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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면서 공부를 계속해

야겠다는 생각으로 석사를 마친 것이 1987년 8월, 임상과 학교, 그리고 몇 년의 

공백기를 거치면서도 학문에 대한 미련은 제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대학원시절 부족한 저를 성인간호학교실 조교로 불러주셔서 학문에 대한 열정

과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조자 교수님, 교수님

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연

구방향과 방법을 지도해주신 오가실 교수님, 전문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학문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신 김소선 교수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격려, 개인적

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승이자 거리낌 없는 조언자가 되어주셨던 박지원 교

수님, 미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조직적 사고에 도움이 되어주신 이위교 교수

님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 추진본부 시절 생소했던 병원감염관리라는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김용순 교수님, 절망하고 있을 때 종교적 

조언과 인생의 가치를 충고해주신 유지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말없이 지켜봐주신 김혜숙 전 간호부장님, 김효심 간

호부장님, 바쁜 업무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달려와 준 김옥선 선

생님, 김영배 팀장님 이하 QI팀 식구들, 특히 가까이에서 항상 큰 힘이 되어준 

이지현, 김지영, 정서진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오랫동안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봐준 소중

한 나의 가족 모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5년 8월 진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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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및 각종 침습적 처치의 증가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일반 병동에 비해 병원감염률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병원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로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수원 시내 일

개 종합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총 3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도구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 기록지와 질병 위중

도(APACHE Ⅲ)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기록지는 병원감염 위험요인과 관계

가 있는 숙주 요인, 환경 요인, 병원감염 요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병원감염 특

성은 병원감염률과 병원감염의 종류 및 분리 균주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위험

요인 분석은 X2-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단변량 분

석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병원감염률은 820 퇴원환자수 동안 132건의 감염이 발생하여 16.09의 병원

감염발생률을 나타냈으며, 발생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9,672 중환자실 연환자일

수 동안 132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여 13.6의 발생률을 보였다. 중환자실에서 사

용하는 삽입기구인 호흡기,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의 사용일수를 고려한 병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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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률은 각각 16.99건, 6.38건, 4.44건 이었다. 주요 감염 발생 부위로는 폐렴, 

요로감염, 혈류감염, 피부와 연조직 감염, 소화기계 감염 순이었다. 주요 분리 

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Enterococcus faecium, 

Klebsiella pneumonia, Pseudomonas aeruginosa, Acinetobacter spp. 순이었다.

  2.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변수에 대

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12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은 진단명, 총 재원일,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중환자

실 재원일수, 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 여러 중환자실 이동한 경우 총 중환자실 

재원일수, 혈청 알부민, 기저질환 종류, 질병 위중도, 고 영양 수액, 항생제 종

류, 침습기구 삽입일 이었다.

  3.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진단명, 총재원일,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중환자실 재원일

수, 질병 위중도, 항생제 종류로 민감도 70.2%, 특이도 84.1%로 78.5%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병원감염 예방 전략은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

인을 가진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 입실 초기부터 집중적이고 차별화

된 효과적인 감염관리 전략을 제공하여 병원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원감

염률을 줄여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감염발생 위험 환자 사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중환자실, 병원감염, 병원감염 발생 특성, 병원감염의 위험요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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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진단 기술과 치료의학의 발전,병원의 대형화 등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병원감염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만성퇴행성 질환과 내외과 질환의 증가,항균
제 사용,항암제 및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면역부전의 증가,및 각종 침습
적 치료의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의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정희진,김우주,김
민자 등,1995).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감염에 관한 자료들이 많지 않은데 이는 병원감염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간과되며 감염이 의심
되면 항생제부터 투여하므로 병원감염으로 인한 자연사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0년대 초반 일부 3차 의료기관에서 시작한 병원감염관리사업이 1995년 감염

관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병원감염 감시,예방 및 관리활동으로 본격
화되었는데 이성은과 김정순(1986),정인숙(1993)의 연구에서 1개 대학병원을 대상
으로 전체 병원감염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이성은(1992)의 연구에서는 전
국적인 수준으로 병원감염률을 조사한 바 있다.1997년 5월부터 7월까지 한국 보
건의료관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병원감염관리 등에 관한 기술연구」 결과에 따
르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100명 가운데 3.74명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환으로 이환되고 있으며,병동별로는 중환자실이 10.7%로 일반 병동에 비
해 3배 이상 높은 병원감염률을 나타냈다고 하였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대한
병원감염관리학회,1997).
따라서 중환자실은 병원감염 관리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이며 병원감염

의 취약지구로 인식되어오고 있다.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일
반병동에 비해 질병 위중도가 높고 환자의 기저질환이 많으며,위험성 높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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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수성과 여러 가지 침습기구 삽입,신체적 저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제사용 등으로 인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 병원감염에 대한 이환률이 높아 환자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Martin,1993).중환자실에서의 병원감염은 중환
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주로
화상치료 전문 중환자실에서 가장 높고 순환기 중환자실에서 가장 낮으며 외과중
환자실이 내과중환자실보다 약 2배의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Brown,Hosmer,Chen등,1985).다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이 일반병동보다 3배
정도 높은 병원감염률을 보였고,중환자실 종류별 병원감염률은 신경외과중환자실
이 가장 높았고 내과중환자실,외과중환자실 순으로 나타났다(김준명 등,1997).또
한 1998년 중환자실에서의 병원감염률 조사에서도 신경외과중환자실,내과중환자
실,외과중환자실,순환기중환자실 순으로 보고 되었다(김경미,유소연,김소연 등,
1998).
중환자실 종류에 따른 병원감염률과 호흡기,유치도뇨관,중심정맥관 등의 침습

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인 보정 감염률에 대한 3개월간 조사에서는 신경외과중
환자실이 가장 높았고,내외과중환자실은 같은 분포를 보였다(박은숙,박미라,진
혜영,김정은,최정실 등,2003).비록 감염 발생 빈도의 보고내용이 조사 방법이나
병원감염의 정의,계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환자실에서의 병원감염은 일
반병실보다 2-5배 이상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28%가 적어
도 1회 이상 병원감염에 이환되고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내거나 사망에 이르는 중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Craven,Kunches,Liehtenberg등,1988).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병원감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주로 병원감염과 관련된 개괄적 내용(김용순,1992;윤
석희 등,1992)이 대부분이었다.1980년 후반부터 병원감염 발생률,병원감염 발
생부위와 발생균주,병원감염으로 인한 비용 발생,내성균에 관한 감염관리 연구
가 있으며(이성은,김정순,1986;오향순,1993;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9),병원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연구(류선주,김정순,1993;하정옥 등,1997)
로는 국내외적으로 대부분 한 가지 요인과 관련된 단변량 분석 연구이거나 부분
적으로 한 종류의 병원감염발생요인과 관련된 단변량 분석 연구가 대부분(신형식



- 3 -

등,1991;정희진 등,1995))이었다.부분적으로 한 종류의 병원감염발생요인에 대
한 다변량 분석(이혜경,1996;유선미,2000)을 다룬 연구가 있었으나 이것은 병원
감염발생 부위 전반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질병위중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최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를 대상으로 질병위중도를 조사하
고 위험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연구가 한편 있을 뿐이다(정인숙,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내과계

성인 환자의 병원감염 특성을 파악하며,병원감염 발생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
을 알아보고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병원감염이 발생하는지 예측하
고 실제 고 위험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경우 좀더 효과적인 감염관리 대책
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과계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의 병원감염 발생률을 감소시키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내과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병원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전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내과계중환자실의 병원감염 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내과계중환자실의 병원감염의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셋째,내과계중환자실의 병원감염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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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NNNooosssooocccooommmiiiaaallliiinnnfffeeeccctttiiiooonnnooorrrhhhooossspppiiitttaaalllaaacccqqquuuiiirrreeedddiiinnnfffeeeccctttiiiooonnn)))
․이론적 정의 :입원 당시 없던 혹은 잠복기도 아닌 감염이 입원 후 또는 퇴원
후 발생하는 감염으로 병원에서 얻은 감염(hospitalacquiredinfection)을 말한다
(CDC,199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입원해 있는 만
15세 이상 환자에서 발생하는 병원감염이며,내과계 중환자실 퇴원 후 48시간 이
내에 발생한 병원감염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주요 병원감염
으로는 폐렴,요로감염,혈류감염,피부와 연조직 감염,소화기계 감염을 포함하며
병원감염 진단은 미국 질병관리국(1988)의 병원감염 진단기준을 따랐다(부록 참
조).

222...감감감염염염 발발발생생생 특특특성성성
․이론적 정의 :감염이 발생하는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
을 말한다(김정순,199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특성을 규명하고
자 병원감염률,감염발생 부위 및 균주 등을 조사하였다.

111)))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률률률
․이론적 정의 :일정관찰 기간에 특정 인구단위당 감염 비율을 말한다(김정순,
1988).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병원감염률을 발생률(incidencerate)과 발생밀도
(incidencedensity)로 표시하였다.발생률은 특정한 그룹의 환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의 수를 말한다.즉 일정기간 동안의 퇴원환자 100명
을 분모로 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병원감염 건수(%로 표시)이다.발생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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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환자-일수당 감염발생률과 삽입기구 일수당 감염발생률이
다.환자-일수당 감염발생률은 1000일당 감염건수의 발생밀도(건수로 표시)를 말한
다.또한 삽입기구(중심정맥관,인공호흡기,유치도뇨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
은 1000삽입기구 일수당 삽입기구와 관련 감염건수의 발생밀도(건수로 표시)로 계
산하였다(Emori,Culver& Horanetal.,1991;CDC,1991).

222)))감감감염염염발발발생생생 부부부위위위 및및및 균균균주주주
․이론적 정의 :감염을 일으키는 부위 및 생물병원체를 말한다(김정순,199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감염 발생부위를 미국 질병관리국(1988)의 병원감
염 진단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이때 분리되는 생물 병원체를 조사하였다.

