료)에 따르면, 생검겸자는 '처치

기구'로 멸균 처리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 '송수

병' 같은 부속기구와 '세척솔'을 포함한 세척 도구는 '

고수준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척솔이나 송수병 같은 기구를 어느 지침에 맞게 처

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준소독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 내시경 부속품의 정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p286)]에는 ‘내시경 부속품

(Endoscopic accessories)은 생검겸자, 솔 또는 시

술하는 동안 내시경 내부의 통로를 통과하는 다른 

기구를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때 솔은 시

술 시에 내시경 내부를 통과하여 사용하는 솔(예; 

cytology brush)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척솔로 해석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침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제조사의 권고사항

을 확인하여 최소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적

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이 없다면 원내 의결기구의 

협의를 통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예시: 

근거가 없으므로 최고 수준의 멸균을 선택)을 결정하

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발간한 <의료기

관의 감염관리>에 따르면, '세척솔'은 생검겸자와 함

께 '내시경 부속품'에 포함되며, 재사용시 멸균이 필

요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개인/

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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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척솔과 송수병의 재사용

  

세척솔과 송수병을 재사용할 경우(일회용 제외) 대부분의 지침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질병관리본부) 

  ■ 송기/송수병은 멸균하며 매일 교환한다.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생검겸자나 기타 절개기구 등 점막을 통과하는 재사용 내시경 부속품은 사용 시 마다 기계적인 세척을 하고 멸균해야 한다.

   ■ 렌즈세척과 헹굼에 사용되는 물병(water bottle)이나 연결 튜브는 매일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실시한다. 물병을 채

우기 위해 멸균수를 사용한다.

   ■ 세척 기구는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환자마다 사용 후 철저히 세척해서 소독 ● 멸균 과정을 거친다.

   

3)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 송수병과 연결기구들은 최소한 매일 고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하고, 멸균수를 채워 사용한다. 

   ■ 세척용 솔, 채널 어댑터 및 주입 튜브 등의 세척 도구들은 사용 후 일회용은 버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동일한 손 세척 

과정을 거친 후 고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 내시경 부속 기구의 정의 : 내시경시 사용되는 부속물은 내시경기기의 부속 기구와 내시경 겸자공 내로 삽입되는 처치 기

구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처치 기구는 생검겸자, 올가미, 유도 철사, 풍선 확장기 등이며 점막층을 관통하는 부품의 경

우 지침에서는 일회용을 권장하나 재사용(reuse)이 가능한 물품은 멸균을 해야 한다. 

 참고1.

● 수술실 멸균물품 이동 동선

수술실 내 오염물품 및 기구의 이동동선과 청결물품

과 기구의 이동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멸균물품/청결

물품/기구 등의 이동을 위해 수술실 방 옆에 공간을 

설치한다면 멸균물품/기구 이동을 수술실 방과 방으

로 이동하는 동선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수술실 방에 최대의 물품을 보관해서 사용하다가 필

요한 물품을 수술 끝난 후 청소를 한 다음 정해진 시

간에 물품을 이동하는 방법.

멸균용품은 문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보관장이나 보

관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문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

간을 멸균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오염

물품과 이동하는 시간을 달리하여 이동하는 것은 가

능합니다.

30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20
개인/

관절전문
내과 감염관리실 3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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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meta(발생기포함), 산소습윤통을 사용 
중인 환자의 소독주기

산소meta(발생기포함), 산소습윤통을 사용 중인 환

자의 소독주기 입원환자가 사용 중일 경우 매일 높

은수준소독이나 EO gas 소독한 것으로 바꾸어 주어

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자체로 정하여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정해줘도 되나요? suction 

bottle 사용하는 환자도 매일 낮은 수준소독을 시행

한 걸로 교체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오염도에 따라 

주기를 2~3일로 늘려도 되나요? 내시경실, 회복실, 

응급실 처럼 단기로 환자가 머물고 단기간 사용할 경

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요.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하되, 한 연구 논문

에서 5일 후 reuse 산소 발생기에서 균이 분리됨에 

따라 disposable 산소발생기 사용을 권장한 사례

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 WHO에서 제시하고 있

는 reuse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매 환자마다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주 소독하되 건조가 중요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균수는 남아 있는 멸균수

를 버리고 매일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

사용부서의 경우 disposable 사용을 권장하나 만약 

reuse를 사용한다면 원내 규정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ction bottle의 경우 낮은수준의 소독으로 주기적

으로 비우고 세정제를 이용하여 세척,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5 개인 외부내과의 감염관리실 9개월

 참고1. <Guidelines for Preventing Health-Care-Associated Pneumonia, 2003>

 참고2. <The clinical use of oxygen in hospitals with limited resources - Guidelines for health-care 

           workers, hospital engineers and programme manager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2009)>

Oxygen humidifiers 

a. Follow manufacturers' instructions for use of oxygen humidifiers (II,C) (29;54--56). 

b. Change the humidifier-tubing (including any nasal prongs or mask) that is in use on one patient when it 

malfunctions or becomes visibly contaminated (II). 

8.2 Unheated bubble humidifiers

An unheated bubble humidifier is a simple device that adds only a little to the cost of oxygen equipment, but 

because it is inefficient, its role is limited. Unheated bubble humidifiers have a role when oxygen is delivered 

by cylinders through a nasal catheter, or if a N-P catheter is used to deliver oxygen, or if higher than standard 

flows are used.

Bubble humidifiers (see Figure 8.1) reduce the dryness of the oxygen supplied from a cylinder by bubbling air 

through water at room temperature. The bubble humidifier is filled with clean water (distilled water, or tap 

water that has been boiled and cooled). The humidifier is then firmly attached to the oxygen outlet, taking care 

to avoid oxygen leaks and making sure that it is bubbling.

The water level in the humidifier should be checked twice daily and topped up as necessary. Humidifier 

equipment must be washed and disinfected regularly to prevent bacterial colonization.

Maintenance of humidifiers is also important. The water should be changed daily. Changing the water includes 

washing the humidifier, water jar and catheter in a mild soapy water, rinsing with clean water and drying 

in air before reuse. Once a week (or whenever a patient ceases oxygen therapy), all the components of the 

humidifier should be soaked in a mild antiseptic solution for 15 minutes, rinsed with clean water and dried 

in air. Allowing the humidifier to dry completely will help to discourage bacterial colonization. A spare, clean 

humidifier filled with clean water should always be available, so that oxygen therapy is not interrupted while 

the humidifier is cleaned.



 114 115
2019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올 바 른 세 척 과 소 독

 참고3. <SRI LAKSHMI MEDICAL CENTRE AND HOSPITAL 18/121 MTP Road, Thudiyalur, 

           Coimbatore - 641 034. >

 

 참고4. <Cleaning and Decontamination of Reusable Medical Equipments, Including the use of 

           Hydrogen peroxide Gas Decontamination>

Medical equipment Decontamination method or advice Comments

Ventilator
“Clean or replace equipment between use on 

different patients”

FAQs about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Co-sponsored by SHEA, 

IDSA,AHA,

APIC, CDC, Joint Commission

Respiratory therapy 

equipment

“Reusable devices or items that touch mucous 

membranes should, at a minimum, receive 

high-level disinfection between patients.”

CDC: Sterilization or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Medical devices that do 

not touch the patient- or 

only intact skin

“-items that do not ordinary touch the patient 

or touch only intact skin are not involved in 

disease transmission, and generally do not 

necessitate disinfection between uses on 

different patients”

CDC: Sterilization or Disinfection 

of Medical Devices.

Mechanical ventilator- 

routine damp-dusting of 

exterior

-“Prepare the cleaning solution in the bucket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 Wipe the surfaces of the ventilator 

clean, working from the top to the bottom and 

paying attention to the undersides and joints. 

For greasy or stubborn soiling, use the non-

abrasive pad- Change the cleaning solution and 

cloth when it becomes soiled- Allow to dry- 

Wipe with an alcohol disinfectant wipe-

On completion, dispose of the cloth, clean and 

dry all equipment and store safely and tidily in a 

secure storage area”-

NHS Cleaning Manual 2009, 

Department of Health

CPAP equipment cleaning 

procedures

The mask and headgear should be hand-

washed twice a week, the grey foam filter twice 

a month, the tubing can be washed in warm 

soapy water rinse and

dried, the humidifier chamber should be 

drained and hand-washed twice a week with 

warm soapy tap water. Rinse thoroughly with 

clean water.

Unplug and wipe the outside of the CPAP and 

humidifier unit with a damp cloth twice a week.

IRS Independent Respiratory 

Services

Inc, Canad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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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able

“The medical device can be used for repeated 
episodes on different patients, but requires 
appropriate decontamination between each 
use.”

NHS Great Yarmouth and 
Waveney.
Policy on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quipment, 
surfaces, environment and skin.

Enteral feeding equipment

“In patients own homes:
It is the users responsibility to keep equipment 
dust free. If visibly soiled please clean with 
warm water and detergent (washing up liquid)”
Syringes- “may be re-used for a specified 
patient and that patient only - no longer than 
24 hours-and should be cleaned thoroughly 
after each use with warm water, mild detergent 
and than allowed to air dry.”
Returned after use “to central equipment stores 
for cleaning prior to re-issue”

NHS Great Yarmouth and 
Waveney.

Humidifiers
“Individual patient oxygen humidification 
systems: Disposable units and tubing must be 
used. Use sterile water and change at least daily”

NHS Great Yarmouth and 
Waveney.

Nebu l i se rs ,  mask  and 
tubing

Single patient use. Cleaned with hot water and 
detergent between use and replace weekly.
“Clean the machine as per manufacturers 
instructions”

NHS Great Yarmouth and 
Waveney.

Oxygen machine
-“Damp dust daily, clean filters weekly when in 
use and after each patient use”
Follow manufacturer’s instructions

NHS Great Yarmouth and 
Waveney.

Suction equipment

In patients own homes:
Bottles: is disposable- change daily
Machines: -“It is the user’s responsibility to 
keep equipment dust free. If visibly soiled 
please clean with warm water and detergent 
(washing up liquid).
Filter changes and maintenance - carried out by 
central equipment services on long term loans 
as necessary.
When no longer required these should be 
returned to central equipment stores for 
cleaning prior to re-issue.

NHS Great Yarmouth and 
Waveney.

Table 1: Decontamination methods or advices concerning medical equipments.

● 내시경실 환경관리

내시경 세척실과 내과의 검사실에서 선풍기를 사용

해도 될까요? 에어컨이 있지만 원장님들이 시술 중에 

더워서 선풍기를 요청하셔서요. 이와 관련된 지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공신장실이나 수술실에서는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

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비말, 접촉 또는 공기매개 

환자가 있는 곳, 음압격리실, 면역저하자들이 있는 

곳, 멸균용품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air flow pattern 

의 변화나 균이 퍼질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이 필요

합니다.

일반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역에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선풍기 날

개에 쌓인 먼지들이 세균의 reservoir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사용하게 된다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감염관리가 필요한 환자

를 잘 확인하여 관리해야겠습니다.

3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5 개인 외부내과의 감염관리실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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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적 손 위생 수질관리

본원은 외과적 손위생 중 솔을 이용한 외과적 손 위

생은 권고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으나, 천천히 수술

의를 교육. 설득하여 알코올이 함유된 제제로 변경하

고 있습니다. (softa-man, avagard 둘 다 비치하고 

독려 중) 의사대상으로 교육 중 어느 병원에서는 외

과적 손 위생을 하는 수전의 물은 방사선조사나 특수

처리를 해서 미생물이 없는 상태로 손 위생을 실시하

는 물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

다고 합니다.) 손 위생을 하여도 미생물이 있는 물로 

헹궈내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염소소독이 되어 있고, 외과적 

손위생의 목적은 손에 존재하는 상재균을 일시적으

로 감소시켜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임을 설명하고, 관

련 내용을 찾아보겠다고는 하였는데. 솔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사용하는 손 위생 후 다시 알코올 제제

로 손 위생을 하여 문제가 없지만 아직 설득 중으로, 

당분한 솔을 사용한 손 위생을 당분간 진행하여야 해

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외과적 손 위생 할 때 사용

하는 물(수질관리)에 대하여 혹시 언급되어 있거나 

기준이나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질문 사항은 결국 병원 내 사용하는 수돗물의 관리시

스템(safe water system) 또는 수질관리와 관련 있

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수돗물 대신 멸균증류수 사용

을 추천하고 있지만 한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물의 종

류에 따라 손에서의 세균 숫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고 유리 염소가 0.1 ppm 이상이면 문제없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손위생과 관련한 수

돗물 사용에 대한 지침은 없지만 결국 의료기관내 수

돗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손 위생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질병관리 본부에

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이면 손 위생에 적합하다고 언

급하고 있습니다. 

33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6 개인 내과 전략추진본부 1년 6개월

● 장갑 착용 시 손 위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서 장갑 착용 시 손 위

생 항목 중 3.2.6.1 장갑을 착용하더라고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

어있는데 

1.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손 위생을 수행하라는 의미

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2. 장갑을 착용 시 손 위생 필요시에는, 장갑을 벗고 

손 위생 후 다시 장갑을 착용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갑이 알코올 손소독

제 또는 물과 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상황에서 손 위생이 필요

하다면 장갑을 벗고 , 손 위생을 수행하고 새 장갑

으로 교환하여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2009

34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0 재단법인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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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독과 의료기구 소독 주기

1. 환자주변환경 소독(침상, 상두개, 병실 바닥 등)에

서 청소 후 소독제로 락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환경

소독제는 공인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서 락스가 해당제품인지?

2. 의료기구 중 혈압계, 체온계 등 공용으로 사용하

는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간 매 소독해서 사용해야 하

는지? 환자간 소독을 해야 한다면 관련근거는 있을까

요? 아니면 격리환자는 개별사용하고 나머지 환자는 

근무별(하루 세 번) 소독으로 해도 되는지요? 

감염관리실에서 실무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

데 반발이 심할듯하여 여쭙니다.

아래 지침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내 법률사항 및 유

한락스에 성분 등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구 소독이 아

닌 환경소독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2017년 의료관련감

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르면 비위험기구는 매 환자사

이 또는 주기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위험기구 

소독의 목적은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을 사멸하기 위

함이며 의료종사자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주기를 선정하시면 되겠습

니다.

35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50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참고1.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17. 6.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호, 2017. 6. 22., 일부개정]>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

가. 대상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지질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낮은 수준 소

독을 적용한다. 혈압측정기, 청진기,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식 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

세트, 병실 집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소독 수준

일반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일부 곰팡이를 죽이지만 결핵균이나 세균 아포는 죽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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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않다.

 2) 일반적으로 비위험기구에 의해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위험은 거의 없지만 의료진의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

     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

 3) 대부분의 비위험기구는 소독을 위해 중앙공급실로 보낼 필요 없이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4) 환자의 혈액이나 미생물 검체를 취급하는 검사실과 같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환경소독제를 이용한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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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

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이상에서 

12-30분
1분 이상 1분 이상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1.93%페놀, 3.4% 글루타르

아레히드+26%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

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분-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참고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표 2.3.1•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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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4.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3. 소독과 멸균의 적용 원칙

의료기구 및 물품은 환자와의 접촉 방법과 상황에 따라 고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및 비위험 기구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소독

과 멸균의 수준을 적용한다.

(1) 고위험 기구(critical items)는 무균 조직, 혈관계에 삽입되는 기구(물품)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존

재하지 않아야 하며, 멸균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매 사용 시마다 멸균처리 후 사용한다.

(2) 준위험 기구(semicritical items)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것으로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세균의 아포는 허용된다. 매 사용 시마다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3) 비위험 기구(non-critical items)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고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기구(물품)로 대부분의 영양성 세

균을 사멸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구는 의료종사자의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 환자 사이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표 2.3.1•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자료원: Rutala WA., Weber DJ..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분류 해당 기구(예시) 소독 및 멸균 방법

고위험 기구

(Critical items)

수술기구, 심도관, 요로카테터, 이식물, 내시경 부속품 중 생검 겸자나

절단기, 무균적 체강 내로 삽입되는 초음파 탐침(probe)과 내시경류

(관절경, 복강경 등), 전기소작팁(Electrocautery tips), 자궁경부 큐렛

(Endocervical curettes), 이동겸자(Transfer forceps), 초고속 치과

용 핸드피스를 포함한 치과기구(Dental equipment including high 

speed dental handpieces)

멸균

화학 멸균

준위험 기구

(Semicritical items)

내시경류(위내시경,기관지내시경,대장내시경 등),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 

기구, 후두경날(laryngoscope blade), 식도기능검사 카테터(esophageal 

manometry catheter), 대장항문기능검사 카테터(anorectal manomet-

ry catheter), 냉동수술 탐침(cryosurgicalprobes), 개검기(nasal/anal/-

vaginal specula), 심폐소생백 마스크(CPR face masks), 유축기구 부속

품(Breast pump accessories), 직장/질 초음파 탐침

화학 멸균

높은 수준 소독

비위험 기구

(Non-critical items)

대소변기,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기계 등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

는 초음파 탐침(복부, 방광 초음파 등)
낮은 수준 소독

 참고3. <유한락스 허가증의 용도용법 설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1 차아염소산나트륨(살균소독제) 4%

용도용법

식품의 살균소독 – 과일, 채소, 생선, 두부, 육류 등의 살균소독 – 김장할 때 채소의 

살균소독 – 물 10L에 원액 20ml(약 500배 희석) - 희석액에 약 5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물로 씻으십시오. *식품첨가물 공전에 의거, 참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5.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
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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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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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

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

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

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

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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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타르알

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

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

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

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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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환경 구획 구분

수술실 환경, 구획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기준에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기

관 감염관리 한미 5판 책을 보면 준제한구역에 물품

보관, 회복실등 있고, 3주기 인증을 한 병원들의 인증

기준을 보면 제한구역에 물품보관, 회복실, 간호사실 

등이 구역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어떻게 설계해야 할

지 근거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의 시설과 규격에 대한 가장 기본적

인 법적 근거는 아래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호

(별표3)]입니다. 

또한, 아래 첨부한 2018.05.30에 시행된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관련 세부기준]이 좀 더 세부적인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외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유로 문

헌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

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한미의학), 감염관

리학(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현문사) 등이 있

겠고, 미국의 The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ealth Care Facilities’를 

통해서도 선진화된 기준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3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50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

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참고1.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호(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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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정화설비 기준 >

단계별 수술 공기정화설비 기준

①고위험도 수술

 (뇌혈관수술 및 개두술, 심혈

관수술, 관절치환술 및 척추

수술 등 인공삽입물을 삽입

하는 모든 수술)

●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②중등도 위험도 수술

 (개복술, 개흉술 등)

●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③기타 수술

●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

●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건물증개축,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

   -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술실 기준을 준수 해야 함 

2) 의원급 수술실 명칭 사용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령상 전신마취 수술실과 구분되도록  ‘국소·

     부분마취’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수술실 명칭 사용이 가능함

     * 전신마취가 아닌 경우 수술실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 유권해석 변경

     * 환자안전을 위해 국소·부분마취의 경우도 응급장비, 예비전원장치를 갖추도록 권고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

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1)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다음과 같이 수술 단계별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기준 적용을 유예함

      * 단계별 수술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 및 [별표4]의 수술실 시설규격 ●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개정 2015.5.29.) 관련 세부기준

 참고2.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관련 세부기준>

<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한 “수술실 운영기준” >

① 복도 및 주변실 대비 양압 설정

② 급기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거칠 것

③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사용 불가. 단,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중 급기구에 MERV 14이상의 고성능 필

   터 탑재 또는 상시 소독 및 청소가 가능한 구조의 냉난방기(복사냉난방패널 등)는 사용 가능

④ 정기적인 공기정화설비 관리(필터교체 등)

⑤ 수술실 내 손씻기 시설, 개수대 등 설치 금지

⑥ 기구,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환자의 통행 외에는 수술실 문은 닫아 놓고, 필요한 인력 외에는 수술

   실에 드나드는 인력을 최소화

⑦ 수술장에는 수술실 이외에 스크럽공간, 수술준비공간, 환자회복공간, 청결물보관공간, 오염물처리 및

   오염물 보관공간, 의료진 탈의공간 등을 구비(기타 수술의 경우 미적용)

참고3. <수술실 세부기준 관련 Q&A>

1. 수술실에 설치해야 되는 공기정화설비가 무엇인지?

   - 일반적으로 공기정화 필터가 있는 펜필터유닛 등 고정식 공기정화장치를 의미하며, 외부공기 유입이 가능한 천정형 에어컨

     등 냉난방기도 수술단계에 따른 필터를 갖추고 시간당 공기순환 횟수 등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가능

2.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이 어떤 의미인지?

   - 1시간 마다 해당 수술실 전체 공기가 15회 이상 순환한다는 의미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의 면적에 따라 공기정

     화장치의 풍량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음

3.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가 무엇인지?

   - 공기 중 0.3㎛ 입자를 95% 걸러주는 필터를 의미함(참고로 헤파필터는 99.97%)

4. 국소부분마취 수술실의 경우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국소부분마취 수술만 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의무 대상이 아님

5. 국소부분 마취 수술실의 경우 어떻게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지?

   - 의료법령상 전신마취 수술실과 구분되도록 ‘수술실’이란 명칭에 ‘국소부분마취’, ‘국소부분마취용’ 등의 단어를 함께 쓰면 됨

     (예: “수술실(국소부분마취용)”, “국소부분마취 수술실” 등)

 3)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술실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장함 

     * 권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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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수술실 기준 관련 유권해석['17.2]>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 대상 의원으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란 어떤 마취를 의미하는지? 

   - 전신마취란 주로 외과(外科)의 큰 수술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온몸의 감각이나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

취의 한 종류로 환자의 자발호흡을 억제하는 수술이며, 환자의 자발호흡은 유지하면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정맥(수

면)마취는 제외됨

2. 의원급 수술실이 갖춰야 할 공기정화설비란?

   - 환자감염 방지를 위해 먼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설비

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공기청정기는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  비로 보기 어려움

3. 수술실이 갖춰야 할 벽면 불침투질이란?

   -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불침투성 재질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염원이 침투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4. 수술실이 갖춰야 할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란?

   - 특정 장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동 장치(장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면 됨

5. 개정된 수술실 규정은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3년 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장비 및 시설 구비에 관계없이 수술실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의원급 의료기관에 유예기간 동안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수술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술실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규격을 갖춘 경우에만 ‘수술실’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손 위생 시간

2.1주기 모의 컨설팅평가 결과 항목에 외과적 손 위

생의 첫 수술 시 손 소독은 5분 이상 수행해야 한다

는데. 제5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 표

준예방지침의 준하여 외과적 손 소독의 시간을 2~5

분 정도를 추천하며 10분이상의 손 소독은 불필요하

다는 내용뿐 5분 이상 수행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 자료가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외과적 손 위생에 대한 국내외가이드라인(WHO, 

CDC, 국내)을 살펴보면 질문자분께서 정리하신 내

용 그대로 입니다. 5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컨설팅 업체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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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20
개인/

관절전문병원
내과 감염관리실 3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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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에서 사용한 물품 이동 방법

새롭게 증축하는 병동이 현재 있는 병원 건물과 떨어

져서 이동 시 인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

에서 증축 병동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구(물품)관리 방

법에서 의료기구 이동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자 문의 

드립니다.

방법 1. 발생되는 오염기구를 세척과정없이 물 또는 

소독액에 침적 후 밀폐된 용기로 이동

방법 2. 증축병동에서 세척한 다음 밀폐된 용기로 이동

질문 1. 반드시 2번 방법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질문 2. 1번 방법을 선택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세척의 경우 중앙공급실에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물 

또는 소독액에 침적 후 밀폐용기로 이동하는 것이 가

능하며 세척 후 중앙공급실로 이동시켜도 보통 중앙

공급실에서 세척의 과정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척을 따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소독된 물

품을 증축된 병동으로 이송 시 오염되지 않도록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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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20
개인/

관절전문
내과 감염관리실 3년 4개월

● 수술실 제한구역, 준제한구역 등 동선문제

최근 플라즈마 소독기의 설치로 협소한 수술실 환경

으로 인하여 수술실 제한구역,준제한 구역 동선의 구

분 이 섞여있음의 문제로 자문 드립니다. 본래 기구

정리실 안쪽공간에  플라즈마 소독기를 두고 사용하

고 문은 설치되어있으나, 플라즈마 소독후 멸균 물품

은 멸균물품 통에 담아서 기구정리실(준 제한구역) 

을 경유하여 각 수술방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제한구역과 준제한구역의 동선이 섞이게 되는

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는 장소의 협소로 공사예정은 없어서, 

감염관리 원칙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술하신대로 하면 사용한 것도 준제한구역으로 나

와서 소독실로 들어가고 멸균된 물건도 다시 같은 동

선으로 수술실로 이동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형태이

든지 동선자체가 분리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사용

한 기구나 멸균된 기구의 이동 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잘 밀봉하여 이동시키셔

야 합니다. 감염관리실과 잘 논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술실내에서 세척/소독 및 멸균을 

하신다면 세척공간과 소독 및 멸균공간은 물리적으

로 분리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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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98 일반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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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관련

1. 과산화수소

T-tube환자의 내관을 매일 소독해주어야 하는데 어

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되어 도움 요청 드립니

다. 호흡기계에 적용하는 기구는 높은 수준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T-tube 내관의 경우 워낙 사

이즈도 작고 소독후 바로 환자에게 적용 시켜줘야 하

기 때문에 중앙공급실까지 이동하여 소독 절차를 거

치기도 힘든 상황인데 과산화수소만큼 효과적이면

서 높은수준 적용에 적합한 소독제를 찾지 못했습니

다.기존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했었는데 과산화수소가 

MSDS이고 발암관련 문제도 있다고 가능하면 사용을 

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근거는 찾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병동에서 작은 사이즈

(100ml 내외)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시 확인하고 관

리를 해주어야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클로르헥시딘

클로르헥시딘을 창상부위의 소독용으로 사용할 시 

0.05%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저희 병

원 환자는 욕창이나 간단한 상처소독 정도의 환자밖

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부 창상부위 소독은 

0.05%로 사용하라고 되어있던데 다른 병원에서는 

드레싱할때 대부분 0.5%의 농도로 사용한다고 해 혼

란스럽습니다.

1. T-tube환자의 내관을 세척하기 가장 적절한 세

척 용액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수돗물, 멸균수, 멸

균식염수, 3% 과산화수소수 등 의료 전반에 걸쳐 다

양한 용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에서 논

의하시어 규정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 과산화수소수가 적절히 세척되지 못한 경우 부작

용이 있기에 세척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2. 클로르헥시딘은 잔류효과가 높기 때문에 알코

올 제제에 저농도(0.5~2.0%)의 클로르헥시딘을 섞

으면 알코올 단독 제제보다 잔류효과가 좋아집니다. 

WHO에서 시행한 수술 전 피부소독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소독제(클

로르헥시딘 또는 포비돈-아이오다인)와 알코올이 함

유되지 않은 소독제를 비교하는 12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 수술부

위감염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하였습니다.(OR: 

0.60; 95% CI: 0.45~0.78).  따라서 클로르헥시딘 

제품의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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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개인/

척추재활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참고1. <National Tracheostomy Safety Project, Management of the inner cannulae>

 참고2. <Disinfection of Healthcare Equipment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There is debate within the literature on the most appropriate cleaning solution to be used in the context of 

inner cannula care. A wide variety of solutions are used across health care including tap water, sterile water, 

sterile saline and hydrogen peroxide 10w/v (3%). Evidence to support the use of tap, sterile water or other 

solutions is equivocal and therefore local policies are highly likely to vary in their recommendations. This is 

acceptable from a patient safety perspective but local practice should be influenced by the available water 

supply and quality, types of tubes used and patient condition. For most obtunded or acutely unwell hospital 

inpatients, sterile water would seem more appropriate. 