333...감감감염염염발발발생생생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이론적 정의 :감염을 일으킬 확률을 증대시키는 행태 및 특성(변수)들을 의미
하며 여러 특성,또는 변수별 감염비율을 비교하여 통계학적 검정을 통해 단계적
으로 추려낸다(김정순,199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염성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 중 삼각 모형(trianglemodel)을 이용하여 질병 발생 위험
요인을 세 가지 즉,① 병원체 요인(치료제인 항균제에 내성을 지닌 균),② 숙주
요인(연령,성별,진단명,기저질환,질병위중도,항생제 사용,방사선 요법,스테로
이드 사용,입원기간,중환자실 재원일수,침습기구에의 노출)③ 환경 요인(온도,
습도,공간,환기,간호사 수 대 병상 수,방문객,청소,손 닦는 시설,손씻기 수행
도)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병원감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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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병원감염은 특히 미국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에 걸

쳐 병원재가위원회(JCAHO),병원협회(AHA),및 병원관리센터(CDC)등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 온 미국병원이 관리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제이다.
병원감염의 중요성은 환자의 질병과 입원기간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오늘날 병원감염에 의한 질병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예는 매우
드물지만,저항력이 매우 약한 환자(예:광범위 화상)나 병원성이 높은 미생물에
감염된 환자(예: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또한 병원감염의
발생은 불필요한 재원일수의 증가,의료비의 상승,항균제 내성균주의 전파 등으
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9;한달선 등,1997;Chaix,
Durand-Zaleski,Alberti& Brun-Buisson,1999).국내 7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
시한 연구에서 병원감염으로 인하여 추가로 재원하게 되는 일수가 5일에서 20일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와 함께 병원감염 발생 1인당 평균 추가 진
료비가 감염발생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소 65만원에서 최대 640만원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9).국내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보고에 의하면 연간 8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감염 때문에 평균
12.1일 동안 진료를 받고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한달선 등,1997).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이외에도 환자는 진료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질병으로 인한 고통,신체적 기능 상실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액수로 환
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접적 손실을 받는 것이다(오향순,1993).
최근에는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병원감염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병원 내에

서 분리되는 미생물은 원외감염을 발생시키는 미생물보다 항생제 내성이 크게 높
을 뿐만 아니라(김미나,정재심,김봉철,송재훈,배직현,1993;Fridkin,2001)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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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NosocomialInfectionsSurveillance(NNIS)의 보고에 의하면 항생제 내성
균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중환자실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Fridkin,2001;Kellef& Fraser,2001;Richards,Edwards,Culver&
Gaynes,1999).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률률률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에는 감염이나 잠복상태가 아니었

는데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 혹은 중환자실에서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하
는 감염으로 정의된다.중환자실은 병원 전체 침상수의 5-10%만을 차지하지만 병
원감염의 20% 이상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발생한다.이는 중환자실에서
는 침습적 처치가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신체방어기전을 파괴하는 여러 시술이 많
이 행해지며,환자의 질병이 중증이 많고 여러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일반 병동이나 타부서보다 병원감염률이 1.7배에서 7배 정도
높은 10.3-39.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보다 5-10
배가량 높은 비율이다(류선주,김정순,1993).
중환자실 병원감염률은 국내에서는 퇴원 환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반병동

에서 퇴원한 환자가 전체의 95%를 차지하였으나,병원감염의 26%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였다.퇴원환자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에서의 감
염발생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996년에 국내 15개 종합병원
대상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이 100명당 10.74건으로 일반병동의 3.29건에 비하여 3
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김준명 등,1997).또 다른 연구보고들(박은숙,김준명,
1994; Jeong et al., 1994; 정희진, 1993)에서는 일반병동보다 1.7-7배 높은
10.3-39.7%로 나타났다.
1996년 국내 병원감염률 조사연구에 따르면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에서의 병원감

염률은 각각 3.29%와 10.74%로 중환자실이 일반병동보다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부위별 병원감염률에서도 폐렴,혈류감염,요로감염,심혈관계감염,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중 폐렴과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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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감염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보다 약 8배,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김준명 등,
1997).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주요삽입기구인 인공호흡기,유치도뇨관,중십정맥관 등

의 사용을 고려한 미국의 NNIS에서는 중환자실 병원감염의 위험요인중 중요한
삽입기구 일수와 재원기간을 보정한 감염발생률을 계산한다(배직현,정재심,1997).
이러한 방법으로 비슷한 위험에 놓여 있는 환자군의 감염률(risk-adjusted
nosocomialinfectionrate)을 계산하여 그것을 타 병원과 비교할 수 있다.이들 위
험들을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NNIS의 중환자실 병원감
염발생률 결과를 보면 외과계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관련 균혈증은 중심정맥관 사
용일수 1,000일당 평균 5.3건이 발생하였고,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은 유치도뇨
사용일수 1,000일당 평균 5.2건,인공호흡기관련폐렴은 인공호흡기 사용일수 1,000
일당 13.6건이 발생하였다(NNIS,2000).
1996년도 국내 병원감염률 조사연구에 따르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인공

호흡기 관련 폐렴,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각각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7.12건,
10.37건,6.14건으로 나타났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병원감염률 조사위원회,1997).
중환자실의 종류에 따른 병원감염 발생률은 선행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의 성인 중환자실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신경외과중
환자실에서 14.1%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계중환자실 12.1%, 외과계중환자실
10.25%,기타 중환자실 11.5%,내외과계중환자실 8.5%의 순이었으며(김준명 등,
1997),일반적으로 심장중환자실의 감염발생률이 가장 낮으며,신생아중환자실,외
과계중환자실,외상중환자실,화상중환자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ittet&
Harbarth,1998).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경외과,외과계,내과계중환자실에서 다른
중환자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iron,Oppein,2000).

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발발발생생생 부부부위위위 및및및 주주주요요요 균균균종종종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감염 부위는 중환자실의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가

장 흔히 발생하는 병원감염으로는 폐렴(pneumonia), 요로감염(urinary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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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혈류감염(bloodstream infection),수술부위 감염을 들 수 있으며,이들
은 전체 병원감염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명 등,1997).
최근 들어 메티실린 황색포도상구균(MRSA),다재내성 그람음성균,반코마이신 내
성 장구균(VRE),Clostridium difficile등 다재내성균주의 관리가 중환자실의 감염관
리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병원감염은 환자의 이환률 및 사망률
을 증가시키고 의료비용 상승과 관련되므로 중환자실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침이 중요하다(송재훈 등,1999).
폐렴(Pneumonia)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감염으로 치명

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분리되는 주요 균종으로는 MRSA, Hemophilus
influenzae,Streptococcuspneumoniae,Pseudomonasaeruginosa,Acinetobacterspecies,
Enterobacterspecies등이다.이들 환자의 1/3은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고
2/3는 감염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된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2001).
요로감염(Urinarytractinfection:UTI)의 70-90%는 도뇨와 관련이 있고 중환자실

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병원감염이다.유치도뇨와 관련된 요로감염을 가진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병동 입원환자에 비해 3배가량 높다.유치도뇨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도뇨 2주 후부터 50%환자에서 세균요가 발생하고 한 달 후에
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세균요가 생기게 된다.중환자실 환자는 11-80%정도가
유치도뇨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주요 균종으로
는 Escherichiacoli,Candidaalbicans,Pseudomonasaeruginosa,Serrattiamarcescens등
이다(Prescott,Harley& Klein,2003).
혈류감염은 중환자실에서 세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중환자실 감염으로 이러한

혈류감염은 혈관내 카테터와 관련된 일차적 감염과 다른 부위감염(예:복강내 감
염)으로부터 유래된 이차적 혈류감염으로 나누어지게 된다.주요 균종으로는 그람
양성세균인 Staphylococcusspp.,Candidaspp.등이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2001).
수술창상감염은 대부분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외과중환자

실에 입원한 환자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주요 균종으로는
coagulase-negativestaphylococci와 Staphylococcusaureus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15개 병원 대상의 연구에서 내과계중환자실은 폐렴 33.2%,요로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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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혈류감염 21.9%,피부 및 연조직감염 7.0%의 순이었으며(김준명 등,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병원성 폐렴이 39.7%로 가장 높았고 기타 하기도 감염이
20.7%,요로감염 13.8%,일차 균혈증 10.3%,정맥염 6.9%,수술부위감염 5.2%,가
타 3.4%로 나타났다(정희진,1993).
1992년 서울시내 1개 대학병원에서 2개월 동안 행해진 진단 및 치료시술 32종

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염률은 7.9%를
나타냈다(류선주,김정순,1993).
중환자실 병원감염의 원인균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생물은 국내에서는 병

원전체로는 Staphylococcusaureus17.2%(MRSA 14.4%), Pseudomonasaeruginosa
14.4%,Escherichiacoli12.3%,Klebsiellapneumoniae7.7%,Enterococcusspp.7.6%
순이었다(김준명 등, 1977).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을 비교하였을 때 MRSA,
Pseudomonasaeruginosa, Candidaspp.의 분리비율은 병동보다 중환자실에서 높았
으며,Escherichiacoli와 Coagulasenegativestaphylococci는 병동이 중환자실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준명 등,1997).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외과계중환자실에서
Staphylococcusaureus18.4%,Candidaspp.13.9%,Pseudomonasaeruginosa11.4%,
Acinetobacterspecies10.4%,Klebsiella spp.8.2%의 순으로 나타났다(Jeong 등,
1994).미국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NNIS의 중환자실 병원감염 원인균으로는
Pseudomonasaeruginosa13%,Staphylococcusaureus12%,CNS10%,Enterococcus
spp.9%,Enterobacterspp.8%로 분포하였다(Pittetet al,1998).
1995년부터 1999년까지 NNIS(Nationalnosocomialinfectionssurveillance)의 자

료 분석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의 항균제 내성률
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NNIS,2000).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분리되는 S.aureus중 90% 이상이 MRSA이며

특히 항생제 저항성이 높아 치명률이 높고,한번 발생시 교차감염이 잘되어 의료
비의 낭비를 초래하며 한다.최근에는 VRE의 빠른 분리율의 증가 또한 중환자실
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하고 있는데 NNIS에 의하면 1989년부
터 1993년까지 병원성 VRE의 분리빈도가 2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국
내에서는 1992년 VRE가 처음 보고된 이래 몇몇 대학병원들에서 VRE에 의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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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감염이 발생하고,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의 임상검체 분리율 또한 1997년 0.5%
에서 2000년 23.7%로 증가하였다(정희진,김우주,김민자 등,199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Staphylococcus

aureus,특히 MRSA가 가장 빈번한 중환자실 병원감염 원인균으로 전체의 10-3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병원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는 시소 모형(see-saw

model),삼각 모형(trianglemodel),수레바퀴 모형(wheelmodel)이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시소 모형은 죤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하며 감염 유행의 발생기전이란

개인의 건강상태와 병원체,환경의 세 가지 요인들의 평형상태이며 이중 어느 한
가지 요인에 변동이 생기면 저울의 평형상태가 깨어지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때 감염 또는 질환의 유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김정순,1993).
수레바퀴 모형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숙주에서 성장 번식하여 숙주를

탈출하고 또 다른 감수성이 있는 숙주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보균자들
이 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렇게 전파된 감염균이 다른 숙주에게 들어
가 증식하는 경우 환자에게 감염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를 감염이 발생했다고
한다(Rutala,1997).
삼각 모형은 질병 혹은 유행이 병원체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오

히려 병원체,숙주,환경 요인이 서로 어울려 이들의 상호조합이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다(김정순,1993).
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 환자의 특성과 환자가 받는 진료

행위 등의 위험요인에 좌우되며 이러한 위험요인(riskfactor)은 삼각모형의 틀을
중심으로 병원체,숙주,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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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병병병원원원체체체 요요요인인인
병원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체는 항원성,숙주외계에서의 생식 및 생존 능력,치료

제에 대한 감수성,감염력,병원력,독력,병원소의 범위,전파양식,숙주에의 적응
정도에 따라 감염성 질병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순,1993;Hierholzer,1999).
병원체란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실체를 총칭

한다.이들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 병원체를 병원성 미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병을 일으키는 독성에 관계된 특성에는 점막 표면에 들러붙는 접착성,피부나 점
막을 뚫고 들어가거나 표면에 생존하는 능력,체내의 방어기전에도 불구하고 증식
하는 능력,숙주의 방어기전을 피하거나 제어하는 능력,그리고 숙주를 효소나 독
소로 손상을 입혀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등이 있다.또한 병원체는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때 감염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정희영,전종휘,1987),예를 들면 편
도선염과 같은 급성질환,혹은 류마티스성 열이나 급성사구체염과 같이 만성질병
을 일으키는 베타용혈성 연쇄상구균의 경우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존속하지만 페니실린으로 치료하면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이 감염을 종식시킬 수
있다.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환경에서 발생하는 병원감염은 많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일 때가 흔하며 포도상구균,그람음성 장구균이 대표적이다(김
정순,1993).