Disinfection in Ambulatory Care, Home Care, and the Home

With the advent of managed healthcare, increasing numbers of patients are now being cared for in ambulatory-

care and home settings. 

Many patients in these settings might have communicable diseases, immunocompromising conditions, or 

invasive devices. 

Therefore, adequate disinfection in these settings is necessary to provide a safe patient environment. Because 

the ambulatory-care setting (i.e., outpatient facility) provides the same risk for infection as the hospital, the 

Spaulding classification scheme described in this guideline should be followed (Table 1)17.

The home environment should be much safer than hospitals or ambulatory care. Epidemics should not be 

a problem, and cross-infection should be rare. The healthcare provide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responsible family member information about infection-control procedures to follow in the home, including 

hand hygiene, prope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quipment, and safe storage of cleaned and disinfected 

devices. Among the products recommended for home disinfection of reusable objects are bleach, alcohol, 

and hydrogen peroxide. APIC recommends that reusable objects (e.g., tracheostomy tubes) that touch mucous 

membranes be disinfected by immersion in 70% isopropyl alcohol for 5 minutes or in 3% hydrogen peroxide 

for 30 minutes. Additionally, a 1:50 dilution of 5.25%–6.15% sodium hypochlorite (household bleach) for 5 

minutes should be effective327-329. Noncritical items (e.g., blood pressure cuffs, crutches) can be cleaned with 

a detergent. Blood spills should be handled according to OSHA regulations as previously described (see section 

on OSHA 

Bloodborne Pathogen Standard). In general, sterilization of critical items is not practical in homes but 

theoretically could be accomplished by chemical sterilants or boiling. Single-use disposable items can be used 

or reusable items sterilized in a hospital3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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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참고4. <Tracheostomy inner cannula care: a randomized crossover study of two decontamination procedures.>

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가.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과산화수소는 hydroxyl-free radicals를 생산하여 세포막의 지질, DNA, 기타 세포 필수 구성 요소 등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

다. 세균, 진균, 바이러스, 아포, 결핵균에 모두 유효하다. 6~25% 농도에서는 화학 멸균제로 사용 가능하다. 7.5% 과산화수소

에 0.85% 과초산을 혼합하여 멸균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과산화수소 용액은 불안정하므로 안식향산(benzoic acid)이나 다른 

안정제(stabilizer)를 첨가하여 사용한다(6%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나. 사용범위

3~6%의 농도로 콘텍트 렌즈(예, 3%, 2~3시간), tonometer biprisms, 인공호흡기, 리넨, 내시경 등을 소독한다.

다. 주의사항

(1) 차광용기에 보관되어 있으면 일반 환경에서 안정적이다.

(2) 3% 농도 제품은 환경 표면 소독제로 사용 시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3) 3% 과산화수소로 인한 위막성 결장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4) 사용 후 충분한 헹굼이 안 된 경우 각막손상, 위막성 결장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5) 다른 화학 소독제와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도 최소유효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Björling G1, Belin AL, Hellström C, Schedin U, Ransjö U, Alenius M, Johansson UB.

Karolinska Institutet, Department of Clinical Sciences, Danderyd Hospital, Division of Anaesthesia and 

Intensive Care, Stockholm, Sweden. gunilla.bjorling@sophiahemmethogskola.se

BACKGROUND:

Today several methods for decontaminating inner cannulae exist. These methods are not based on scientific 

data, but often on local clinical tradition. This study compares two different decontamination methods. The 

aim was to find a practical and safe decontamination method. It is a randomized, single-blinded, comparative 

crossover study.

METHODS:

Fifty outpatients with long-term tracheostomy with an inner cannula were consecutively included and 

randomly allocated to begin with one of two different treatment sequences: detergent and chlorhexidine-

alcohol (A) or detergent (B). Samples for bacterial culture were taken before and after decontamination, and 

the number of bacteria colonies was counted.

RESULTS:

Before decontamination, the inner cannulae grew high numbers of bacteria, which were parts of the normal 

flora of the upper respiratory tract and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two sequences (AB; BA). The 

primary variable was the culture count value after chlorhexidine-alcohol/detergent (A) and detergent (B). 

The effects of both methods were larger than expected, and the results showed a nearly total elimination of 

organisms. The equivalence criterion, ratio of mean colony counts (A/B) >0.8, was met at a significance level of 

P<0.001.

CONCLUSIONS:

Cleaning the tracheostomy inner cannula with detergent and water is sufficient to achieve decontamination.

(Am J Infect Control. 2007 Nov;35(9):600-5.)

 참고5.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10.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nate)

가. 작용기전 및 살균범위

양전하를 띤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가 음전하를 띤 세포막에 결합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저농도에서는 세포막 삼투

압 평형에 변화를 주어 정균작용을 나타내며, 고농도에서는 세포질 내 함유물을 침적시켜 살균작용을 일으킨다. 즉각적 효과는 

알코올에 비해 느리다. 그람양성균에 효과가 좋고 그람음성균과 진균에는 다소 효과가 떨어지며 결핵균에 대해서는 최소 효과

만 가진다. 아포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피막바이러스 (herpes-simplex virus, HIV, CMV, influenza virus, RSV 등)

에 효과를 가지지만, 비피막바이러스 (rotavirus, adenovirus, enterovirus 등)에는 대체로 효과가 떨어진다. 입 안에서 세균

이 만드는 플라그와 결합하여 세균이 치아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

나. 사용범위

 (1) 피부의 자극이 적고 피부에 잔류 효과가 있어 피부 소독제로 사용한다.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

직 논란이 있다. 알코올이나 증류수에 희석하여 피부 및 점막 소독제로 사용한다.

 (2) 0.5%, 0.75%, 1% 클로르헥시딘 제제는 일반비누보다 소독 효과가 좋지만, 4%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 2%는 4%에 비하

여 다소 효과가 떨어지며, 4% 클로르헥시딘은 7.5% 포비돈 아이오다인에 비하여 세균감소 효과가 매우 높다.

 (3) 클로르헥시딘은 잔류 효과가 높다. 알코올 제제에 저농도 (0.5~2.0%)의 클로르헥시딘을 섞으면 알코올 단독 제제보다 잔

류 효과가 좋아진다.

다. 주의사항

 (1) 클로르헥시딘은 혈액과 같은 유기물질에 의한 효과 감소는 크지 않다. 양이온 분자이기 때문에 천연비누, 음이온 무기물질, 

비이온성 표면활성제, 음이온 에멀젼 성분을 포함한 핸드크림 사용 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2) 식염수와 희석하면 염을 생성한다. 증류수에 희석할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 시 주의한

다.

 (3) 클로르헥시딘은 안전한 소독제이다. 매우 드물게 피부를 통한 흡수가 있을 수 있다. 1% 이상 농도는 결막염이나 각막 손상

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내이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내이 혹은 중이수술에 사용

해서는 안되고, 뇌조직이나 수막에 직접 접촉을 피한다.

 (4) 피부 자극은 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독 효과가 가장 좋은 4% 농도로 손을 자주 씻었을 때에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

다. 클로르헥시딘으로 인한 직접적인 알레르기는 거의 없다.

 (5) 클로르헥시딘 오염으로 인한 유행발생 보고가 있으므로 용액 혼합이나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한다.

1.3.1.8 금기가 아니라면, 수술 전 환자 피부소독을 위해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다. [1, 4-5, 7] (IB)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비돈-아이오다인을 사용할 수 있다. (II)



 참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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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시 무균술 및 피부소독

  9.2.4.1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만지기 전후, 중심정맥관 삽입 전후, 중심정맥관 조작 전후, 중심정맥관 교체 전 후, 드레싱 전

후에 비누와 물로 혹은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소독제로 소독한 후에는 손으로 만

지지 않는다[9, 63, 64]. (IB)

  9.2.4.2 중심정맥관을 삽입, 소독, 조작할 때 무균적으로 한다[9, 63, 64]. (IB)

  9.2.4.3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그리고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하여 중심정맥관 교체 시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 장갑 및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멸균 방포를 사용하는 최대멸균차단(maximum barrier precaution)을 한다[9, 63, 64]. (IB)

  9.2.4.4 중심정맥관 삽입 전 그리고 드레싱 교체 전에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클로르헥시딘으로 피부 소독을 한

다[9, 63, 64, 99]. 만약 클로르헥시딘 사용이 금기인 경우에는 요오드 팅크제(iodine tincture), 아이오도퍼를 사용

할 수있다.

  9.2.4.5 삽입부위에 소독제가 충분히 마른 후에 삽입한다[9, 63, 64]. (IA)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 사용 시 주의점과 금기는 다음과 같다.

•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부에 도포 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소독제가 

고이지 않게 주의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은 신생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점막이나 눈에 닿아서는 안된다. 클

로르헥시딘은 뇌, 뇌막, 눈 또는 중이(middle ear)와 닿으면 안 되며, 클로르헥시딘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서도 금기이다.

WHO에서 시행한 수술 전 피부소독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소독제(클로르헥시딘 또는 포비

돈-아이오다인)와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소독제를 비교하는 12개의 무작위 대조연구의 메타분석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 

수술부위감염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OR: 0.60; 95% CI: 0.45~0.78).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간 비교한 6개의 무작위 비

교연구 분석 시 클로르헥시딘이 포비돈-아이오다인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다(OR: 0.58; 95% CI: 0.42~0.80). 하지만, 

총 6개의 연구 중 4개의 연구에서 수술부위감염 발생이 거의 없었으며, 수술부위감염보다는 세균수를 1차 결과로 평가하였기

에 전반적인 연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코올을 함유한 포비돈-아이오다인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포비돈-아

이오다인을 비교 시 수술부위감염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포함된 연구의 질이 낮아 근거강도도 낮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WHO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클로르헥시딘 사용에 대해 강한 권고를 하였고, NICE와 SHEA/IDSA

에서는 알코올 함유 제품(클로르헥시딘 또는 포비돈-아이오다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포비돈-아이오다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여전히 포비돈-아이오다인이 수술 전 피부소독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포비돈-아이오다인 사용에 대하여 권고에 포함하였고, 약한 권고등급(category II)을 부여하

였다.

 참고5. <‘Chlorhexidine-Alcohol versus Povidone-Iodine for Surgical-Site Antisepsi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0.01.07>

INTERVENTIONS

Enrolled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in a 1:1 ratio to have the skin at the surgical site either preoperatively 

scrubbed with an applicator that contained 2% chlorhexidine gluconate and 70% isopropyl alcohol (ChloraPrep, 

Cardinal Health) or preoperatively scrubbed and then painted with an aqueous solution of 10% povidone–

iodine (Scrub Care Skin Prep Tray, Cardinal Health). More than one chlorhexidine–alcohol applicator was used 

if the coverage area exceeded 33 by 33 cm. To help match the two groups and address potential interhospital 

differences, randomization was stratified by hospital with the use of computer-generated randomization 

numbers without blocking.

CONCLUSIONS

Preoperative cleansing of the patient's skin with chlorhexidine–alcohol is superior to cleansing with povidone–

iodine for preventing surgical-site infection after clean-contaminated surgery. (ClinicalTrials.gov number, 

NCT00290290. opens in new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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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치료에서의 무균술

치과 치료 중에(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일반치료) 기

구들은 멸균 소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손에 착

용하는 장갑은 일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여 멸균영

역이 보존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는데 치과치료라는 

것이 멸균장갑까지 착용하고 행해져야 할 치료행위

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구강점

막에 직접 닿는 기구는 소독하지만 손은 잘 씻기만 

하면 괜찮다는 건데 일반적인 무균 개념과는 상충되

어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고 매 치료마다 멸균장갑을 

착용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소독된 기구로 처치하

되 손은 그냥 일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도 되는 건

지.. 또 다른 치과에서도 멸균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41내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은 아직까지는 따

로 만들어 지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CDC 에서는 

surgical procedure 를 할 때 sterile glove를 사

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urgical 

procedure 는 incision, excision, or reflection 

of tissue that exposes the normally sterile 

areas of the oral cavity 로 정의하고 있고 예로 

biopsy, periodontal surgery, apical surgery, 

implant surgery, and surgical extractions of 

teeth 가 있습니다.

4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4
의료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5개월 

● 소독에 관련하여 질의

1. 기존에는 알콜을 분무하여 사용하였으나 자문사례

집이나 지침을 보았을 때 전혀 맞지 않다하여 바꾸려

고 하는데 4급암모늄 3세대를 구해서 소독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병동에서 자

주 쓰이는 혈압계, 란셋, 휴대용 소변기 및 대변기, 바

닥 등은 어떻게 해야 관리지침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

다. 참고로 혈압계는 천으로 된 것이며, 바닥은 대리

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트가 천 매트일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혈압계는 소독주

기를 얼마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저희가 100병상 미만인데 

법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

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0병상 까지인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다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염관리

를 안 할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염관리실하면서 저

희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2017년 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르면 비위험기구는 매 환자

사이 또는 주기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위험기

구 소독의 목적은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을 사멸하기 

위함이며 의료종사자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

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주기를 선정하시면 되

겠습니다. 바닥은 환경청소용 소독제를 사용하면 되

고, 천매트의 경우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하나 쉽

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의료원 내 사용을 피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2. 감염관리실에 관한 문의는 참고2, 3, 4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2
개인/

척추재활
내과 행정/간호 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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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3. 소독과 멸균의 적용 원칙

의료기구 및 물품은 환자와의 접촉 방법과 상황에 따라 고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및 비위험 기구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소독

과 멸균의 수준을 적용한다.