222)))숙숙숙주주주 요요요인인인
숙주 요소로는 감염이 발생한 사람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 능력,생물학적 요인

으로 연령,성,종족,개체의 건강상태,가족 집적성(familyassociation),면역상태,
위생적 습관,식습관,직업,취미 등이 감염성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김정순,
1993)이러한 인간의 행태요인은 환경요인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기 어렵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주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연령,성별,진단명,영양 상태,기저질
환,질병위중도,항생제 사용,방사선 요법,스테로이드 사용,침습기구에의 노출,
입원기간,중환자실 재원일수,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이동경험과 이동
한 경우 재원일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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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여 일일 감염위험률은
젊은 연령층에서 0.4%인데 비하여 60세 이상인 경우 0.6%로 나타났고,연령에 따
른 병원감염 위험률의 증가는 단순한 입원기간의 연장 뿐 아니라 이 연령층에는
위중한 질환과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여러 가지 진단 및 치료기구를 인
체 내에 삽입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Haley,
Schabett,Von-Alkmen,1980;Green,Wenzel,1977).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평
균연령,입원경로,입원 후 경과,진료과,진단명 등은 감염군과 비감염군 간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선미,2001)환자의 병이 위중하거나 면역저하 상
태일 경우 병원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Henderson,1995;유선미,
2001).병원감염 중 요로감염은 여자 환자와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감염 발
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Turck,Stamm,1981;Platt,Polk,Murdock,
Rosner,1986).진단명 별로는 중환자실 요로감염 발생 연구(하정옥,1997)와 중심
정맥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연구(유선미,2001)에서 감염 발생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양부족은 중환자실 환자에게 만연해 있는 상태로 조직 손상,관류 저하,감염

에 의한 발열 등이 대사를 증진시킴으로써 근육이 소실되어,회복에 필요한 영양
소가 부족하게 되고 재원일 증가,수술합병증 증가,상처 회복 지연 등을 유발하
여 병원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양수,김영숙,1997).그러므
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증진시킬 수 있다.영양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는 혈청 알부민 소견은 병원감염 발생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혈청 알부민 3.0g/dl미만인 경우 병원감염이 더 많
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정희진 등,1995;이혜경,1996).비 경구적 영양(total
parenteralnutrition)은 중환자에게 주어지는 고 영양수액으로 덱스트로즈,아미노
산,지질 유탁액(lipidemulsion)등이 들어있어서 일단 세균에 오염되면 일반적인
정맥수액보다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킨다(Crokeretal,1984;Pearson,1996).특
히 지질 유탁액은 특정 세균과 진균류의 성장에 적합한 배지 역할을 하여,지질
유탁액을 주입한 뒤 최소 6시간 내에 미생물이 자라고 24시간 이내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달한다.그러므로 비 경구적 영양을 시행할 때는 일반적인 감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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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중요하지만 수액 준비시 오염을 막고 카테터 종류의 선택과 카테터 삽입
과 관리가 중요하다(Pearson,1996).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은 병원감염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선

주,2003).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감염 발생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당
뇨병환자에게 이물질(foreign body)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면 후천적인 식세포능
장애(phagocyticdefect)가 생길 수 있다.이물질에 의한 감염의 주요 원인균은 포
도상구균(Staphylococcusaureus)인데,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포도
상구균의 비인두 증식이 증가한다.그러나 조절이 잘되는 당뇨병이나 대사합병증
이 없는 경우에는 심각한 식세포 기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Waldvogel,1995).중환자실 요도감염 발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유무에 따
른 발생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하정옥,1997),Platt등의 연구결과에
서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요도감염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Platt,
Murdock,Rosner,1986).또한 중환자실 혈류감염과 관련된 연구에서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은 감염군과 비감염군 간의 병원감염 발생에 차이를 보였다(유선미,
2001).
질병위중도(APACHEⅢ score:Acutephysiologyandchronichealthevaluation

Ⅲ score)는 환자의 활력징후,각종 검사 소견,산-염기 대사 장애,신경학적 장애,
연령,동반질환 등에 가중치를 두고 그 합을 구한다.총점은 0-299점이며 다양한
질병군에서 중환자실 입원일의 질병위중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고 알
려져 있다(Knausetal,1991).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임상적 병리 상태가 불
안정하거나 자주 변화할 수 있으며,이들 환자의 회복 가능성은 질병의 종류,중
증도,환자의 연령,과거 건강상태 및 이용 가능한 치료방법 및 과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내에 질병 위중도는 환자의 회복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nausetal,1991).중환자실 혈류감염 발생 연구에서는
APACHEⅢ score가 높고 평균 재원기간 및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유의하게 길어
질병 위중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유선미,2001).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질병 위중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과 감염 발생과
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위험지수는 환자의 사망률 등을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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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남아 있다.
항생제 사용은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미생물학적 환경이 변화되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내
성 병원균의 선택적 성장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Kollef,
1993;이혜경,1996).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 전파가 병원감염 발생률
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내과계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VRE균장착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환자실에 상존하는
항생제 보유 환자수가 많을수록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가 많이 발생하며,추가의
항생제 사용이 균 집락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Bonten,Slaughter,
Ambergenetal,1998).
방사선 요법은 환자의 기능 저하 초래로 인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

며,스테로이드 사용은 대상자에게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이들 환자에
서 병원감염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Craven등,1988).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 에 따른 중환자실 혈류감염 발생에 감염군과 비감염
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선미,2001).
침습적 기구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혹은 환자의 몸 다른 부

위로부터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들어온 병원체가 그 기구(device)
에 부착되어 증식하면서 환자의 면역학적 방어기전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병
원감염의 큰 위험요인이 된다.중심정맥 카테터,도뇨관,인공호흡기 등이 그 예이
다.이와 같은 시술기구의 처치과정이 감염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는 이유는,첫째,
대상 환자가 이러한 처치를 받지 않는 환자에 비하여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
며,둘째,삽입기구나 수술이 외부에서 인체 내로 미생물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
의 역할을 하게 되며,셋째,환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
로 이동하기 쉽게 한다.또한 시술기구 자체가 미생물의 증식이 가능한 장소로써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면역체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는 점이다(최영자,1999).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침습적 시술은 응급으로 행해지
는 경우가 많아 감염을 차단하는 멸균법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아 중환자실의 환
자들은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다(김양수,김영숙,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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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의 사용은 병원 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6-21배로 증가시키고,인공호
흡기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폐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Toblan,Anderson,Ardenetal,1994;Fagon,Chastre,Hanceetal,1993),질병
의 중증도,입원기간 및 입원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병원감염의 중요한 문제
로 알려져 있다(Talbanetal,1994;김준명 등,1997).
중심정맥 카테터의 사용은 정상 피부나 점막 표면에는 지방산(pH 5.5)과 다른

항균성 물질의 작용으로 세균을 죽일 뿐 아니라 보호벽 역할을 하는 까닭에 세균
은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는데 카테터의 삽입은 상피세포를 손상하여 세균침입 보
호벽이 파괴되므로 오염되었던 균이 침입,감염이 유발된다(송영욱 등,1988;류선
주,김정순,1993).
도뇨관 삽입으로 인한 감염 발생은 기존의 질환이 심한 경우,도뇨관 삽입기간

이 길수록,입원 당시의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을수록,기존에 비뇨기계 감염
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 발생이 높으며 중증의 합병증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다(Platt,Polk,Murdock,Rosner,1982).
환자의 입원기간은 병원감염의 위험과 비례하고(Haley,Schabett,Von-Alkmen,

1980),중환자실 재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병원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Henderson,1995;유선미,2001).
이외에도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에 대해서는 병동,응급실,기타 입원경로를 통

해 입원한 환자별로 각종 카테터 및 처치 등이 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중
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감염발생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Raddetal,1997).또 다른 연구에서는 카테터 삽입시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에서
혈류감염이 높게 나타났으며,수술실과 응급실에서 혈류감염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유선미,2001).
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과 여러 중환자실 이동시 재원일수는 환자의 질병 위

중도와 기저질환으로 인해 숙주 조건에도 영향을 미쳐 감염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송영욱 등,1988).이는 연구자가 감염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경험적으로 관
찰한 결과와도 동일한 것으로 환자가 여러 중환자실을 이동하는 것은 환자가 가
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질병 위중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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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며 감염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333)))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온도,습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병원소,매개체와 같은 생물

학적 환경,인구밀도,경제 수준,교육 수준,보건의료체계,보건의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김정순,1993;Hierholzer,1999).
중환자실의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온도,습도,공간,환기 등을 들 수 있다.