(1) 고위험 기구(critical items)는 무균 조직, 혈관계에 삽입되는 기구(물품)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존

재하지 않아야 하며, 멸균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매 사용 시마다 멸균처리 후 사용한다.

(2) 준위험 기구(semicritical items)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것으로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세균의 아포는 허용된다. 매 사용 시마다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한다.

(3) 비위험 기구(non-critical items)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고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기구(물품)로 대부분의 영양성 세

균을 사멸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구는 의료종사자의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 환자 사이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표 2.3.1•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

자료원: Rutala WA., Weber DJ..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분류 해당 기구(예시) 소독 및 멸균 방법

고위험 기구

(Critical items)

수술기구, 심도관, 요로카테터, 이식물, 내시경 부속품 중 생검 겸자나

절단기, 무균적 체강 내로 삽입되는 초음파 탐침(probe)과 내시경류

(관절경, 복강경 등), 전기소작팁(Electrocautery tips), 자궁경부 큐렛

(Endocervical curettes), 이동겸자(Transfer forceps), 초고속 치과

용 핸드피스를 포함한 치과기구(Dental equipment including high 

speed dental handpieces)

멸균

화학 멸균

준위험 기구

(Semicritical items)

내시경류(위내시경,기관지내시경,대장내시경 등),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 

기구, 후두경날(laryngoscope blade), 식도기능검사 카테터(esophageal 

manometry catheter), 대장항문기능검사 카테터(anorectal manomet-

ry catheter), 냉동수술 탐침(cryosurgicalprobes), 개검기(nasal/anal/-

vaginal specula), 심폐소생백 마스크(CPR face masks), 유축기구 부속

품(Breast pump accessories), 직장/질 초음파 탐침

화학 멸균

높은 수준 소독

비위험 기구

(Non-critical items)

대소변기,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기계 등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

는 초음파 탐침(복부, 방광 초음파 등)
낮은 수준 소독

 참고2. <17.12.19 감염관리실 설치기준(사무국)>

감염관리실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담 인력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에 나와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

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

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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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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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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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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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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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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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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참고3. <감염관리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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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4.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별표 8의3] <개정 2016. 10. 6.>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 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ᆞ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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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하는 학술

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인공신장실 수질검사 주기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세부기준에 따라 수질검사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정하여 미생물검사의 

기준: 최소 1개월 1회, 매월 총 혈액투석기의 1/12대 

실시⇒매월 3대씩 검사 권고

내독소 검사의 기준: 3개월 1회 실시

⇒ 매월 10대씩 검사 권고 

현재 본원 인공신장실에서는 미생물검사는 최소 1개

월 1회, 매월 총 혈액투석기의 1/12대 실시 의 기준

에 따라 매월 3대씩 검사 시행 내독소 검사도 매

월 총 혈액투석기의 1/12대 실시. 

따라서 매월 3대씩 검사 시행

**문의사항은 [내독소검사 3개월 1회]라는 의미가 혈

액투석기기가 29대일 때, 29대를 3개월에 1회씩 내 

독소검사를 실시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공신

장실에 내독소검사를 매월 3대씩 하는 이유를 물으

니 심평원에 물어보고 나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확인했으나 딱히 기

준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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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49
의료법인/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3년 8개월

이에 대한 대한신장학회의 Q&A가 있어 공유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투석액의 미생물 배양검사든 투석액의 내

독소 검사든 기계 기준으로 일 년에 한 번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회 내독소 검사가 5만원 

내외로 비용적 부담도 고려하여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시다면 대한신장학회 인증관련 홈페이지(https://

ksn.nephline.com:446)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

니다.

1.  투석액의 미생물 배양검사: 월1회 , 투석액의 내

독소 검사: 분기별 1회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혈

액투석기 전수 다해야하는지요?

2. 심평원기준에는 미생물검사 1개월 1회(매월 총 

혈액투석기의 1/12대실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감

염관리지침에는 정확히 기계대수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병원마다 다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 경

향이 있습니다. 내독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에 

매월 총 혈액투석기의 1/12대 실시로 시행하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ANSI/AAMI 23500:2014에 따르면, (윗박스) 전

체기계는 1년에 적어도 한번 샘플 될 수 있게 하여

야 하겠고, 각각의 기회에 다른 기계에 샘플이 되어

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혈액투석기 전수를 월1

회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심평원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시되, 하실 때마다 순번을 정하

시어 다른 기계에서 샘플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

다.  이는 JACE-투석액청정화가이드라인(2014)에

서도 마찬가지였고, “4－3－2투석용 감시 장치 측정 

빈도: 월 1회 이상 측정, 1년 안에 전체 대수를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2. 2번 질문에도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분기

별 1회 실시하시면서, 매월 총 혈액투석기의 1/12를 

시행하시고, 다음 분기에는 다른 기계에서 시행하심

을 권유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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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기구 세척 문의

의료용 기구 사용 후 효소 세정제로 세척하고, 헹굼 

건조 후 분류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독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

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효소세정제 또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는지요?? 

효소세정제는 세척 과정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인

체 분비물 분해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 

시 기구와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시고 적합성 여부

는 기구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

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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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3
개인/

척추재활
정형외과 감염관리실 1년 1개월

● 의료폐기물창고 청소, 소독 방법

안녕하세요. 소독제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

다. 

1. 병원에 의료폐기물 창고가 있는데 청소,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미화팀에 청소를 해달라

고 요청을 했는데요, 청소방법 및 소독제는 어떤 것

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현재 저희 환경 소독

제로는 4%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2 .  낮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하면 유효염소량 

100ppm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복도나 병

실, 냉장고 소독같은 경우에 락스를 50ppm 으로 희

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0ppm으로 농도를 올려

서 사용해야 하는거지요? 

3. 또한, 원내 물품 중에 천으로 된 치료도구들은 메

디록스-s(분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효

염소량50~80ppm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유효염

소량 100pm 미만이므로 낮은 수준의 소독의 최소 

염소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꿔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1. 의료폐기물보관장소의 소독은 환경소독제로 등록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락스제품도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소독제가 아닌 환

경소독제로 등록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

경방역소독제로 등록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http://ecolife.me.go.kr/ecolife/bbs/prData

http://ecolife.me.go.kr/ecolife/sntryAid/show

2. 환경소독제로 등록된 것을 사용하시고 50ppm은 

병원환경에 권장하는 농도는 아닙니다.  희석배수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소독력이 차이

가 있어서 80배 정도 라고 하빈다(회사 제시).. 그러

므로 50-80ppmdmfh 되어 있어도 소독력은 일반 

락스의 500ppm 이상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자세

한 제품관련 정보는 제조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천 제품의 경우는 현재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탁할  수 있으면 세탁하고 안 되면 소독

제를 뿌린 후 말리는 방법 밖에는 없으므로 여유분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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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5 사회복지 재활의학과 간호팀 1개월 



● 의료기관에서의 식초 사용

외래에서 식초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문의 드

립니다. 

사용할 것은 사과식초, trichloroacetic acid(빙초

산) 등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사용할 것이라고는 

말을 하는데요. 사용할 곳은 세척용으로 비강 세척, 

자궁경부에 도포 등이며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사

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식초에 대한 효능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의료기

관에서 전문적인 기준 없이 마치 민간요법처럼 사용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생리식염수만 사

용하든지 아님 대체 약품을 알아보도록 피드백했

습니다. 하지만 외래에서는 대체 약품도 없고 식초

를 꼭 쓰고 싶다고 하는데요. 난감합니다. 더구나  

trichloroacetic acid는 위험 물질로 특수검진 등 엄

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과식초도 의료용 기준이 없

다고 말을 했지만, 외래에서는 오히려 어떤 대학병원

에서 수련받을 때 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건지요. 제가 어떻게 자문을 해야 할

지 난감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

세요.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약물로 의료용으로 허가된 제

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관리 영역의 문제보

다는 약제와 관련된 항목으로 허가 사항을 벗어나 인

체에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

로 소독과 관련하여 식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에서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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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4
의료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 한 개의 수납장 안에 멸균과 청결물품 수납

멸균물품과 청결물품 을 보관할 시, 당연히 문이 있

는 보관장에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으로 수납장 문을 열면 그 내부는 2-3칸으로 칸이 나

눠져 있습니다. 이때 수납장 문을 열었을 때 2칸으로 

나눠져 있다고 가정할 시, 2칸 모두 멸균제품끼리, 또

는 청결물품끼리 동일한 제품끼리 넣어야 하는지. 한 

수납장 안에, 칸을 분리하여 한 칸은 멸균제품을 다

른 한 칸은 청결제품을 넣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

다. 

멸균 물품과 청결 물품은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하여 

멸균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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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0 재단법인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 내시경 소독제 Test Strip 점검 실시 대장

현재 내시경실에서 Cidex OPA를 쓰고있습니다. 

매 소독 전 test strip 점검을 시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점검을 시행했다는 점검대장을 daily로

만 적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라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리오며, 관련 자료도 가능

하다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Test Strip 점검주기는 "매 회" 소독 전 이어야 하

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일" 소독 전이라, 하루에 1회

만 해도 되는 건가요?

2. Test Strip 점검주기가 "매 회" 소독 전"이라면, 점

검대장 역시 Daily가 아닌 "매 회" 작성해두는게 맞

는지요?

3. 만약 Test Strip 점검주기가 "매 회 소독 전"이지

만 점검대장은 Daily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

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4. 작성한 점검대장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하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내시경실 내 장소가 굉장

히 협소합니다..) 보관이 필요한 일자에 대하여 그 근

거자료 또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고자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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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개인/

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2. Test strip 사용 권고가 매회이지만 매일해도 되

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원에서의 사용 방법을 달리하고 싶다면 타병원 현황,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규정을 원내 

기구 내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한 대장의 보관 기간 또한 정해진 바는 없습니

다. 다만, 각 종 평가(의료기관인증평가, 우수내시경

실 인증평가 등) 및 내시경 소독수가에서 정한 기록

과 보관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본원에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Test strip 점검 주기는 사용하는 소독제의 제조

사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아래

의 예시처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점검 주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세탁물 집하장의 오염/기타 세탁물 공간

본원은 각 층마다 세탁물 보관함이 있으며 병원 전체 

사용한 세탁물을 모으는 집하장이 따로 있습니다. 각 

층에는 한 공간에 오염/기타 세탁물이 같이 있으며 

집하장 또한 한 공간에, 선으로 구획을 구분하여 오

염/기타 세탁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기 현

장 평가 때나 3주기 인증 관련 설명회에 가면, 집하

장에서 오염/기타세탁물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증원에서 배포한 세탁물 관리 영상

에서는 집하장에 오염/기타세탁물이 같이 있습니다. 

설명회 내용과 동영상 내용이 상이합니다. 병원 전체 

사용한 세탁물을 집하장에서 오염/기타 세탁물이 한 

공간에 있어도 되는지 (선 등으로 공간 분리)아니면 

벽으로 완전히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

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에서 보면 세탁물의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

과 구획되어야 하고,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

가 빈번한 장소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도

록 하고, 수집 장소에는 분류방법을 오염세탁물이 있

는 보관 장소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별

도의 장소에 보관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

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은 수집용기도 분리되어야 하

므로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구분하여 보관할 필

요는 있습니다. 인증원의 교육내용이나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은 인증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400 재단법인 가정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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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실인력

본원은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과 관련된 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 EO관련 물품은 일회용으로 사용 

중이나 고압증기멸균이 가능한 물품은 원내에서 고

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압증기멸균작

업은 하루에 한 번 모든 병원의 물품을 모아서 멸균

기계가 위치한 해당 병동의 간호 인력이  작업을 하

는 중입니다. 병동 간호 인력에 산정되는 간호사가 

작업을 하는 관계로, 혹시 감염관리 규정이나 법규상

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즉, 소독실에 전담 인력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병동 

간호 인력이 겸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와 혹, 

전담자가 필요하면 간호사가 아닌 조무사여도 되는

지 두 가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병동 간호 인력의 산정과 겸임 여부 등의 업무 분장

은 본 네트워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의 질문이 

아님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인 정원이나 간호등급 설정의 기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소독실의 전담인력 근무 여부는 별도의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1항」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

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 규정

하는 소독과 멸균, 멸균 확인 등의 업무를 제대로 시

행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인력을 각 기관의 결정에 따

라 정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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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0
개인/

척추재활
내과 진료부 1개월 

● 환자주변 환경소독

현재 환자주변 환경소독을 락스 100ppm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환경소독에 알콜을 사용하지 않는 이

유와 환자 침대 및 side rail 등 환자의 손이 가는 곳

도 락스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여쭤봅니다.
알코올의 경우 기화되면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

에 환경소독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락스의 경우 농

도가 낮을 경우 환자의 손이 가도 안전합니다.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5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1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간호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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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습윤병 소독 유효기간

본원에서는 습윤병 소독을 고수준 소독제에 소독 후, 

4주간 유효기간으로 청결함이나 문이 있는 장에 보

관하고 있습니다. 습윤병 보관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

어 의견을 묻습니다. EO 멸균이 아닌 소독제로 소독 

후에도 이렇게 보관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위 병원을 보면 재사용 습윤병은 매일 사용 전 소

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소독 후 보관된 습윤병도 사

용 시 소독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소 습윤병의 경우 높은 수준의 소독을 진행하고 있

으므로 다음 사용 시까지 소독수준이 잘 유지되기 위

해서는 이에 준하는 보관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

관에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밀봉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기간을 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evidence를 만들

어야겠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1

회용 습윤병을 사용하고 1회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

우는 멸균하여 포장상태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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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90
재단/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 세탁금지 세탁물 중 신증후군출혈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

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서 아니 된다.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

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로 사용한 환자에 세탁물은 다 폐기해야 되는 건가

요? 그렇다면 확진 환자랑 의사도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진 환자만 인가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세탁물 처리종사업자 등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성 출혈열에 대하여 재

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해야 합니다. 의료기

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명기된 대로 신증후출혈열 환

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폐기 대상

입니다. 의증 환자로 분류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규

칙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증후출

혈열 환자가 단지 착용하였던 것을 이유로 다 폐기해

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혈액이나 체액에 오렴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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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633 일반종합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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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ubag 관련 문의

ambubag 관련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

다. 기존 멸균해서 사용하던 ambubag을 일회용 

ambubag으로 교체하고 싶어 알아보았는데, 일회용 

ambubag은 멸균이 아닌 청결제품으로 3년 동안 사

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다른 환자

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환자에게 사용하

고 폐기하는 제품이고, 침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

니어서 멸균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시던데, 청결제품

으로 구비하고 사용해도 감염이나 인증관련 문제는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앰부백은 준위험기구로 멸균 혹은 높은 수준의 소독

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물품이 아닌 일회용 

물품의 경우 같은 수준으로 소독과 멸균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

로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서도 

각 목적에 맞도록 최소 소독과 멸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앰부백도 멸균 혹은 높은 수준의 소독을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회용 

용품이 청결제품이라면 제조사의 매뉴얼에 맞게 (소

독이나 멸균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높은 수준의 소독

을 시행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4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7
재단/

척추재활
진단검사의학과 QI팀 0개월 

● nebulizer kit, suction cup 관리 방법

1. 원내에 사용하고 있는 네불라이저 기계가 소아

병동에서는 공용으로 하나로 사용 중인데요,  local 

ENT에 가면, 입으로 무는 마우스피스 부분을 종이컵

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고 약심자통은 한 환자마다 소

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감염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 suction 시 사용하는 suction cup도 매회 

suction 시마다 clean 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 달

린 컵을 주고 1일 1회만 교환해주고, 매회 소독을 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suction cup을 일회용 종이

컵이나 종이 소변 컵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 후, 폐기

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하루에 수십 번 

suction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 매번 suction cup을 

소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통증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파라핀의 경우, 감염관

리 차원에서 소독 방법 및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KINGG KHALID HOSPITAL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MANUAL 

REHABILITATION /PHYSIOTHERAPY Dr. 

Nahla Abdel Kader, MD, PhD.Infection 

Control Consultant, MOH Infection Control 

CBAHI Surveyor Infection Prevention Control 

Director KKH에 의하면, 사용하기 전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하루일과가 끝난 뒤 파라핀

을 덜어내고 용기를 소독제로 소독한 뒤, 파라핀을 

다시 용기에 붓고, 100도로 55분간 유지하여 소독하

고 실온에서 식히는 방식으로 감염관리를 하도록 되

어있는데, 교환주기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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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5 사회복지법인 재활의학과 간호팀 1개월

1. Nebulizer kit는 재조사의 권장사항을 참고하여 

1회용인지 재사용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일회용품이라면 사용 후 폐기해야 하며 재 멸

균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Nebulizer는 호흡치

료기구로 준위험 물품(Semi-critical item)에 해당

하며 높은 수준의 소독 이상이 요구됩니다. 같은 환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라도 치료 시마다 세척, 소독하

고 멸균수로 헹군 후 건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치료기구이기 때

문에 치료 시마다 적절한 세척, 소독하는 것에 제한

점이 따르나, 환자 안전을 위해 위 권고 지침을 참조

하여 세척 및 소독 주기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Nebulizer는 호흡치료기구로 준위험 물품(Semi-

critical item)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의 소독 이상이 

요구됩니다.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기구별 소독 수준 등)>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

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 접촉의 방법이나 상황

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

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

습니다. 참고1, 2, 3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suction 시 멸균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suction cup을 일회용 종이컵으로 사용하더라도 멸

균수의 멸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멸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4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환자의 피부에 닿는 경우는 매월. 환자의 피부가 

직접 닿지 않는 경우는 연 2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5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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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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한다.

    2)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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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참고 2.

 참고3.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
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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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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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

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

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

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

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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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타르알

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

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

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

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참고4. <Guidelines for Preventing Health-Care-Associated Pneumonia, 2003>

 참고5. <UNC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Manual>

Suctioning of respiratory tract secretions 

a. No recommendation can be made for the preferential use of either the multiuse closed-system suction

catheter or the single-use open-system suction catheter for prevention of pneumonia (Unresolved issue) 

b. No recommendation can be made about wearing sterile rather than clean gloves when per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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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iratory tract (II). 

Paraffin bath should not be used on the hands of a patient with non-intact skin. Prior to use, the thermometer 

should read between 125° to 130° F. 

When used directly on the patient’s skin, the unit is cleaned monthly. 

When used indirectly on the patient’s skin (e.g., 4x4 gauze dipped in paraffin then placed on the skin), the unit 

is cleaned biannually. 

The melted paraffin is removed and any dirty particles that collect at the bottom are discarded. The paraffin 

can then be returned to the bath and new paraffin added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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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내 의료폐기물 용기

수술실내에서 골판지형 폐기물용기를 사용하면 안되

는 건지요? 혈액, 체액, 세척액 등 골판지가 젖을 수 

있는 수술에는 바스킷에 봉투형 용기를 씌워서 사용

하고 있으나 용기가 젖을 위험이 없는 간단한 수술의 

경우 골판지형 폐기물 용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골판지형 폐기물용기가 벌레가 생길 수 있어

서 수술실 내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

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기준은 장소에 따라 따

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성수지료 상자용기

는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불, 

액체상태 폐기물에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밖의 의료폐

기물에는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용기를 사용하

시면 됩니다.

5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0
의료법인/

종합
내과 감염관리실 2개월 



● 수술실 세팅

원내 리모델링하면서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하

여 중앙공급실을 수술실에서 분리하면서 수술실을 

다른 층에 신설하였습니다. 표준예방지침, 감염학책

자 등을 살펴보아도, 수술실 기본 관리지침은 있으

나, 새로 세팅하는 (신설되는) 수술실에 대한 기준은 

없어 수술실에 물품을 이동하기 전에는 공조를 얼마

나 돌려야 하는지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신설되는 수술방의 소독은 천장부

터 바닥까지 기존 수술실 관리하는 데로 진행하면 되

는지 수술실 운영하기 전 환경배양 등은 실시해야 하

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공사 직후]에는 

1. 가설 벽체를 먼지확산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철거

2. 공사장 폐기물은 공사 구역에서 밀봉하여 반출

3. 운반하는 하드커버 뚜껑이 없다면 비닐이나 테이

프로 밀봉

4. HEPA 필터 장착 청소기로 청소

5. 물걸레로 청소

6. 공사 완료 후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을 정상 가

동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공기 채집(Air sampling)의 경우 실내 공

기의 질, 먼지관리방법 효과 및 공조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미생물 검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 시행과 해석

에 주의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조시스템이 

설치되었다면 공기 미립자 측정과 미생물 검사를 시

행할 수 있으며 미립자 검사는 필터와 공기순환 횟수

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의 시설

전문가 또는 설치 업체와 상의하시어 두 가지 검사 

방법의 적용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

하는 물품의 소독도 각 기구의 위험정도(고위험기구-

멸균)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기계나 장비

는 먼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청결수준의 관리를 적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새로 세팅하는(신설되는) 수술실’의 업무 

시작 전 관리에 대하여 수치로 구체적인 환기 횟수

나 시간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닙니다. 건축이나 공사 관련 지침의 기본 사항

을 참조하시어 기관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

는데, 먼저, 신설하는 수술실의 공사 유형이 어떤 내

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철거 및 신축, 증축이 적용된 공사

라면, 수술실의 경우, 공사로 인해 영향 받는 환자군

은 ‘최고 위협군’에 속하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즉, 공

사유형과 위험환자군을 매칭하여 감염관리 방법을 

선정합니다(한미의학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p852-

854 참조).

위 사례(대규모 철거 작업)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의 

감염관리 방법이 적용되는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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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6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2년 5개월

● 고압증기멸균기 MI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압증기멸균기는 중력치환

방식입니다. 업체에 문의해보니 Bowie-Dick 이나 

leak test 할 필요가 없는 멸균기라고 합니다. 그렇다

면 멸균일지에 작성되어야 하는 MI는 압력, 온도, 시

간뿐인가요? 압력은 MPa , psi로 gauges가 있습니

다. 그런데 감염관리학 책을 보아도 압력의 범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할 

MI로는 온도와 시간만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

니다.

증기멸균(steam sterilization)기에는 중력치환멸균

(Gravity)과 선진공멸균(Prevaccum)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gravity인 경우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넣

어서 공기를 밀어내기에 완전한 공기제거가 어렵습

니다. prevaccum인 경우는 진공상태를 만들어 놓고 

증기를 넣어서 멸균을 하게 됨에 따라 완전한 공기

제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Bowie-

Dick 이나 leak test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적, 

물리적 감시는 모든 멸균기에 적용해야 하며 기계 마

다 요구하는 적정한 압력, 온도, 시간을 해당업체에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적절하게 유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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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52
개인/

척추재활
소화기내과 감염관리팀 9개월 



증기멸균(Steam sterilization)

방법 • 포화 증기를 이용하여 멸균하며, 증기멸균기 종류에 따른 멸균물품별 최소노출시간과 건조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멸균기의 종류 멸균할 물품
노출시간

건조 시간
121℃ 132℃

중력치환멸균(Gravity) 포장된 기구 30분 15분 15~ 30분

직물팩 30분 25분 15분

포장된 용기(예, bowl,  대야) 30분 15분 15~ 30분

선진공멸균(Prevaccum) 포장된 기구 - 4분 20~ 30분

직물팩 - 4분 5~ 20분

포장된 용기(예, bowl,  대야) - 4분 20분

적용물품 • 열이나 증기, 압력이나 습기에 손상을 받지 않는 의료기구

• 다음 물품은 증기멸균을 적용할 수 없다.

- 열과 습기에 약한 물품. 특히 100℃ 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없는 물품(예,  부식되기 쉬운 재질, 예리한

칼날 등)

- 물기가 닿으면 용해되는 물품(예,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캡슐, 분말 등)

- 수증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물품(예,  바세린, 오일 등)

주의사항 • 구멍이 뚫리거나 망사로 바닥이 되어 있는 트레이나 바구니를 사용하며, 견고한 용기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 멸균물품은 증기멸균기의 문을 열고 배기와 건조된 후(약 10분 정도) 기구가 상온으로 냉각되었을

때(30～60분 정도) 꺼낸다. 

• 젖은 팩(멸균물품의 포장재에 수분이 물방울이나 웅덩이가 형성된 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건조시간을 준수한다.

표 3.3.2• 멸균 방법에 따른 적용과 주의사항

 참고1.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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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타병원 멸균일지 예시>



● 신생아실 조유실 환경

최근 신생아실학회에서 신생아실 조유실내의 환경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있다고 하여 신생아실에서 

문의가 들어와 괴롭습니다. 본원에서는 신생아실 내

에 조유실이 있고, 조유실 내에 젖병 세척기도 함께 

위치해 있는데, 

1. 클린과 더티룸으로 구분을 할 경우, 조유실이 클린

룸이 되고 젖병세척기는 더티룸이 되어야 하는 것인

가요? 그렇다면, 조유실과 세척실로 구분을 해야 할

까요?

2. 젖병세척기를 조유실안에 함께 위치해도 되는지

요? 조유실의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감염관리 내용

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회에

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

어야 경영진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신생아

실 감염예방 및 관리 표준지침’이 개발 되어 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중, 이

슈가 되고있다고 밝히신  신생아실 내의 조유시설에 

대하여 해당 표준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유실 시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본 지침을 근거로 경영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적으로

1. 세척 작업은 오염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

으로 분류하고 작업의 방향은 청결→오염으로 흘러

가도록 배치합니다. 

2. 세척기가 조유실 내에 위치하더라도, 권고에 따라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

므로 오염과 청결 지역 내의 업무가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 조유실 내에서의 작업 공간과 장비 배치는 청결구

역에서 오염 구역으로 흘러가도록 배치한다. 
■ 조유실은 조유준비, 모유 및 조유 보관, 세척 구역

으로 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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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00
의료법인/

여성전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팀 3개월 

● 주사실무 권고사항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76 주사실무 권고사

항 중 <혈관에 연결된 주사기구의 주사 포트, 카테터 

허브 및 바늘 없는 주사 커넥터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전후에 포트를 알코올 또는 클로르헥시딘/알코

올, 포비돈 소독제로 충분한 시간 동안 3~15초 철저

히 소독하고, 주입 전에 충분히 건조시킨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본원에서는 최소 3초 이

상 소독하라고 부서에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

근 논문에 따르면 3초 소독 하는 것으로는 오염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 걸 봤고, 외국에

서는 15초 이상, 국내학회에서도 몇 초가 아닌 6번 

이상 횟수로 문지르는 것으로 교육하시는 걸 들었습

니다. 표준예방지침대로 3초 이상으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

적으로 타병원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

다.

hub가 심하게 오염되지 않은 경우는 5초로도 효과

가 있다는 논문, 30초 이상 소독을 하는 경우 효과가 

있다는 논문 등 소독 시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의 경우 가

이드라인 마다 시간에는 5초~60초로 다양하게 나와 

있고 권고하는 소독제도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해

외에서는 상당수에서 15초 이상을 권고 하고 있는 상

황이긴 하지만 국내표준예방지침의 경우 해외 가이

드라인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고 필요시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교육 시에는 주로 지침대로 권고사항 내용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최소 3초 이상 충분히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건조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무균술, 관류, 주사기 

관리 등 안전주사실무 전반을 함께 이행하도록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더 잘 디자

인된 연구와 내용이 축적된다던지 국내 현황의 변화

에 따라 지침 내용은 추후 수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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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49
의료법인/

척추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10개월



● 의료폐기물 이송 업무 담당 인력

병동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과 기저귀 폐기물을 집

하장으로 옮기는 업무는 청소여사님이 하는 건지 아

니면 해당 병동 조무사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

른 병원도 인력이 부족해 정확한 규칙이 없이 되는대

로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해놓은 규칙이 있나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

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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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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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25 사회복지법인 내과
간호부/

겸직
1년 

● 흡인기 소독 후 건조

수술실 같이 대용량 흡인기 (800cc) 사용 후 소독제

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suction bottle은 사용 후 

세척하여 소독 후 건조하라고 하였으나 형편상 다음 

수술시 건조를 생략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

다.