적정 온도와 습도는 23-27℃,50%로 되어 있으며(남송희,1989)환자와 환자 사이
는 최소 1.5m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커튼이나,벽과 같은 물리적인 차단
막이 있어야 한다.또한 중환자실은 청정지역으로 헤파 필터를 통해 공기를 교환
하고,필터는 시설팀에서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정기적인 세균배양검사는
필요 없으며,집단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만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2001).손을 씻는 개수대의 적정 숫자는 현재 대한병원협
회에서 실시하는 병원신임평가에서 환자 5병상 당 1개인 경우 최고점수를 부여하
고 있다.
사회 경제적 환경 요인은 의료 인력과 방문객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의

료 인력으로는 간호사 수이다.우리나라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1999년 11월
부터 시행하고 차등지급의 기준이 되는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범위를 1등급에
서 6등급까지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 병동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중환
자실 적정 간호 인력에 대한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간협신보,
2001).다만 2004년 중환자학회에서 병상 수 대 간호사 수를 3:1로 (안)을 내놓은
상태이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방문객 관리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면 방문객의 방문시간과 방문객 수는 제한하여야 하며 면회는 1일 2
회로 5분씩 가능하며 환자 1명당 직계 보호자 2인으로 되어 있다.또한 방문객은
중환자실 출입 전 후에 반드시 소독비누로 손을 씻도록 감독해야 한다.또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요인으로 교육 수준,보건의식수준 등이 속하는데 이는 무균술,
새로운 장비나 질환에 대한 교육훈련,실무교육과 감독 등의 행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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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환경 요인은 병원소나 매개체를 말한다.이는 의료진의 손씻기 수행과
중환자실의 환경 청소 등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생화나 화분 등은 중환자실 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2001).Semmelweis가
1840년대 손을 소독제로 씻고 분만을 개조함으로써 산욕열로 인한 사망률을
18.3%에서 2.9%까지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자료가 손씻기와 감염전파의 관계를 잘
밝혀준 사례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Boyce& Pittet,2001).윤성원(2001)의 연구에
의하면 내성균 환자 물품 및 환경의 내성 장구균 오염률은 874곳 중 41곳에서 균
이 검출되었고 환경청소를 하기 전에 실시한 환경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검출된
경우는 38곳이었고,환자 퇴원 후 소독제로 물품 및 환경을 철저히 청소한 후에는
2곳 즉 카페트와 IV폴대에서만 검출되었다.이는 내성균 검출환자 병실 소독에 대
한 직원 교육과 세밀한 소독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염성 질
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 중 삼각 모형(trianglemodel)을 이용하였다.
삼각 모형의 세 가지 요인 중 먼저 병원체 요인에는 항원성,숙주외계에서의 생

식 및 생존 능력,치료제에 대한 감수성,감염력,병원력,독력,병원소의 범위,전
파양식,숙주에의 적응 정도가 감염성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그러
므로 질병 발생 중 병원감염 발생으로 연구 범위를 국한하였으므로 병원감염 위
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감염관리 중재 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요인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따라서 병원체의 항원성,숙주외계에서의 생식 및 생존 능력,감염력,
병원력,독력,병원소의 범위,전파양식,숙주에의 적응 정도 요인을 본 연구의 측
정 요인에서 제외하였으며,치료제에 대한 감수성만을 포함하였다.이는 주요 병
원감염 원인균이 치료제인 항균제에 내성을 지닌 균이며,이 경우 특별한 감염관
리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숙주 요인으로는 감염이 발생한 사람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 능력,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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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으로 연령,성별,종족,개체의 건강상태,가족 집적성(familyassociation),
면역상태,위생적 습관,식습관,직업,취미 등이 감염성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포함된다.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 중 연령,성별,진단명을 포함하였으
며,그 이외에 개체의 건강 상태와 면역상태는 문헌고찰에서 제시한 영양상태,기
저질환,질병위중도의 요인으로 수정하여 포함하였으며,본 연구가 중환자실 환자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생제 사용,방사선 요법,스테로이드 사용,
입원기간,중환자실 재원일수,침습 기구에의 노출을 포함하였다.삼각 모형
(trianglemodel)에서 제시된 요인 중 종족,가족 집적성(familyassociation),위생
적 습관,식습관,직업,취미는 환자들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동안 병원 환경
혹은 의료인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나 배제되는 부분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숙주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온도,습도,공간,환기,손 닦는 시설 등의 물리

적 환경,의료진의 손씻기 수행과 환경 청소 등의 생물학적 환경,인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방문객 등의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경제 수준,교육 수준,보건의료체계,보건의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은 무균술 시행,새로운 장비나 질환에 대한 교육훈련,실무교육과 감독 등으
로 평가할 수 있다.이는 중환자실 환자 자신도 대부분 무의식 환자이며,환자에
대한 처치들이 환자 자신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동일 장소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 경제적 환경에 속하는 환자 치
료와 간호를 담당하는 의료인도 동일하게 순환 유지되며 동일한 감염관리지침 적
용과 동일한 감염관리사의 교육이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서의 중환자실 병원감염을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환경요인에서 제외하였
다.
이상의 병원체,숙주,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중환자실의 병원감염 발

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삼각모형과 본 연구의 병원감염 발생 위험 요인
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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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삼각모형과 본 연구의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 비교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조작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종류 삼각모형 요인 본 연구 요인

병원체

 요인

병원체의 항원성,숙주외계
에서의 생식 및 생존 능력,
치료제에 대한 감수성,감염
력,병원력,독력,병원소의
범위,전파양식,숙주에의 적
응 정도

치료제에 대한 감수성(질병 발생 중 병원감
염 발생으로 국한하였으므로 병원감염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감염관리 중재방법 적용
이 불가능한 요인 제외.이는 주요 병원감염
원인균이 치료제인 항균제에 내성을 지닌 균
이며,이 경우 특별한 감염관리 중재 필요)

숙주

요인

구조적 기능적 방어 능력,
생물학적 요인(연령, 성별,
종족,개체의 건강상태,가족
집적성), 면역상태, 숙주의
행태(위생적 습관, 식습관,
직업,취미)

구조적 기능적 방어능력(침습기구에의 노출)
생물학적 요인(연령,성별,진단명,영양상태,
항생제 사용,방사선 요법,스테로이드 사용,
입원기간,중환자실 재원일수)
면역상태(기저질환,질병위중도)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온도,습도,장
소),생물학적 환경(병원소,
매개체),사회경제적 환경(인
구밀도,경제 교육 수준,보
건의료체계,보건의식수준)

물리적 환경(온도,습도,공간,환기,손 닦는
시설)
생물학적 환경(의료진의 손씻기 수행,환경
청소)
사회경제적 환경(인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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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체병원체병원체병원체

치료제인 치료제인 치료제인 치료제인 항균제에항균제에항균제에항균제에 

                              내성을 내성을 내성을 내성을 지닌 지닌 지닌 지닌 균균균균      

                              

병원감염 병원감염 병원감염 병원감염 발생발생발생발생

  

                  

                                                                                        

                            

그그그림림림 111...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위험 요인 개념적 기틀                

                                             

                                             

                 

                       숙주숙주숙주숙주

                                연령연령연령연령, , , , 성별성별성별성별, , , , 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 , , , 영양상태영양상태영양상태영양상태, , , , 

                                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 , , ,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재원일수재원일수재원일수재원일수,,,,

                                            기저질환기저질환기저질환기저질환, , , , 질병위중도질병위중도질병위중도질병위중도, , , ,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사용사용사용사용, , , ,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요법요법요법요법, , , ,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사용사용사용사용,,,, 

                                                        침습기구에 침습기구에 침습기구에 침습기구에 노출 노출 노출 노출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온도온도온도온도, , , , 습도습도습도습도, , , , 공간공간공간공간, , , , 환기환기환기환기, , , , 

                                손 손 손 손 닦는 닦는 닦는 닦는 시설시설시설시설,,,,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손씻기 손씻기 손씻기 손씻기 수행수행수행수행, , , ,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청소청소청소청소,,,,    

                            인력인력인력인력((((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수 수 수 수 대 대 대 대 병상 병상 병상 병상 수수수수),),),),

                                                                방문객방문객방문객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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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후향적으로 병원감염 발생의 역학적 특
성을 파악하고 병원감염 발생 모형을 중심으로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2003년 1월부터 12월 까지 1년 동안 수원 시내 일개 종합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에 입원한 15세 이상 성인 환자 611명 중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 후 48시간 이
내 사망 또는 다른 곳으로 이송된 경우 243건과 의무기록지를 통해 자료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47건은 제외하였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 후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의무기록지를 통해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총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내과계 중환자실은 심혈관계 질환자를 제외한 내과계 중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 기록지
와 질병 위중도(AcutephysiologyandchronichealthevaluationⅢ score)측정 도
구를 사용하였다.
조사기록지는 문헌고찰을 근거로 내과계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에 관계된 위

험요인을 근거로 숙주 요인에는 대상자의 연령,성별,진단명,영양상태,기저질환,
질병 위중도,항생제 사용,방사선요법,스테로이드 사용,침습기구(인공호흡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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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뇨관,중심정맥관 등)에의 노출정도,입원기간,중환자실 재원일수 등이 포함
되었다.환경 요인에는 온도,습도,공간,환기,손 닦는 시설,의료진의 손씻기 수
행,환경 청소,인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방문객 등을 포함하였다.병원감염 요
인으로는 병원감염 종류,미생물 배양검사,병원균,검체,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
이 포함되었다.
질병위중도(APACHEⅢ score:Acutephysiologyandchronichealthevaluation

Ⅲ score)는 환자의 12개의 생리학적 변수(활력징후,각종 검사 소견,산-염기 대사
장애,신경학적 장애),연령,동반질환 등에 가중치를 두고 그 합을 구한다.총점은
0-299점이며 다양한 질병군에서 중환자실 입원일의 질병위중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Knausetal,1991).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임상
적 병리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자주 변화할 수 있으며,이들 환자의 회복 가능성은
질병의 종류,중증도,환자의 연령,과거 건강상태 및 이용 가능한 치료방법 및 과
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내에 질병 위중도는 환
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nausetal,1991).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의무기록지를 이용한 후향적 조사방법으로 연구자인 감염관리사 1인
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입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조사
기록지에 의해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병원감염의 진단 기준은 구체적인 정의 설
정을 했음에도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오
분류 편차(misclassificationbias)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1인
이 병원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
어졌을 것으로 기대되며,연구자가 감염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감염관리간호
사이므로 보다 정확한 감염발생자료를 수집했다고 할 수 있겠다.질병 위중도
(APACHEⅢ)는 중환자실 입실 후 24시간 이내의 검사치 또는 측정치중 가장 나
쁜 결과를 활용하였다.환경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은 온도,습도,환기 등의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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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은 연구 대상 병원의 시설팀에 직접 문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중환자실의
공간과 손 닦는 시설,인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환경 청소 상태는 실제 현지에
서 관찰 조사하였고, 의료진의 손씻기 수행도는 본 연구가 후향적으로 조사되었
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손씻기 수행도를 조사하기 보다는 연구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감염관리실과 집중치료실이 공동으로 QA활동을 수행한 손씻기 수행도의
측정 결과를 적용하였다.방문객 수는 본 연구 대상 환자를 수집한 2003년도와 현
재의 방문객 면회시간이나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환자실 직원이 일주
일 동안 하루에 2번 오전 오후 각각 20분씩 허용되는 면회시간과 신환 입원시 출
입하는 방문객 수를 파악하여 일 평균 방문객 수를 산출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조사된 자료는 SPSS11.5WIN Program을 이용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위해 X2-test와 t-test를 시행
하였다.
3)병원감염 발생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
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ogisticregression)을이용하여 다변량분석을실시하였다.