재사용 기구의 재처리 과정인 세척·소독은 건조과정

까지 포함되므로 건조 생략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단, 재처리 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흡인기의 보유량을 늘려서 사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14,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 p60.> 

※호흡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흡인통(Suction bottle)은 비위험 기구로 

 세척: 물리적으로 안과 밖의 표면을 물과 중성제세   

 또는 효소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제에 담근다. 

 헹굼: 수돗물로 깨끗이 헹군다.  건조/보관: 건조 후 

 보관한다. 보관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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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90
재단/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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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실 손 위생 시설

시술실에 입실 전 복장과 손 위생을 갖추기 위한 준

비실을 지침에 맞추어 제대로 갖출 계획인데요. 시술 

전 외과적 손 위생을 위한 '스크럽 시설'과 일반적인 

손 위생을 위한 '세면대' 2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권장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또는 세면

대만 마련한 후, 네일크리너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손 

씻기를 하고 아바가드와 같은 알코올 제제로 손 위생

을 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술실의 감염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 씻기 싱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외

과적 스크럽과 일반 손 세척으로 병용하는데는 문제

가 없겠습니다. 시술실의 개수에 따라 필요한 싱크대

의 숫자는 결정하여야 합니다. 미국 FGI 에 이하면 4

개 방마다 1개의 수전이 있어야 하고 4곳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과 소독비누를 이용한 외과적 손 

소독을 모두 물 없이 사용하는 외과적 손 소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거지요. 물과 소독비

누,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가 어떤 비율로 준비

하는지, 싱크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의료인이 수술을 진행하다 보

면 1가지로 통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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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9
의료법인/

안과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 투약구역 내 의료폐기물

현재 투약구역 내에서는 투약 준비한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투약 준비 시 사용하는 

주사기나 수액 포장지 등은 투약구역 내의 의료폐기

물상자에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의료용

품을 싸고 있던 포장지는 일반 상자나 쓰레기 상자에 

버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의료폐기물에 버리

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품의 포장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처리하셔

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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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90
재단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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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솜 사용

본 의원에서는 알콜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

다. 

소독한 트레이에 소독 포장되어 나온 솜의 일부를 붓

고(나머지는 다시 사용됨) 거기에 알콜액(90% 수준)

을 부은 후 소독 장갑을 착용하고 짜서 소독된 알콜

캔에 소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솜은 보통 

일주일 동안 사용됩니다.  

(알콜솜은 정맥 주사, 근육 주사, 환자 사용 후 이경 

팁 등을 닦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감염관리책자 등에 알콜솜을 만

들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의원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알콜솜의 제조과정에 대한 tip이나 가이드가 있다

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의료관련감염 표

준예방지침내 무균술의 개요 및 용어 정의에 따르면 

참고1과, 의료기관에서 알코올솜의 사용용도는 참고

2와 같습니다. 

알코올솜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 및 유행발생 

보고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구나 피부

의 오염균이 침습적 행위를 통하여 인체 내로 들어

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소량의 미생물에 의해서도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높

습니다. 따라서 멸균된 기구 사용, 환자 피부의 철저

한 소독 등 무균술 준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010

년 미국에서 비멸균 알코올 솜이 Bacillus cereus에 

의해 오염되어 두 명의 환자가 치명적 감염이 발생

한 사례가 있었고, 조사결과 제품의 2/3가 오염되어 

FDA에서 리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h t tp : //www.cdc .gov/mmwr/prev iew/

mmwrhtml/mm6011a5.htm)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솜 제품

은 피부와 의료기구 표면 소독을 위하여 멸균 상태여

야 합니다. 알코올솜 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

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없기에 제조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어 감염 유행발생의 위험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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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0 개인/의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0개월

1) 침습적 행위 전 피부 소독

  •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주사, 혈관 카테터 삽입 등

2) 수액이나 약물 주입구 소독

3) 의료기구 표면 소독

  • 내시경, 체온계, 청진기 등

2.1.2.2 무균부위(Key part and key site)

무균부위는 인체 무균부위(key site)와 기구나 물품(equipment) 무균부위(key part)를 포함한다.

(1) 인체의 무균부위

   미생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창상부위, 정맥주사부위 등과 같은 환자 인체의 한 부위를 의미한다.

(2) 기구나 물품(equipment)의 무균부위(key part)

   주사기의 허브(hub)와 같이 다른 기구나 물품의 무균부위 혹은 인체의 무균부위만 접촉해야 하며, 멸균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구나 물품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3) 무균영역(Aseptic field)

   무균술의 목적이 무균영역의 무균상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지(ensuring asepsis), 무균상태로 유지하는  

   것 (promoting asepsis)인지에 따라 고위험 무균영역(critical aseptic fields)과 저위험 무균영역

   (generalaseptic fields)으로 구분한다.

표 2-1•표준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의 예시

구분 무균술 종류 이론적 근거

정맥

요법
표준무균술

•무균부위(key parts)는 고위험 미세범위 무균영역(critical micro aseptic field), 

 비 접촉술을 적용하여 보호될 수 있음

•인체 무균부위(key sites) 범위가 좁음

•절차가 단순하고, 20분 미만

 참고1.

 참고2. <알코올 솜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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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약사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개정]>

 참고4.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9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제3절 의약외품

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

조,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

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8.12.11>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5. 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6.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8.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

서 제조된 의약품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

2. 의약품등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이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의 제조소 시설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소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 복장 관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복장은 활동복입

니다. 중환자실 밖을 출입 할 경우에 활동복을 갈아

입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복 위에 덧가운을 입

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본원에서는 입지 않습니다. 그

러나 활동복을 감염 예방 차원에서 중환자실 내에서

만 입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근거를 찾기도 

어렵네요. 또한, 방문객의 덧가운 착용이 감염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권고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의

료기관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에 중환자실 출입 

시 적절한 복장 준수를 권고하여 덧가운 착용이 필요

한지 문의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덧가운 착용의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

습니다. 

중환자실 출입 시 복장은 <의료기관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의 권고사항대로 각 병원의 상황에서 적절

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마다의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환자군, 다제내성

균 현황, 특정 병원균에 의한 유행 여부,각 병원의 감

염관리 지침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덧

가운은 하루에 한번 교환하고 오염된 경우에는 추가

적으로 즉시 교체한다. 접촉주의 환자 접촉 시에는 

장갑과 가운을 반드시 착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잘 준수하는 병원에서는 복장의 오염도가 낮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의 경우는 오염도가 높을 것입니다.

덧가운의 착용 자체가 감염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오염된 복장이 환경을 오염시킬 개연성을 전

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각 병원의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04. 직 원 감 염 관 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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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재단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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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직원 입사 시 채용 검진 항목

본원에서는 일부 부서 직원들 항체 검사 및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직원 입사 시 검진 항

목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알아보고 있

는데 타병원 현황 등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규모의 중소병원들은 대부분 꼭 해야하는 결핵검진, 

HBV Ag, Ab 정도를 검사하는 실정이다보니, 상급병

원의 신규직원 채용 검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상급병원에서는 채용 시 어떤 항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꼭 해야 하는 항목과 적극 권장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잠복결핵은 신규

입사 때보다는 일 년에 특정기간에 모두 시행하고 있

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감

염관련 검진항목을 확인합니다. 검진항목에는 백신

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한 접종여부(예, 수두, 홍

역, 풍진, B형 간염)와 쉽게 전염성 질환을 획득하거

나 전파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의 존재여부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CDC 1998) 

비용대비효과(cost-effectiveness)를 고려하여 B

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처럼 백신으로 예

방할 수 있는 감염 병에 대해 항체 검사를 시행합니

다.(CDC 1998)

B형간염 항체는 반드시 확인하고, MMR과 수두는 접

종력 확인서 또는 필요시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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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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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204
개인/

일반종합
내과 감염관리실 4년 

● 직원 잠복결핵 시행 관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1항2에 따라, 병원에서

는 신규 입사자의 잠복결핵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다

만, 이전에 듣기로는 본원의 근속기간 중 1회 이상 수

행이라 하였는데, 이번에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 이전

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속 중에 검진을 받았어도 대체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IGRA 검사 자체가 가격

대가 높다보니 직원들도 병원에서도 부담이 서로 큰 

터라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는 방안으로 

가자고 하셔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본원 근속 

이전) 받은 잠복결핵검사 결과지로 본원의 직원관리

용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대체할 수 있나요? 이번에 

듣기로는 법률에 '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1. 대체가 가능하다면, 검진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1년 이상 지난 결과지도 사용 가능한지 여쭙

고 싶습니다.

2-2.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전에 실시한 기관이 반드

시 같은 분류의 기관이어야 하나요?

(ex. 병원급->병원급 가능 / 학교->병원급 불가 등)

잠복결핵 검사는 초회 검진(baseline 검진)과 주기적 

검진으로 구분하며, 주기적 검진시 검진 회수는 연 1

회입니다. 주기적 검진 대상자는 결핵환자를 검진 치

료하는 의료인,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입니다. 의료기관 대상자는 결핵균 노출 가능성과 결

핵발병시 차급효과를 고려 4개 군으로 나누어(아래 

표 참조) 1군과 2군의 경우 주기적 검진(1년에 1회)

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관 중 1

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 검진을 다시 시행

할 칠요가 없고 총 근무기간 중에 1회만 실시하면 되

기 때문에 질문하신 대상 직원이 주기적 검진이 필요

한 직원이 아닐 경우 즉 초회 검진만 필요한 대상군

이며 이전 잠복결핵 검사 결과가 있다면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회 검진은 결핵 환자 발생 

시 감염 상태를 비교하여 신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진의 유효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

다.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므로 실시된 기관(교육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기관 결핵관리 안내 – 20166년 8월 2차 개정판-질

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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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부서 예시 초회검진 주기적 검진

1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

인 및 의료기사 등

호흡기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호흡기내과 외래 병동, 기관기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등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등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영상 촬영 부서

실시 실시

2군. 면역이 약하여 결핵발병이 중증결핵위

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결핵군 감염 시 중증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

•1·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등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 등

실시 실시

3군. 그 밖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

기관 종사자

호흡기결핵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지 않는 임상과 

의료인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
실시 권고

4군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의 결핵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사무직 종사자 등
실시 해당없음

 참고.

● 가습기 사용

병원 내 병실과 사무실에 가습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감염의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요?

가습기는 교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며,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건조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멸균증류

수를 이용하여야 하며, 가습기 소독 대신 가습기 살

균제를 이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 및 관련 단체, 

학회 등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

의하여 기관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고로 대학병원급 기관에서는 원내 가습기는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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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매개 감염질환 노출 후 치료

주사침 자상사고와 같은 혈액매개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치료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추적 관찰해야 

하는 검사나 시기에 대해 흐름도를 구성하여 진료를 

연계하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이나 약제에 

대한 진료과 문의가 많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투여나 바이러스 예방약제 투약에 관한 기

본 지침이나 진료흐름도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혈액매개 노출 후 처치에 대해서는 최신 지견으로 정

리된 것은 없으며 기존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책을 결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가이던스를 종

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in health care 
personnel, 1998
•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Occupational 
Exposures to Hepatitis B, Hepatitis C, and 
HIV and Recommendations for Postexposure 
Prophylaxis, 2001
• CDC Guidance for Evaluating Health-Care 
Personnel for Hepatitis B Virus Protection and 
for Administering Postexposure Managem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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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개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 원내 발생한 감염병이 아닌 감염 질환에 걸린
직원들의 [감염노출 보고서]를 작성 여부

인플루엔자 등, 원내 발생한 감염병이 아닌 감염 질

환에 걸린 직원들도 [감염노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간 중 원내 환자 중에서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이 없었으며, 해당 직원의 근무 부서 내에

서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던 직원이 없었던 상황

입니다. 따라서 원내에서 인플루엔자 질환에 노출되

었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노출 직원안전 보고서]는 근무 중에 발생한 주

사침 자상이나 혈액 노출, 감염성 질환(ex. 다제내성

균, 결핵 등) 노출 등 원내에서 발생한 감염노출 안전

사고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는데, 직원에게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감염노출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요. 하지만 

인플루엔자가 걸린 '갑'과 함께 근무하던 '을'이 인플

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갑'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래에 다시 한 번 상황과 질

문을 정리했습니다.

<상황1> 몸살 기운이 있던 '갑'이 진료를 보고 인플루

엔자A에 걸렸음을 알게 됨. '갑'은 귀가 및 자가 격리

(병가).

질문1. '갑'은 [감염노출 직원안전 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하는가?

<상황2> '갑'이 자가 격리한 후, 함께 근무하던 '을'도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보고 인플루엔자A에 걸렸음을 

알게 됨. '을'도 귀가 및 자가 격리(병가).

질문2-1. '을'은 [감염노출 직원안전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가?

질문2-2. '을'이 걸린 질환이 인플루엔자B였거나, '

갑'이 나은지 한참 후 전혀 다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A에 걸렸을 때, '을'은 [감염노출 직원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

하지 않습니다. Source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

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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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 수두 노출

홍역, 수두 확진 환자에게 직원이 노출된 경우 책에

는 근무 제한을 노출 후 홍역은 5일 후~21일, 수두는 

10일 후~21일까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노

출되었어도 5일 이내, 10일 이내에는 환자접촉 그대

로 가능하다는 의미인건가요?