666...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후향적 의무기록지 조사로 실제로 의무기록지에 그 증상이나 특성이 제대로 기
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병원감염은 누락되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일개 대학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그 일반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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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연구에서는 감염성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 중 삼각 모형(triangle
model)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요인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따라서 병원체 요인에
서 병원체의 항원성,숙주외계에서의 생식 및 생존 능력,감염력,병원력,독력,병
원소의 범위,전파양식,숙주에의 적응 정도,숙주요인에서 종족,가족 집적성
(familyassociation),위생적 습관,식습관,직업,취미,환경요인에서 경제 수준,교
육 수준,보건의료체계,보건의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과 의료진의 손
씻기 수행과 환경 청소 등의 생물학적 환경을 전향적으로 조사하여 포함시킨 후
속 연구 시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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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치료관련 특성은 <표 1-1>,<표
1-2>,<표 1-3>과 같다.
인구 사회적 특성<표 1-1>은 총 321명으로 남자 189명,여자 132명이었으며,연

령은 평균 연령은 61.31세,중앙값은 64세,최소값 16세 최대값 94세의 분포를 보
였다.

<표 1-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1)

질병관련 특성<표 1-2>에서 대상자의 진단명은 호흡기계 131명(40.8%),소화기
계 56명(17.5%),신경계 55명(17.1%),기타 79명(24.6%)이었다.대상자들은 한 가지
가 아닌 여러 개의 진단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호흡기계는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기타 호흡기질환이 복합된 경우 68명,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결핵,폐암
등이 복합된 경우 63명,소화기계는 간경화증,간암 등 간 질환이 33명,위염,위
장관 출혈 등 15명,담낭염과 결석 8명,신경계는 뇌막염,뇌손상,뇌염,뇌경색,
자율신경성 부전 등이 55명,그밖에 패혈증 29명,신부전증 등의 신장질환이 20명,
종양 신생물 7명,혈액질환 3명,기타 20명이었다.대상자의 총 재원일은 평균
32.61일이었으며,중환자실 재원일수는 평균 14.55일이었다.중환자실 입실 전 위
치는 응급실/외래,병동,타 중환자실의 순이었으며,입원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중환자실을 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57명(17.8%),없는 경우 264명(82.2%)이었고,

  변수                   구분           Mean±SD              실수(%)   

  성별                    남            189(58.9)

                          여            132(41.1)

  연령                                 61.3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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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 중환자실을 이동한 경우 총 재원일수는 평균 28.93일 이었으며,질병
위중도는 평균 65.85점,최소값 10점 최대값 134점 이었다.

<표 1-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321)

*N=57임
**알부민 기준수치는 본 연구 장소에 내원하여 해당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검체 120개 이상
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평균값을 측정하여 정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며,이는
3-5년마다 재평가됨

 변수                     구분             Mean±SD 실수(%)  

 진단명                         

                          호흡기계 131(40.8)

                          소화기계  56(17.5) 

                          신 경 계  55(17.1)

                          기    타  79(24.6)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응급실/외래 204(63.5)

                          병동  86(26.8)

                          타 중환자실  31( 9.7)

 기저질환 종류

                          심혈관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기타 두 가지 이상 

 47(14.6)

 36(11.2)

 33(10.3)

137(42.7)

                          없음  68(21.2)

 알부민**   

                          3.0이상  93(29.0)

                          3.0미만 228(71.0)

 비경구적 영양

                          유  78(24.3)

                          무 243(75.7)

 총재원일(퇴원일-입원일)                 32.61±30.63

 중환자실 재원일수                       14.55±19.47

 여러 중환자실 이동한 경우 총 중환자실 재원일수
*

                                         28.93±34.39

 질병 위중도                             65.8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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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종류는 심혈관계 47명(14.6%),호흡기계 36명(11.2%),내분비계 33명
(10.3%),기타 두 가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137명(42.7%),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68명(21.2%)이었다.영양상태와 관련하여 혈청 알부민은 3.0g/dl이상 93명
(29.0%),3.0g/dl미만 228명(71.0%)이었고 입원기간 동안 비경구적 영양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명(24.3%)이었다.

<표 1-3>대상자의 치료관련 특성 (N=321)

*각 침습기구 당 N=321임

 변수              구분                    Mean±SD         실수(%)  

 항생제 종류              

                   세팔로스포린,글리코펩타이드        64(19.9)

                   아미노글리코사이드,세팔로스포린,          39(12.1)

                    글리코펩타이드

                   세팔로스포린        24( 7.5)

       37(11.5)                   세팔로스포린,글리코펩타이드

                   항진균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세팔로스포린,        35(10.9)

                   글리코펩타이드, 항진균제

                   세팔로스포린, 항진균제

       

       14( 4.4)

                   기타 두가지 이상 복합        93(29.0)

                   사용하지 않음        15( 4.7)

 방사선 요법

                   유        14( 4.4)

                   무       307(95.6)

 스테로이드 사용

                   유        86(26.8)

                   무       235(73.2)

 침습기구 삽입*

 
  

                기관 삽입       216(67.3)

                   호흡기       207(64.5)

                   유치도뇨관       301(93.8)

                   중심정맥관       2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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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련 특성<표 1-3>에서 항생제는 306명(95.3%)에서 사용되었으며,이중에서
세팔로스포린과 글리코펩타이드 복합사용 64명(19.9%),아미노글리코사이드,세팔
로스포린,글리코펩타이드 복합사용 39명(12.1%),세팔로스포린 사용 24명(7.5%),
세팔로스포린과 글리코펩타이드,항진균제 복합사용 37명(11.5%),아미노글리코사
이드,세팔로스포린,글리코펩타이드,항진균제 복합사용 35명(10.9%),세팔로스포

린, 항진균제 복합사용 14명(4.4%), 기타 두가지 이상 복합 사용 93명(29.0%),사
용하지 않는 경우 15명(4.7%)이었다.방사선 요법은 14명(4.4%)에서만 치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스테로이드는 86명(26.8%)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침습기구
삽입은 321명 중 기관삽입 216명(67.3%),호흡기 207명(64.5%),유치도뇨관 301명
(93.8%),중심정맥관 275명(85.7%)이 삽입하고 있었다.

222...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발발발생생생 특특특성성성

111)))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률률률
1년간 조사된 중환자실 820 퇴원환자수 동안 132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여

16.09(132/820x100)의 병원감염 발생률을 나타냈으며,발생밀도의 개념을 적용하
여 9,672중환자실 연환자일수 동안 132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여 13.6(132/9,672
x1000)의 발생률을 보였다.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삽입기구인 호흡기,중심정맥관,유치도뇨관의 사용일수

를 고려한 병원감염률은 각각 16.99건(96/5650),6.38건(12/1879),4.44건(26/5846)
이었다.

222)))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발발발생생생부부부위위위
대상자의 병원감염 특성 및 발생부위는 <표 2-1>과 같다.병원감염은 총 321명

중 132명에서 158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여 입원 환자 100명당 41.1명,건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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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건이었다.이들 가운데 동일인에게 감염이 2회 이상 발생한 대상자는 총 24명
으로,22명에서는 동일인에게 2건씩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2명에서는 3건씩 감염이
발생하였다.

<표 2-1> 병원감염 특성 및 발생부위 (N=321)

*병원감염이 발생(132명)한 경우만 포함되어 있으며,한 환자당 여러 부위에서 감염 발
생의 경우 있음.

**PCN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감염
***N=132

변수                     구분               Mean±SD          실수(%)

병원감염                            

                         있다           132(41.1)

                         없다          189(58.9)

감염 발생 부위
* 

                         호흡기 관련 폐렴           96(60.8)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25(15.8)

                         호흡기 무관한 폐렴           16(10.1)

                         혈류감염           10( 6.3)

                         피부와 연조직 감염            5( 3.2)

                         소화기계 감염            3( 1.9)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2( 1.3)

                         기타 기구와 관련 요로감염**            1( 0.6)

중환자실 입실후 감염발생까지 기간*** 

                                           10.19±8.23

입원일 부터 감염발생일 까지 침습기구 삽입일수
*** 

                         호흡기            11.59±10.09

                         유치도뇨관        19.96±16.04

                         중심정맥관        2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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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발생한 대상자들은 중환자실 입실일로부터 평균 10.19일에 발생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호흡기,유치도뇨관,중심정맥관 등 침습기구의 병원감염 발생시
까지의 삽입일수는 각각 평균 11.59일,19.96일,25.3일이었다.
감염 발생 부위로는 호흡기 관련 폐렴이 60.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15.8%,호흡기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 10.1%,혈류감
염 6.3%,피부와 연조직 감염 3.2%,소화기계 감염 1.9%,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1.3%,기타 기구와 관련된 요로감염 0.6% 이었다.

333)))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에에에서서서 분분분리리리된된된 균균균주주주 분분분포포포
병원감염에서 분리된 균주는 병원감염이 발생한 132명에서 총 220건의 균주가

분리되었다<표 2-2>.전체적으로 Staphylococcusaureus가 21.8%로 가장 많이 분리
되었으며,Candidaalbicans15.0%, Enterococcusfaecium 11.4%,Klebsiellapneumonia
9.1%,Pseudomonasaeruginosa7.7%,Acinetobacterspp.7.3%의 순으로 분리되었다.
병원감염에서 분리된 균주를 부위별로 살펴보면<표 2-3>와 같다.유치도뇨 관련

요로감염에서는 E.faecium과 C.albicans이 각각 7건씩 분리되었으며 Candida
glabrata 5건,Enterococcus faecalis,Escherichia coli,Enterobacter spp.,Candida
tropicalis가 각각 2건씩 분리되었다.
호흡기 관련 폐렴에서는 S.aureus가 38건으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C.

albicans20건,Acinetobacterspp.15건,P.aeruginosa14건,K.pneumonia13건,
Stenotrophomonasmaltophilia12건 순이었다.
혈류감염에서는 S.aureus,E.faecium과 C.tropicalis가 각각 3건,K.pneumonia

와 C.albicans이 각각 2건씩 분리되었다.
또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총 5건 분리되었는데 감염부위는 호흡기 무관

폐렴과 호흡기 관련 폐렴,소화기계 감염에서 각각 1건,중심정맥 카테터 관련 혈
류감염에서 2건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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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감염에서 분리된 균주의 분포

* 병원감염이 발생한 132명에서 분리된 총 균주 수

             종류                                                 실수(%)

 Gram Gram Gram Gram Posi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cocci                                            cocci                                            cocci                                            cocci                                            88(40.0)88(40.0)88(40.0)88(40.0)

   Staphylococcus aureus                                        48(21.8)

    C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3( 1.4)

    Enterococcus faecalis                                          9( 4.0)

   Enterococcus faecium                                         25(11.4)

   Streptococcus pneumonia                                       3( 1.4)

 Gram Gram Gram Gram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bacillibacillibacillibacilli                                           79(35.9)79(35.9)79(35.9)79(35.9)

   Escherichia coli                                                6( 2.7)

   Pseudomonas aeruginosa                                      17( 7.7)

   Klebsiella pneumonia                                          20( 9.1)

   Acinetobacter spp.                                            16( 7.3)

   Enterobacter spp.                                              3( 1.4)

    Serratia marcescens                                           3( 1.4)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14( 6.3)