실제 의료기관에서 오늘 업무하다가 홍역, 수두 확진 

환자에게 노출된 걸 알았거나, 혹은 2~3일전 노출된 

걸 오늘 알게 된 경우 각각 노출 후 아직 5일, 10일 

경과된 건 아니니 즉시 근무 제한을 시킬 필요는 없

는 걸까요? 검사 후 항체 없으면 알게 된 즉시 그 이

전이라도 근무제한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문의 드립

니다.

또, 노출 후 항체 검사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며칠 시

간이 필요할텐데, 근무 제한 기간이 아니라면 근무 

제한 기간 전까지는 환자 접촉하며 업무해도 되는걸

까요? 특히 신생아실 nicu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더

라도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고 하는게 좋은지, 실제 

상황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역 노출 후 5~21일, 수두 노출 후 10~21일 근무 

제한이 필요한 것은 노출된 의료인이 감염되었을 경

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이

외의 기간에는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incubation 

period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 시키지 못하므로 질문

하신 것처럼 업무 배제가 추천되는 기간 이외에는 업

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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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의료법인/

여성전문
내과 감염관리실 6개월

● 수액차광커버 관리

수액차광커버를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일반 커튼 천

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커버를 쓰고 나서 

세척이나 소독을 따로 해야 할까요? 소독을 해야 한

다면 어떤 소독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수액차광커버에 대한 명시화된 지침은 없습니다. 환

자들에게 수액을 사용할 때마다 돌려서 사용한다면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일반 커튼 

천으로 사용한다면 환자 한 분에게 사용 후 세탁을 

하는 것이 오염의 전파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

다.

08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66 의료법인 내과 간호과 1년 0개월



 184 185
2019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직 원 감 염 관 리

● 직원 유행성결막염 병가 규정

직원이 감염성질환(유행성결막염)에 걸렸을 때, 병가

(공가)와 개인연차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전문가선생

님들의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안과에서는 자가 격리

하도록 소견서 받아왔는데, 격리하지 않고 안대하고 

출근해도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는 인플루엔자의 경우, 진

단받은 날로부터 3일은 병가, 그 이후 2일은 개인연

가로 총 5일간 쉬고 오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유

행성결막염일 경우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5일간은 개

인연가, 그 이후로는 개인연가 0.5, 공가 0.5로 직원

근무제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유행성결막염도 인

플루엔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유행성결막염의 경우 업무제한영역은 환자치료

와 환자 주변 환경 접촉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제

한은 눈에 분비물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참고로 

adenovirus 의 경우에는 2주간 전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원내 규정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가와 개인연차의 사용은 원내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

이 어렵겠습니다.

0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5 사회복지법인 재활의학과 간호팀 1개월

● 감염관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에 관한 건

의료법 제47조 및 관련규칙에 의하면 감염관리 위원

회에는 외부 위원을 두어야한다고 하는데, 혹 외부 

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증빙 서류는 임명장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외부 위원을 위촉하였다는 건 원내의 감염관리 

현황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다른 법률(ex>정보 공개 등)에 위반되지는 않는 건가

요? 아니면 해당 위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등등 별도

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원내 감염관리는 원내 의무기록 등을 이용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비록 그 결과가 통계 값

이라 하더라도 외부 위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의료

정보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44조(위원회의 구성)에 3항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라는 

항목 이외에 구체적인 자격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보

통 각 병원에서 위원회 규정 사항과 위원회 명단에 

외부 위원이 명기하거나 임명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내 감염관리 현황 등은 개인정보법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감염관리 위원회시 외부 위원

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위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등

을 별도로 받는 것은 각 병원의 정책에 따라 결정하

시면 되겠습니다. 원내 감염관리가 의무기록을 통하

여 이루어지나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되는 자료는 

각 개인의 의무기록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

의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정

보이용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65
개인/

척추관절
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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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항체검사 결과 'indeterminated'인 경
   우 예방접종 실시하여야 하나요?

직원감염관리로 고위험부서를 정하여 홍역항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38명 중 7명 정도가 

'indeterminated' 결과로 보고되어 본원 내과 선생

님과 의논하였습니다. 내과선생님은 예방접종을 하

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진단검사의

학과 의사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으

나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홍역항체가가 indeterminated 로 보고되었다면 시

간이 흐르면서 점차 항체가가 감소하여 음성이 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행이 있는 시기에는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1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4 지방공사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 개방병원 관련 문의

본원은 타 병원 의료진이 본원 수술실을 이용하여 수

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병원제도에 대하여 검토하

고 있습니다. 개방병원 제도에 따라 타의료기관 의료

진이 본원의 수술실을 이용하는데, (기구 인력 모두 

본원에 있는 자원 활용, 개방병원에서는 순수하게 의

사만 본원 수술실 출입) 이 같은 경우 감염관리활동

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의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 병원 의료진의 원내 의료 활동과 관련한 감염관리 

주의사항은 명확하게 기술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내 의료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은 해당 병원의 감염

관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염관리 

정책을 외부 의료인에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제

한이 많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질문 주신 병원에서 

운영하는 감염관리 정책 중 수술실 사용과 관련한 주

의사항과 직원감염관리(백신접종력, 결핵관련 등) 영

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

니다.

1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6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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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위원회 질의

비슷한 문의 : 207p. 210p. 213p

다름이 아니라 감염관리 위원회 때문에 질의 드리는

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의료기관의장), 감염관리

실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부서의 

장, 감염관련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과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에

서 의료인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꼭 외부 전

문가 아니고 원내 다른 전문(의사)로 해도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외부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력이나 지

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간호사, 예방의학자, 

보건소 담당자 등 구체적인 직군은 규정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관리 전문가”라 하

면 감염내과 의사나 감연 관리 간호사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13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2
개인/

척추재활
정형외과 행정/간호 2개월

● 주사침 자상

1. 2016년도에 잠복매독 과거력이 있는 환자분의 인

슐린 needle에 직원이 주사침 자상을 입었습니다. 본

원 지침에 따라, 환자의 감염력 검사를 위해 환자의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매독이 주로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나, 혈액으로도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주사침 자상을 입은 직원도 VDRL 검사를 시

행해야 되는 건가요? 환자분 검사결과상 negative가 

나온 상황에서는 굳이 직원은 혈액검사를 안 해도 되

는 건가요?

2. 바이알에 들어있는 약물을 regurge 할 때 고무 안

쪽이나 벽에 남아있는 약을 regurge 하기 위해(고가

의 약물) 고무 마개를 빼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3. 바이알에 들어있는 약물 희석할 때 멸균 생리식염

수(20cc짜리)가 아닌 멸균 주사용수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Mix 할 NS100 수액백에서 NS를 뽑아

서 바이알에 희석해도 되나요? 

1. 매독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

침은 없습니다. 다만 주사침자상으로 전파되었던 사

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매독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독환자와 관련

한 주사침 자상이 있을 경우 사고 당일과 6주 후에 

VDRL 검사를 시행하고 벤자틴 페니실린 240만단위

를 예방적으로 주사하기도 합니다. 

2. 고무마개를 빼고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

다. 다만, 고무마개를 빼면 공기에 있는 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

능한 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무마개를 한 

상태에서 주사로 약물을 뽑아내어도 오염될 가능성

으로 1시간 이내 주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를 생

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약물을 혼합할 때 20CC가 아닌 100cc에서 주사

용수를 뽑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천자로 오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1

회 천자하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14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5 사회복지법인 재활의학과 간호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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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 카트 공간

병동에서 주사처치 시 사용하는 카트 아래에 선을 그

어 영역을 나눈 상태로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고 있

으며 적출물박스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카트 공간이 작고 업무

를 하다 보면 공간이 작아 적출물박스에서 적출물들

이 넘치기 일쑤이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들 들

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카트 위쪽은 청결 영역으로 

두고, 아래 양 쪽에 고리를 달아 카트 오른쪽에는 적

출물 봉투, 왼쪽에 쓰레기 봉투를 걸고자 하는데 크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봉투형 용기만 거치대를 활용하여 사용할 때는 거치

대가 봉투형 용기를 파손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하

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쏟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거치대를 사용하시되 이동하는 카트

라면 뚜껑이 필요합니다.

15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20
의료법인/

일반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3년 4개월

● 혈당체크펜 사용으로 인한 집단 혈액 감염 
사례

혈당체크펜으로 인한 집단 혈액 감염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으나 자료를 찾기 힘

드네요. 이 자료를 찾는 이유는 최근 직원의 주사침 

자상 사례(혈당체크바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혈액감염문제와 직원감염관리의 목적

으로 세이프티 란셋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경영진

을 설득하고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개선을 하고 

싶어서 자문 요청 드립니다.  

혈당체크판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dc.gov/injectionsafety/blood-

glucose-monitoring.html)

1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2
지방공사/

일반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5년



 192 193
2019 

Infection Control COnsulting Network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 직 원 감 염 관 리

● 감염예방관리료 문의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조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본원은 감염관리의사 인력기준을 제외 하면 모든 조

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관리의사의 인

력기준에서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해야 한

다'는 조항에 미충족됩니다. 현재 소화기내과 전문의

가 3년 이상 꾸준히 감염관리의사를 맡아 교육도 참

석해오고 있습니다만, 주 20시간을 감염 관리실 업무

만 하는 스케줄로 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시경 

및 외래 등 스케줄을 소화하시면서, 상시로 자문 및 

감염관리실 업무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만 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외래나 내시경을 하는 스케줄은 안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했다는 부분에 대

한 인정을 외래와 주요 시술과 관련된 업무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즉 외래나 시술 관련 업무, 컨설트 업

무 등을 주 20시간 이내로 하셔야 해당 사항에 충족

하는 것입니다. 시술이 없는 분들은 주 5일 근무 기준 

오전, 오후 외래나 시술이 가능하므로 총 10회 중 외

래 5회 이내, 시술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분들은 외

래와 시술 포함하여 5회 이내로 하시고 그 외 시간에 

감염관리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7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97
개인/

대장항문
내과 감염관리실 1년

● 직원 감염 관련 교육

의료법에 따라 직원감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시 전담

자가 준비한 집체교육이 아닌 서울유니에듀 등 온라

인 교육을 통해서 실시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의료법에 해당하는 법정의무 교육 대상은 감염관리 

담당자입니다. 병원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감염관리 

교육에서 교육방법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 교

육을 시행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18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1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간호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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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머리망

본원은 현재 간호사 머리망을 사용하고 있어 머리망 

사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간호사 머리카락으로 인해 

감염 발생한 경우 또는 사례가 있는지 자문을 받고싶

어서 글을 올립니다.
의료인의 복장에 대한 규정 중 머리카락과 관련한 가

이드라인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34 개인/요양 재활의학과 간호부 6개월

● VDRL reactive 직원감염노출

VDRL reactive & 매독 임상증상은 없는 환자의 혈

액이 직원의 눈에 튀는 노출사고로 문의드립니다. 매

독 정밀검사 전 환자는 퇴원을 하였고 직원은 눈 세

척 후 혈액검사 진행하였습니다. 찔림 사고가 아닌 

눈 점막에 VDRL 환자 혈액이 튀었고 환자는 매독임

상증상이 없었다면 페니실린 예방투여를 안 해도 되

나요?

환자의 매독 관련 치료력과 현재의 VDRL titer, 

FTA-ABS IgM/IgG 결과에 따라 상황을 달리 판단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미 퇴원하여 검사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안전을 위해 페니실린 예방

투여를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20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49
의료법인/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3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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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홍역, 수두 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

최근 홍역 이슈로 인해 전 직원 대상으로 홍역, 수두 

항체 검사 시행을 완료했고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는 예방접종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MMR백신

은 최대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질본부 자료) 기

존에 직원이 2회 접종을 했는지, 1회 접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예방접종을 몇 회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

은 접종 내역도 있어 정확히 과거에 몇 번을 접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역, 수두 예방접종 모두 

문의 드리오니 자문 부탁드립니다.

의료인의 경우 홍역 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

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에 2회 접

종을 권고합니다. 이전 MMR백신의 접종 횟수와 상

관 없습니다. 수두에 대한 항체가 없다면 면역이 없

는 것으로 간주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2019.01.21.>

○ (해외여행, 의료인) 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① 홍역 병력이 없고, ②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권

고한다.

-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한다.

<2018년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제 2판>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21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49
의료법인/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3년 8개월

● 손 위생 시점

본원에서는 손 위생→환자인식밴드 확인→손 위생→

주사제투약→투약 후 정리→손 위생 순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환자인식밴드 확인 후 시

행하는 손 위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자인식밴드를 확인할 때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면 손 위생은 불필요하나 대부분은 인식 밴드확인 시 

환자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손 위생을 

하도록 피드백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제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계속 밀고가는  것이 좋을지 의

문이 듭니다.

밴드 확인 후 다시 손 위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러나 최근 손 위생 절차가 복잡한 것 때문에 수행자

률이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도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밴드를 확인하고 손 위생을 시작하고 다음 절차

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22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90
재단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 결핵환자 퇴실 후 환자 입원

음압격리병실이 아닌 일반 1인실에서 결핵환자가 입

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경우 병실을 어느 정도 환기

를 시킨 후 다음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핵진료지침 3판(질병관리본부, 2017년)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병실을 청소하는 직원은 격리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관에서 승인한 소독

제를 이용하여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도록 한

다. 환자 퇴실 후 병실은 적절한 시간 동안 비워 놓으

며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비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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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99
재단법인/

일반종합
내과 감염관리실 5년 10개월

● 항생제 사용 실태 확인 방법

본원은 감염내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항생제 사용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게

다가 인력이나 구조적인 시스템이 다소 열악한 중

소 병원이다보니 진료과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불

안감 때문에 항생제를 예방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쓰

는 경향이 있습니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열이나 

piperacilin도 많이 쓰는데요. 내성균주가 많은 것도 

막연하게나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싶은데 방법적인 면을 잘 모르

겠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우선은, 본원 항

생제 실태가 이렇고 이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과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 정도를 확인하고 싶은

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항생제 계열별로 사용량 

통계를 본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고 균주별로 항생제 사용현황을 역추적도 해보았지

만 대조군까지 분석해야 하는 단위가 커지고 꼭 연구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단

순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남용에 대한 해

결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생제에 대한 전문가가 

사용을 제한할 항생제를 선정하고 승인 하에 사용하

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처방의가 이를 수용하고 인

정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약 처방

은 주치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병원에서 이를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항생제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방법

은 수술 전후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조사와 제한입

니다. 이에 대해서는 KONIS의 자료를 참고 하시고 

통계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외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

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전문가가 

직접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

다.