 Fungus                                                          Fungus                                                          Fungus                                                          Fungus                                                          53(24.1)53(24.1)53(24.1)53(24.1)

   Candida albicans                                              33(15.0)

   Candida glabrata                                               5( 2.2)

   Candida parapsilosis                                           1( 0.5)

   Candida tropicalis                                              5( 2.2)

   Candida lusitaniae                                              1( 0.5)

   Candida spp.                                                   3( 1.4)

   Trichosporon spp.                                              4( 1.8)

   Cryptococcus neoformans                                      1( 0.5)

            Total                                              2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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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감염부위별 분리균주 (N=132)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1건씩 분리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2건 분리

요로
감염-
유치
도뇨

요로
감염-
기타
기구

폐렴-
호흡기
무관

폐렴-
호흡기
관련

혈류
감염

피부
연조직
감염

소화
기계
감염

기타 Total

Gram Gram Gram Gram Posi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cocci  cocci  cocci  cocci  10 0 3 53 8 8 3 3 88

 S.aureus   1 0 2 38 3 2 2 0 48

 C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0 0 0 0 1 2 0 0 3

 Enterococcus 
 faecalis      2 0 0 5* 1 1 0 0 9

 Enterococcus 
 faecium 7 0 1* 7  3** 3 1* 3 25

 Streptococcus 
 pneumonia  0 0 0 3 0 0 0 0 3

Gram Gram Gram Gram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bacillibacillibacillibacilli 7 0 5 57 5 4 1 0 79

 Escherichia coli 2 0 0 1 1 2 0 0 6

 Pseudomonas 
 aeruginosa 1 0 1 14 0 0 1 0 17

 Klebsiella 
 pneumonia  2 0 1 13 2 2 0 0 20

 Acinetobacter 
 spp.

0 0 1 15 0 0 0 0 16

 Enterobacter spp. 2 0 1 0 0 0 0 0 3

 Serratia 
 marcescens 0 0 0 2 1 0 0 0 3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0 0 1 12 1 0 0 0 14

FungusFungusFungusFungus 18 1 3 21 6 0 3 1 53

 Candida albicans  7 0 3 20 2 0 1 0 33

 Candida glabrata  5 0 0 0 0 0 0 0 5

 Candida 
 parapsilosis  1 0 0 0 0 0 0 0 1

 Candida tropicalis  2 0 0 0 3 0 0 0 5

 Candida lusitaniae 1 0 0 0 0 0 0 0 1

 Candida spp. 1 0 0 1 0 0 0 1 3

 Trichosporon spp. 1 1 0 0 0 0 2 0 4

 Cryptococcus 
 neoformans  0 0 0 0 1 0 0 0 1

     Total 35 1 11 131 19 12 7 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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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단단단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111)))숙숙숙주주주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숙주 요인에 따른 병원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의 특성은 <표 3-1>,<표

3-2>,<표 3-3>,<표 3-4>과 같다.
숙주 인구사회학적 요인<표 3-1>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x2=.97,p=.324),연령도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09,p=.058)가 없었다.

<표 3-1>숙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병원감염 (N=321)

숙주 질병관련 요인<표 3-2>에서는 진단명별로 호흡기계에서 53.4%로 가장 많
은 감염발생이 있었으며,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1.75,p=.000).알부민(x2=7.90,p=.005),기저질환 종류(x2=21.53,p=.000),
고 영양수액(x2=11.69,p=.001)의 경우도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총 재원일(t=4.19,p=.000)과 중환자실 재원일수(t=8.05,
p=.000),질병위중도(t=5.30,p=.000)도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      구분      발생(n=132)     미발생(n=189)       

                     실수(%) or      실수(%) or    x
2 

or t    p value

                     Mean±SD       Mean±SD

성별               

          남         82(43.4)        107(56.6)     0.97      .324

          여         50(37.9)         82(62.1)

연령

                   63.59±15.00     59.72±17.24     2.0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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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숙주 질병관련 요인에 따른 병원감염 (N=321)

*만성 폐쇄성 페질환,천식,폐렴,폐암 등의 호흡기계 질환
**위염,위장관 출혈,간염,간암,간경화증,담낭염,결석 등의 소화기계 질환
***뇌막염,뇌손상,뇌염,뇌경색,자율성 부전 등의 신경계 질환
****알부민 기준수치는 본 연구 장소에 내원하여 해당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검체 120개 이

상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평균값을 측정하여 정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3-5년마다 재평가됨

*****N=57

변수            구분       발생 (n=132)  미발생(n=189)        

                            실수(%) or    실수(%) or  x
2
 or t   p value

                            Mean±SD     Mean±SD

진단명                  

                호흡기계
*      

70(53.4)     61(46.6)   21.75      .000

                소화기계**     15(26.8)     41(73.2)

                신경계***      12(21.8)      43(78.2)

                기타          35(44.3)      44(55.7)

기저질환 종류

                심혈관계      12(25.5)      35(74.5)   21.53      .000

                호흡기계      17(47.2)      19(52.8)

                내분비계      22(66.7)      11(33.3)

                기타 두가지   63(46.0)      74(54.0)

                이상

                없음         18(26.5)       50(73.5)

알부민
****

 

                3.0이상       27(29.0)      66(71.0)    7.90      .005

                3.0미만      105(46.1)     123(53.9)

고 영양수액

                유            45(57.7)      33(42.3)   11.69      .001

                무            87(35.8)     156(64.2)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응급실/외래   83(40.7)     121(59.3)    11.69      .003  

                타 중환자실   21(67.7)      10(32.3)

                병동          28(32.6)      58(67.4)

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          

                있다          33(57.9)      24(42.1)    8.05     .005 

                없다          99(37.5)     165(62.5)

총 재원일                 40.98±34.21   26.77±26.43  4.19       .000

중환자실 재원일수         24.11±25.58   7.88±8.97  8.05     .000

여러 중환자실 이동한 경우 중환자실 재원일수*****     

                          37.00±41.33   17.83±16.76   2.14     .037

질병위중도                74.06±21.07   60.12±24.54    5.3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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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조사한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x2=11.69,p=.003),여러 중환자실 이
동 경험(x2=8.05,p=.005),여러 중환자실로 이동한 경우 중환자실 재원일수(t=2.14,
p=.037)는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숙주 치료관련 요인<표 3-3>에서는 항생제 종류(x2=33.79,p=.000)의 경우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반면에 방사선 요법
(x2=0.18,p=.674),스테로이드 사용(x2=3.83,p=.051)은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3>숙주 치료관련 요인에 따른 병원감염 (N=321)
변수       구분             발생(n=132)  미발생(n=189) x2   p value

                              실수(%)        실수(%) 

항생제 종류       

         세팔로스포린,글리코   25(39.1)     39(60.9)

         펩타이드

  33.79

  

     .000

         아미노글리코사이드,   10(25.6)     29(74.4)

         세팔로스포린,글리코

         펩타이드

         세팔로스포린           6(25.0)    18(75.0)

         세팔로스포린,글리코   23(62.2)    14(37.8)

         펩타이드,항진균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22(62.9)    13(37.1)

         세팔로스포린,글리코   

         펩타이드, 항진균제

         세팔로스포린, 항진     9(64.3)      5(35.7)

         균제

         기타 두가지 이상     37(39.8)     56(60.2)

         복합

         사용하지 않음          0( 0.0)   15(100.0)

방사선 요법

             유                 5(35.7)     9(64.3)    0.18      .674

             무               127(41.4)   180(58.6)       

스테로이드

             유                43(50.0)    43(50.0)    3.83       .051

             무                89(37.9)   1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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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 침습기구 관련 요인<표 3-4>에서는 기관삽입( x
2
=46.41, p=.000),호흡기( 

x
2
=50.16, p=.000)삽입과 중심정맥관(x2

=17.48, p=.000)삽입 여부는 감염 발생
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유치도뇨관(x2=2.29, p=.130)삽
입 여부는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또한 침습기
구 삽입으로 인한 병원감염 발생은 총 대상자 321명에서 기관을 삽입한 216명중
117명(54.2%),호흡기를 삽입한 207명중 115명(55.6%),유치도뇨관을 삽입한 301명
중 127명(42.2%),중심정맥관을 삽입한 275명중 126명(45.8%)에서 병원감염이 발생
하였다.

<표 3-4>숙주 침습기구관련 요인에 따른 병원감염 (N=321)

변수      구분        발생(n=132)  미발생(n=189)    계       x2  p value

                        실수(%)       실수(%) 

침습기구  기관삽입      

삽입여부        여     117(54.2)      99(45.8)      216    46.41     .000

                부      15(14.3)      90(85.7)

          호흡기 

                여     115(55.6)      92(44.4)      207    50.16     .000

                부      17(14.9)      97(85.1) 

          유치도뇨관

                여     127(42.2)     174(57.8)      301     2.29     .130

                부       5(25.0)      15(75.0)

          중심정맥관

                여     126(45.8)     149(54.2)      275    17.48     .000

                부       6(13.0)      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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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111)))물물물리리리적적적 환환환경경경
연구대상병원 중환자실은 온도 25℃,상대 습도 50%,환기 시설은 헤파 필터가

있어 0.3㎛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고 있었고 헤파 필터는 분기별로 시설팀에서
교환하고 있었다.공간은 환자간 거리를 1.5m 유지하고 있었고 환자 간에 커튼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손 닦는 시설인 개수대는 5병 상당 1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손 소독제로는 베

타딘과 히비클렌을 개수대에 비치하여 물과 함께 사용하는 소독제로 사용하며,환
자침상마다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콜 성분의 손 소독제를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였
고 침상 발치에는 연구대상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실험을 거쳐 배합한 손 소독제
(알콜과 히비탄 혼합)를 스프레이통에 넣어 걸어놓고 환자 간 수시로 사용하고 있
었다.

(((222)))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환환환경경경
손씻기 수행률은 2003년 집중치료실과 감염관리실의 공동 QA활동으로 두 번(5

월,10월)에 걸쳐 실시한 손씻기 수행 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간호행위에 따른
손씻기 수행률은 5월과 10월 집중치료실 전체 평균 손씻기 수행률이 75%에서
90%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본 연구 대상인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95%,94%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또한 손씻기 권장을 위해서 방문객이 중환자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 직원이 출입문에서 방문객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손을 씻을 것을 감독,권
고하고 있었다.
환경 청소는 다재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감염관리실

의 지시에 따라 격리 시작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타 공간과 청소용구
분리사용,의료물품의 분리사용,격리환자 퇴실 후 청소 방법 등의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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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환환환경경경
간호사 수 대 병상 수는 1:3정도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었으며,환자 1명당 방

문객 수를 파악한 결과 평균 5.6명 이었다.

444...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다다다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내과계 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인 진단명,총 재원일,중환
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재원일수,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알부민,기저질
환 종류,질병위중도,비경구 영양,항생제 종류 등을 포함시켜 상호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로지스틱 회귀식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 -2logL(-2LL)의 값이 263.46으로 유의수준 .00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민감도 70.2%,특이도 84.1%로 78.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병원감염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는 진단명,총 재원일,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재원일수,질병위중도,항생제 종류로 나타났다.
진단명에서는 신경계에 비해 소화기계 3.43배,호흡기계 1.21배,기타 1.59배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았으며,총재원일에서는 1-20일에 비해 21-40일 3.11배,
41-60일 1.83배,61일 이상 3.84배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에서는 병동에서 있었던 경우에 비해 응급실/외래가 2.68

배,타중환자실에 있던 경우가 2.72배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1-7일에 비해 8-14일 1.22배,15-21일 1.28배,22일 이상

4.06배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질병위중도는 1-50점에 비해 51-70점 2.67배,71-90점 3.03배,91점 이상 9.27배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종류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세팔로스포린 만 사용한 경우 1.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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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글리코사이드,세팔로스포린,글리코펩타이드를 사용한 경우 1.63배,세팔로
스포린,글리코펩타이드를 사용한 경우 1.89배,기타 두 가지(항진균제와 항박테리
아제 등)이상 복합 사용한 경우 1.56배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표 4>병원감염을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분석 (N=321)

*Oddsratio
**OR에 대한 ConfidenceInterval

변수        구분          발생      미발생

                        실수(%)    실수(%)
    OR

*
  95% CI

**
p value

진단명         

           신경계       12( 9.1)   43(22.8)     1.00

           소화기계     15(11.4)   41(21.7)     3.43   1.28-9.17  .014

           호흡기       70(53.0)   61(32.3)     1.21    .23-6.38 .82

           기타         35(26.5)   44(23.2)     1.59    .53-4.23 .52

총 재원일

            1-20일     40(30.3)  108(57.1)     1.00

           21-40일     37(28.0)   50(26.5)     3.11   1.81-11.81 .000

           41-60일     31(23.5)   10( 5.3)     1.83 1.3-9.29 .000

           61일 이상    24(18.2)  21(11.1)     3.84 1.8-16.7 .000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병동          28(21.2)  58(30.7)     1.00 

           응급실/외래   83(62.9) 121(64.0)     2.68  1.26-5.69  .010

           타 중환자실   21(15.9)  10( 5.3)     2.72  .69-10.73  .153

중환자실 재원일수

           1-5일        15(11.4)  90(47.6)     1.00

           6-10일       27(20.5)  73(38.6)     1.22   .43-3.51 .710

           11-15일      28(21.2)  15( 7.9)     1.28   .44-3.74 .657

           16일 이상     62(46.9)  11( 5.9)     4.06 1.54-10.66 .004

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

           없다          99(75.0) 165(87.3)     1.00

           있다          33(25.0)  24(12.7)     4.7  .50-33.3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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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계속>병원감염을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분석 (N=321)

*Oddsratio
**OR에 대한 ConfidenceInterval

변수    구분            발생     미발생

                       실수(%)   실수(%)
OR

*
   95% CI

**
p value

알부민 3.0이상         27(20.5)  66(34.9) 1.00

       3.0미만        105(79.5) 123(65.1) .74   .34-1.60 .444

기저질환 종류

      없음             18(13.6)  50(26.5) 1.00

      심혈관계         12( 9.1)  35(18.5) 2.55   .42-8.64 .911

      호흡기계         17(12.9)  19(10.1) 1.52   .62-6.76 .661

      내분비계         22(16.7)  11( 5.8) 2.82   .26-3.56 .39

      기타 두가지      63(47.7)  74(39.1) 2.32   .42-4.27 .45

      이상    

질병위중도

      1-50점          20(15.2)  67(35.4) 1.00

      51-70점         40(30.3)  63(33.3) 2.67   1.14-6.25 .023

      71-90점         41(31.1)  40(21.2) 3.03   1.20-7.64 .019

      91점 이상        31(23.4)  19(10.1) 9.27  3.11-27.61 .000

비경구 영양

      무               87(65.9) 156(82.5)  1.00

      유               45(34.1)  33(17.5) 1.74  .85-3.58 .130

항생제 종류

      사용하지 않음    0( 0.0)   15( 7.9)  1.00

      세팔로스포린     6( 4.5)   18( 9.5) 1.47    .62-4.47 .65

      아미노글리코사  10( 7.7)   29(15.3)
      이드,세팔로스포
      린,글리코펩타이드

1.63    .87-7.68 .54

      세팔로스포린,   25(18.9)   39(20.7)
      글리코펩타이드     

1.89   1.34-9.72 .004

      기타 두가지     91(68.9)   88(46.6)
      (항진균제,항박
      테리아제) 이상
      복합

1.56    .79-5.8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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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발발발생생생 특특특성성성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률률률
1996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조사에 의하면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병원감염

률 12.11,호흡기 관련 폐렴 10.37,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7.12,유치도뇨관 관
련 요로감염 6.14이었다.또한 2002년 국립보건원에서 병원감염의 효율적 관리체
계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병원감염률 17.21,호흡기 관련 폐렴 21.40,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0.99,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7.31(국립보건원,2002)
이었다.본 연구에서는 병원감염률 13.6,호흡기 관련 폐렴 16.99,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6.38,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4.44로 조사되었는데,1996년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 침습기구 관련 병원감염률에서 호흡기 관련 폐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관련 폐렴의 감염관리를 위해 흡인방법의 개선
을 통한 일회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차 병원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호흡부전으로 기관내 삽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
이라고 여겨지나 삽입기구의 사용비가 고려되지 않아 본 조사 연구결과와 정확히
비교할 수 는 없었고 추후 지속적인 호흡기관련 폐렴에 대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을 요구한다 하겠다.
침습기구의 병원감염 발생시까지의 삽입일수는 호흡기의 경우 평균 11.59일로

오향순(2000)의 연구에서 평균 11일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인공호흡
기 사용기간을 7일 이하로 유지하는 환자보다 더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폐
렴 발생이 2.23배 높았다는 결과(오향순,2000)와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병원 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6-21배 증가시키고,인공호흡기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폐렴발생
위험은 인공호흡기 사용 일당 1%씩 중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Toblanetal.,
1994;Fagonetal.,1993)와 일치하였다.유치도뇨관은 감염 발생시까지의 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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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평균 19.96일 이었는데 이는 하정옥(1997)의 평균 10.0일 보다 길었다.요로감
염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기저질환 유무,무균적 배뇨와 기술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유치 도뇨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도뇨 2주 후부터 50%의 환자에서
세균요가 발생하고 한 달 후에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세균요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Turck,Stamm,1981;Plattetal.,1986).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의 대
상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요로감염관리가 주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중심정
맥관은 감염 발생시까지의 유지기간이 평균 25.3일이었는데 이는 유선미(2001)의
평균 12.0일보다 길었다.이는 연구 대상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실과 간호부가 CQI
활동으로 정맥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사부위 및 카테터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
해온 결과라 할 수 있으며,또한 연구자가 과거 수년간 대상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감시 업무를 수행한 바로는 병원감염 발생 중 폐렴의 분포가 가장 높고 요로감염
이나 혈류감염은 낮았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발발발생생생 부부부위위위 및및및 주주주요요요 균균균종종종
부위별 병원감염의 분포는 폐렴(70.9%),요로감염(16.4%),혈류감염(7.6%),피부

와 연조직 감염(3.2%),소화기계 감염(1.9%)의 순이었다.이는 1996년 국내 병원감
염률 조사연구의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폐렴,요로감염,혈류감염,피부와 연조직
감염의 순으로 나타난 분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며,2001년 대한감염관리학
회 참고자료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7;대한감염관
리학회,2001).폐렴의 분포가 높은 것은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감
염이 폐렴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최영자,1999),중환자실 종류가 내과계 중환자실
이었으므로 환자의 대부분이 중환자실 입실 이유로 호흡기계의 문제(43.0%)를 가
지고 있었던 점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또한 기관 삽입을 유지하고 있
는 환자는 점막손상으로 섬모기능이 저하되고 분비물을 삼키지 못하게 된다.또한
기침 등의 상기도 방어기전 사용이 불가능하고 삽관 튜브 주위로 박테리아 집락
이 증가하여 인공호흡기관련 폐렴의 증가 원인으로 되어있다(최영자,1999).본 연
구에서는 기관 삽입을 한 경우가 216명(67.3%)으로 이들 가운데 117명(54.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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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이 발생했으며,병원감염을 보고한 132명중 117명(88.6%)이 기관 삽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인공호흡기도 321명중 207명(64.5%)이 장착하고 있
었으며 이들 가운데 115명(55.6%)이 감염을 발생하였으며 병원감염을 보고한 132
명중 115명(87.1%)가 호흡기를 삽입한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삽입과 호흡기로 인
한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기저질환의 종류에서도 심혈관계에
이어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빈번한 호
흡기관련 치료 및 시술 수행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로감염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발생하는 병원감염으로 70-90%는 도뇨와

관련이 있으며 중환자실 환자의 11-80%정도가 유치 도뇨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7).본 연구에서도 321명중 301명(93.8%)가 유치도
뇨관을 삽입하고 있었으며,병원감염이 발생한 132명중 127명(96.2%)이 유치도뇨
관을 삽입하였다.그러므로 카테터 삽입으로 인해 균이 들어가는 경로와 오염된
소변백에서 균이 올라가 감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요도 입구에 이미 집락되었던
균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하겠다.
혈류감염의 경우 1985년 일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성은,김정순,