05. 항 균 제 관 리 프 로 그 램

0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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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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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의료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파트 5년 5개월



● 수술실 공조기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공기관리시스템(공조기, 항온

항습기)은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지속적

으로 24시간 가동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래야 한다

면 혹시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물의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

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에 따르면 다음과 같

습니다.(참고 1)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공기관리시스템(공조기, 항온

항습기)은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지속적

으로 24시간 가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

거는 찾지 못하였지만, 수술실도 시간당 15회 이상의 

공기를 순환해야 하고 온도와 습도 유지 등을 해야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2)

06. 유 행 발 생 관 리 서 비 스

0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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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료법인/

안과전문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참고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17. 12. 04.)

[별표 1의6] [개정 2013.12.27]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비고

가. 제1호에서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實)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1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구분
필요 환기량

(㎡/인•h)
비고

가. 지하시설
1) 지하역사 25 이상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다. 판매시설 29 이상

라. 운수시설 29 이상

마. 의료시설 36 이상

바.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사. 노유자시설 36 이상

아. 업무시설 29 이상

자.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차. 장례식장 36 이상

카. 그 밖의 시설 25 이상



 참고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Draft Guideline for Environmental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Facilitie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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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commendations

1. Air

1-1 Air-Handling Systems in Healthcare Facilities

1-1.2.e Maintain the air intakes and inspect filters periodically to ensure proper operation.3, 120, 241, 242, 263 

-265, 267

Category IC

1-1.9.e Allow sufficient time for adequate ACH to clean the air once the system is operational. Category IC



● 메르스

메르스 감염은 공기주의입니까 아니면 비말주의 입

니까? 음압병실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메르스의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중동지역에서는 낙타와의 접촉력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

파가 되며 현재 보고된 건은 대부분 의료기관 내 감

염, 가족 간 감염입니다. 또한, 메르스의 주요 전파경

로는 비말 전파이나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

기전파에 준하여 감염관리를 합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확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1인실 음

압병상에 격리입원을 해야 하나 만약 없다면 환기차

단, 공조차단, Portable Duct 시스템을 창문으로 설

치하여 외부로 병실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반 1인실에 격리 입원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응 지침(제5-1판)’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0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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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66 의료법인 내과 간호과 1년 0개월

 참고. <메르스 대응 지침(제5-1판) P55>

3) 의심환자 격리입원 치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의 기준

  1) 1인실 음압병상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다인실 음압병상 사용

  2) 1인실 음압병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산소공급, 인공호흡기, 투석, 체외막형 산소공급 등을 하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

   -하기도 및 상기도 2종의 검체 채취

  3) 의심 환자 ● 확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1인실 음압병상에 격리입원을 해야 하나 만약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일반 1인실에 격리 입원

      -환기 차단, 공조 차단

      -Portable Duct 시스템을 창문으로 설치하여 외부로 병실 공기가 배출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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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외래 수관관리 및 정수기 관리 문의

치과 외래 수관 관리를 위해 년2번 음용수 기준 수관

미생물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굳이 미생물 검사를 시

행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수기도 

음용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로 들어오는 물을 

굳이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03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06
개인/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Dental Water Quality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물은 EPA 음용

수 기준(≤500 CFU/㎖ of heterotrophic water 

bacteria)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내 수돗물 기준은 이

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1995년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는 ‘비외과적 

치과시술에 사용되는 물은 호기성, 중온성, 이영양성 

세균이 200 CFU/㎖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치과 장비의 설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

다.)

그러나 외부에서 용수설비로 들어온 물이 비록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니트 밖

으로 나온 물은 1백만 CFU/㎖ 까지 오염될 수 있다. 

용수설비 내 배관을 거쳐 유니트 체어까지 배관의 길

이가 6-10m, 유니트 체어에서 핸드피스관의 길이 

약 1.8m로 상당히 긴 통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 필름의 형성이 용이하다.

적정 잔류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감염관리에 있어서는 물이 공

급되는 시스템이나 수관 및 저수탱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치과 용수의 오염원인

1. 상수도 유입수의 세균이 적더라도 세균은 지속적

으로 존재하여 바이오 필름을 형성한다.

2. 물이 수관이나 저수탱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다

3. 머무는 시간에 비례하여 바이오 필름 형성이 잘 된다.

4. 바이오 필름은 수돗물에 남아있는 잔류염소를 흡

착, 살균 효과를 떨어뜨린다,

치과용 정수 시스템

1. 유입되는 세균의 수를 최소화하여 바이오 필름의 

형성을 늦추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다.

[답변]

2. 가능하면 중앙 정수 시스템이 아닌 개별 정수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별 정수 시스템의 경우 유니트 체어 직전에 장착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관의 길이가 

짧아 바이오 필름의 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3. 재형성되는 바이오 필름을 소독 및 세척하여 주기

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 수질을 위한 고려 사항

1. 상수도의 물이 치과 유니트에 적합한지 보장할 수 

없다.

2. 바이오 필름이 존재하는 수관의 물은 심하게 오염

된다. 

3. 사전에 치과 유니트에서 수질 검사를 통하여 그 안

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질이라도 시술

시 환자에게 사용될 시점의 치과 용수로서 상수도의 

물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유입 세균수를 최

소화하기 위해 최근 치과에서는 상수도(직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수를 사용한다. 수질 관리와 수관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한 치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치과 용수의 권장 수질을 유지

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와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제조

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정수기 관리

정수기 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참고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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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환경부 수도정책과.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환경부령 제768호, 2018. 6. 27,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28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

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

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7.]

    부칙  <제768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2.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_3.정수기 관리방법>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

해 청소 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감염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은 어떤 것
   이 있나요?

조만간 원내에 새로운 EMR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감염관리에서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EMR 개

발 측과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감염관

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원내에 있는 EMR에서는 감염관

리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학회 제 26차 연수

과정 Advanced 과정에 위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저는 Basic을 수강하여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전 연

수과정에서 다룬 내용일까 싶어 살펴보았는데, 아마

도 이번에 처음 다룬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해주실 조

언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염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으로는 카테터 또는 인공

기계 호흡기 장착기간, 내성균주 빈도, 항생제 사용

량, 항생제 제한 프로그램, 법정감염병 자동 팝업 시

스템 등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EMR 사용 중 보고자 

하는 감염관리 지표가 생기면 전산팀과 상의 하에 추

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전산프로그램을 장착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지

표를 볼지, 그래서 어떠한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를 우선 결정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04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85 사회복지법인 재활의학과 감염관리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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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처음 받을 때 초기에 
분류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나요? 

외래환자, 환자 입원 시에 처음에 원무과에 들리게 

되어 환자 입원 수속이나 외래 환자에게 맞는 진료

과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질환을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환자에게 처음 설문지를 돌리어 호흡기질환, 접

촉성 감염질환 등 분류를 하여 환자를 격리시켜 다른 

환자, 병원 직원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초기에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나 여쭙고

자 문의드립니다. 

감염성 질환 환자의 초기 분류와 관련하여 설문지로 

모든 감염성 질환을 확인하는 설문지를 운영하는 의

료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환자 조기 분류는 

현재 유행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감염성 질환에 

국한하여 우선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질환들, 예를 들면 과거에 메르스, 신종 인

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의 경우 접수처에서 미리 확인

하여 조기 분류하였고, 지금은 홍역에 대해 조기 분

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외부에서 유입되는 옴 

환자로 인해 원내 노출이 문제가 된다면 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CRE/CPE가 문제라면 그에 따른 

항목들을 하나씩 천천히 장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67
개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개월

● 공사 관련 감염관리

각 병동 방문객 제한으로 스크린 공사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스크린 공사시 차폐 환기구 봉하고 공사를 

시행 했고 공사 시행 시점 인증 컨설팅을 받게 되었

습니다. 

컨설팅 분이 공기 배양 검사를 시행해보라고 해서 

차폐 공간 외 시행을 하였고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1colony 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무균 영역이 아니라서 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을 감

안했으나 막상 균이 나오고 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질의 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했을 때 공기배양검사가 의미가 있

는지 의문도 들어 여쭙습니다.

공사 시행 중 차폐가 완벽하지 않아 감염전파를 걱정

해야 한다면 일반 세균이 아닌 aspergillus와 같은 

진균감염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세균배양 배지에

서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가 동정된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중 공기

배양검사는 면역저하자가 있는 병동에서 차폐가 불

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

우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06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06
개인/

일반종합
소화기내과 감염관리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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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압병실과 음압병실의 공동전실 가능여부

원내 무균조제실을 구획하려하니 음압과 양압이 필

요하였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항암조제실

(음압)과 TPN조제실(양압)사이에 공동전실을 설치하

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감염에 문제가 없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한 무균주사조제 (병원약사회

지 2018;35(4):383)> 

전실은 일반구역에서 무균조제실로 통과하기 위한 

공간이고, 환기설비 이외에 싱크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실 내 싱크대의 위치는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최소 1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클린룸

과 전실의 내부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 무균조제실 내 압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지

압계를 설치하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벽

면, 천정은 먼지가 쌓이지 않고 세척이 용이한 소재

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무균조제실로 들어가는 문

은 한쪽이 열려 있는 경우 반대쪽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inter-locking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07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90
재단법인/

일반종합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1년 5개월

무균조제 시설에서 조제가 필요한 약품중 취급자(조

제하는 약사나 의사 등) 주의 의역품 무균조제에 해

당하는 의약품과 취급자 주의 의약품 이외 무균조

제 의약품이 있습니다. 취급자 주의가 의약품은 조제

하는 사람이 의약품에 노출되었을 경우 의해가 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공기 유출을 차단하여 조제

자 보호 기능이 있는 음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에 해당하는 약품에는 항암제 gnaciclovir 등이 있

습니다. 반면 TPN이나 항생제 같은 경우는 조제자에

게 위해가 되지 않으므로 양압을 유지하여 외부로부

터 약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무균조

제실 공기압은 양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실은 무

균조제실로 들어가기 전 준비 및 복장을 갖추는 공

간으로 음압조제실과 양압조제실 사이에 공동전실을 

한다 하더라도 감염의 측면에서 증가될 가능성은 없

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실의 조건

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

여야겠습니다.

[답변]

● 의료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기준

원내에 결핵의사환자 발생 시(흉부영상 공동 없으나, 

CT상 결핵의심) 도말검사, 배양검사 시행, 결과 나오

기 전에 밀접 접촉자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하루에 연

속으로 8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란, 다인실의 경우 같

은 병실에 24시간 입원한 경우가 해당하는 건지요, 

병상간 거리 1m유지, 커튼으로 가려진 환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상 간 거리, 커튼으로 격리 여

부 상관없이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건지요?

결핵에서의 밀접접촉자는 기재하신 바와 같이 하루 

연속 8시간 접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공

간을 기준으로 하며 병상간 거리, 커튼 등 상관없습

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밀접접촉자로 관리하셔

야 합니다.

08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150
개인/

척추재활
내과 감염관리실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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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양압

수술실은 환자감염을 위해 양압을 확인하고 관리 하

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양압은 +2.5pa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 maxium 기준을 찾을 수가 없

습니다. 음압과 같은 의미로 차이는 2.5pa 이상만 나

오면 양압은 +2.5~5를 유지해야 하는 건데 이게 맞

는건지.

양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건데 수치를 어디

까지 봐야하는 건지, 양압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있

는 건지. 어떤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 양압이 안 

된다는 건 +2.5pa 이하로 내려갈때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압을 유지하는 이유는 양압일 이외의 공간에서 유

입되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pathogen(세균, 바

이러스 등)이 수술 장의 환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지침은 수술실과 주변 공

간의 압력 차이를 적어도 2.5pa(파스칼)은 되어야 하

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pathogen의 유입을 막기 위

한 안전한 기압차이로 생각됩니다. 최고치는 기술되

어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압이 떨어지는데 

지상과 0.2기압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0.2 기

압 정도는 약 20 파스칼 정도이므로 양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생길 것

이라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압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압력 차이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더 많은 에너지(비용)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9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320 일반종합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2년 4개월

● 격리환자의 식사 잔반 처리

격리환자의 식판을 일회용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잔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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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쓰레기 등은 의료 폐기

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안전하게 

조치하고 싶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셔도 될 것으

로 보입니다. 

10

[답변]

병상 수
의료기관 

유형

감염관리 

담당의사

감염관리 

담당

감염관리 

실무경력

236 일반종합 일반외과 감염관리실 4년 2개월



CONTACT

1. Home page

   http://www.iccon.or.kr (대표)

   http://edu.iccon.or.kr (지역네트워크 교육 사이트)

2.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iccons2012

3. Address

   - (우)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81, 

     삼성YJ빌딩 신관 301호 ICCON 사무국

4. Contact Information

   - TEL : 02-832-5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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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다제내성균관리

02. 발생부위별 감염관리 활동

03. 올바른 세척과 소독

04. 직원감염관리

05. 항균제 관리

06. 유행발생관리

더 자세한 문의는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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