1986)에서 3.1%였던 혈류감염이 1993년 연구(정인숙,1994)에서는 7.0%로 증가하였
으며,본 조사연구에서는 7.6%로 병원감염 중 혈류감염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NNIS시스템의 결과(Emori, Culver,Horan,etal.,1991)와
같았으며,혈류감염의 증가는 각종 침습적 시술의 확대와 면역저하환자의 증가
(Gaynes,Horan,1996)와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혈류감염과 관련된 원인으로
는 혈관내 카테터를 들 수 있는데(정인숙,1994),본 연구에서는 321명중 275명
(85.7%)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있었으며,병원감염이 발생한 132명중 115명
(87.1%)이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나 카테터와 관련된 혈류감염은 카테
터 삽입과 간호에 대한 확실한 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중점적
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피부와 연조직 감염과 소화기계 감염 등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000병상 이상 병원에서 피부와 연조직 감염과 소화기계 감염
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조사된 결과와 유사하였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7).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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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연조직 감염이 1,0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의 대부분이 욕창부위감염이었으며,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해 피부 손상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중환자실의 성인 환자 중
17-21%에서 욕창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연관되는 것이라 생각한다(최영자,
1999).소화기계 감염은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광범위 항생제의 많은 사용으로 항
생제 관련 대장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또한 소화기계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1,0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복강 내 감염이 발생(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7)하였
던 것과 연관이 있다.
본 조사 결과 병원감염에서 분리된 균주 중 가장 많은 것은 Staphylococcus

aureus로서 전체의 21.8%를 차지하였으며,Candidaalbicans15.0%,Enterococcus
faecium 11.4%, Klebsiella pneumonia 9.1%, Pseudomonas aeruginosa 7.7%,
Acinetobacterspp.7.3% 순이었다.미국 NNIS시스템의 보고에 의하면 1984년 조
사에서 가장 많이 분리된 균주는 E.coli였으며,S.aureus는 네 번째로 많아 분리되
는 균주였다(Horan,White,Jarvisetal.,1984).그후 1990-1992년의 보고에 의하면
S.aureus가 E.coli와 함께 가장 많이 분리되는 균주로 부각되었으며,1993-1995년에
는 가장 많이 분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DC,1995).국내의 조사 결과에 의하
면 1985년에는 E.coli,Pseudomonasaeruginosa,CNS,Staphylococcusaureus의 순으
로 보고(이성은,김정순,1986)하였으며,1993년에는 Staphylococcusaureus가 가장
많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미나 등, 1993). 또한 1996년에도
Staphylococcusaureus가 요로감염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감염에서 가장 많이 분리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1997). 이렇듯 중환자실에서
Staphylococcusaureus,Enterococcusfaecium,Pseudomonasaeruginosa등이 많은 이유
는 호흡기나 중심정맥관,유치도뇨관과 같은 침습적 삽입기구들의 사용이 많거나,
면역저하 환자들의 입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신증수 등,1991;정희진,
1993).
미국 NNIS시스템의 조사결과를 보면 병원폐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균주로

1984년에는 Staphylococcusaureus보다 Pseudomonasaeruginosa가 더 많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1990-1995년 조사에서는 Staphylococcusaureus가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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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었다(Horan,White,Jarvisetal,1984;CDC,1995).국내의 연구에서는
Pseudomonasaeruginosa,Klebsiellapneumonia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고(신형식 등,
1991),1996년 조사에서는 Staphylococcusaureus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다(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1997).본 조사에서는 미국 NNIS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결과와
같이 Staphylococcusaureus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도
2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면역기전이 저하된 환자에서
Staphylococcusaureus가 중요한 원인균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광범위 항생
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 출현의 심각성을 보고하는 것이라 하겠다.인공호흡기
부속 튜브(ventilatorcircuit)와 응축수에는 인공호흡기 장착 후 24시간 이내에
80%까지 그람음성과 양성 박테리아가 집락화하며 원인균으로는 Staphylococcus
aureus와 Pseudomonasaeruginosa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영자,1999).그러므로 인
공호흡기 부속 튜브에 고이는 응축수는 자주 비워주고 이러한 용액이 환자 쪽으
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의하도록 해야겠다.
요로감염의 흔한 균주로는 1986년의 조사에서는 E.coli가 가장 많았으며,

Pseudomonasaeruginosa,Enterococccusspp.,Staphylococcusaureus순이었다(한경자
등,1986).1986년에는 그람음성간균이 많이 분리되었으며,중환자실에서는 Candida
spp.가,일반병동에서는 E.coli가 많이 분리되었다고 하였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1997).1997년에는 Candidaspp.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았고(하정옥 등,1997),
Platt등의 조사에서는 진균감염이 요로감염의 원인균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는
데(Plattetal.,1986),본 조사 결과에서 Enterococcusfaecium과 Candidaalbicans이
가장 많이 분리된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으며 이는 환자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유치도뇨관은 요로감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있는데 유치도뇨
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도뇨 2주 후부터 50% 환자에서 세균뇨가 발생하고 90%
이상의 환자에서 세균뇨가 생기게 되며 E.coli,Candidaalbicans을 주요 원인균으로
보고하고 있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1997).이를 위한 감염관리방법으로는 카테
터 관리가 중요한데 도뇨관 삽입 부위의 청결과 소변배양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무균술을 준수하도록 하며 가능한 도뇨관에서 소변백까지 폐쇄적으로 유지하
는 방법을 적용하여 검체 채취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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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감염에서 주로 분리되는 균들은 CNS,Staphylococcusaureus,Enterococccus
spp.순이었으며((Horan,White,Jarvisetal.,1984;CDC,1995),1996년 조사에서는
Staphylococcusaureus,E.coli,CNS순이었다.본 연구에서는 Staphylococcusaureus,
Enterococcusfaecium,Candidatropicalis가 각각 3건씩 분리되었다.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혈류감염의 감염경로가 주로 환자 피부에 있는
상재균으로 기인하며,Candidaspp.의 경우 장기간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이환률이 증가된다는 보고를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3건 분리된 Enterococcusfaecium 중 2건이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으로 최근 중환
자실에서 병원균들의 항균제 내성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환자실 감
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한다.

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111)))숙숙숙주주주 요요요인인인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저 영양상태 등이 감
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iron,Oppein,2000;Kollef,1993;
Martin,1993).연령이 위험요인이라고 한 Martin(1993),Kollef(1993)의 보고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감염 발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이는 연령이 감염발생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한
하정옥등(1997),오향순 등(2000),이혜경 등(1996),Celis등(1988),유선미(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진단명은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elis(1988)등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하정옥(1997),유선미(2001)의 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다.본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감염 발생군과 비발생
군 간의 평균 연령이 63세와 59세로 큰 차이가 없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염위험
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 재원일과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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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는 Henderson(1995)과 유선미(2001),정희진 등(1995)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그리고 Craven,Kunches등(1988)의 연구에서도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환자는 병원환경에 상재하는 미생물에 더욱 많이 접하게 되고 다재내성균주
의 보유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김정원,1993).또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시술 등도 증가하게 되고(류선주,김정순,1993)숙주의 면역체계의
약화와 질병위중도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영양상태는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혈청 알부민 등으로 평가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질병위중도의 변수로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는 포함되어있어 따
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혈청 알부민과 고 영양수액요법을 조사하였다.혈청 알부
민 수치는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희진 등(1995)과 이혜경(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영양 부족은 환자에게 조직
손상,관류저하,감염에 의한 발열 등을 야기하여 대사를 증진시킴으로써 근육이
소실되고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어 합병증과 재원일 증가 등을 유
발하여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Craven,Kunches,Liehtenberg등 1988).
본 연구에서도 알부민 3.0 이상인 경우 병원감염 발생이 29.0%로 3.0 미만의
46.1%보다 낮은 감염 발생을 보였다.비경구적 영양법인 고 영양수액도 위험요인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선미(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고 영양수액은 중환자에게 주어지므로 일단 세균에 오염되면
일반적인 정맥수액보다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킨다(유선미,2001).본 연구에서도
고 영양수액이 주어지는 경우 병원감염 발생이 57.7%로 고 영양수액을 하지 않는
경우의 35.8%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러므로 고 영양수액 자체가 세균의 성장에 적
합한 배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
다(감염관리지침,2001).기저질환의 종류는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영자(1999),유선미(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 연구에서의 기저질환은 당뇨병과 감염 위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기저질환 종류에서 심혈관계는 고혈압,호흡기계는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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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는 당뇨병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들 기저질환은 환자의 질병위
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기저질환 자체가 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
키며(김양수,김영숙,1997),숙주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능력을 약화시키게 되어 감
염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질병위중도는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유선미

(2001)의 연구에서도 질병위중도가 높을수록 감염발생이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위중도는 평균 65.85,감염군과 비감염군의 질병 위중도
(74.06,60.12)를 비교했을 때 이는 노미영(1994)의 연구에서 2개의 3차병원을 대상
으로 한 질병 위중도 평균 46.0보다 높았으며,유선미(2001)의 감염군와 비 감염군
의 질병위중도(55.2,52.8)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질병위중도는 환자가 가
지고 있는 상대적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병력에 기초한 것
이므로 질병위중도 점수가 높을수록 숙주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능력 등이 약화되
어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항생제 종류와 위험요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llef(1993),정인숙(2001),정희진(1995),Bonten등(1998),최영자(1999)의 결
과와 일치한다.본 연구에서는 S.aureus,C.albicans,E.faecium,K.pneumonia,P.
aureginosa,Acinetobacterspp.순으로 균주가 분리되었고 사용되는 항생제로는 항
박테리아제와 항진균제가 복합으로 두 가지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으며 이렇게 투여되고 있는 경우 감염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리 균주와 항생제 치료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다음으로 흔한 항생
제 사용은 세팔로스포린과 글리코펩타이드,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세팔로스포린
및 글리코펩타이드 사용이었는데 이는 S.aureus,E.faecium,P.aureginosa,
Acinetobacterspp.등에서 다재내성 균주 발생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항균
제 치료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글리코펩타이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항생
제 사용은 미생물학적 환경이 변화되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내성 병원균의
선택적 성장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중환자실의 병원감염은 기존 항생제의 치료의 실패와 재원기간의 연장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고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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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Giron,Oppein,2000).본 연구에서
도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총 5건 분리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다재내성균주
치료를 위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글리코펩타이드 사용으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
병원균의 선택적 성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 요법은 Craven등(1988)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방사선 요법을 받는 경우 중
환자실에 입원하기 보다는 일반 병동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스테로이드 사용 또한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선미(2001),하정옥 등(199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침습기구 삽입일수는 위험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유선미(2001),오향순(2000)등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각종 침습기구의
삽입일이 길어질수록 감염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침습기구 자체가
미생물의 증식이 가능한 장소로써 이용될 수 있으며,환자의 정상적인 방어기전이
방해되기 때문이다(Toblan등,1994;김준명 등,1997).
중환자실 입실 전 응급실,타 중환자실,병동,외래에 있었던 경우와 위험요인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이는 중환자실 입실 전 환자의 상태를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노미영,1994).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환자
는 다른 장소를 경유한 환자들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각
종 처치나 치료가 빈번히 수행된 상태로 환자의 방어기전과 병원균의 칩입에 대
한 방어력도 약화되어 쉽게 감염이 생길 수 있다(정희진,전종휘,1987).중환자실
입실 전 외래나 응급실에 있었던 경우 환자에게 주어지는 처치나 시술이 응급상
황에서 주어질 수 있으므로 감염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타 중환자실에 있었
던 경우는 여러 가지 침습적인 장치에 노출되는 기간,각종 침습적인 절차의 수행
과 빈도,항균제 투여 등이 증가되며,이로 인한 면역기전의 저하로 다른 장소를
경유하여 입실하게 되는 경우보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여러 중
환자실 이동 경험과 여러 중환자실을 이동한 경우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위험요인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송영욱 등(1988)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은 환자의 질병 위중도에 영향을 미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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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일반 병동보다 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이 5-10배 이상 높은 비율로 발생
한다는 결과(최영자,1999)로도 짐작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타 중환자실이 연구
의 대상인 내과계 중환자실에 대해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으로서 촉진 혹은 감
소의 역할을 하는 지에 관한 특징적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다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감염발생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음
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연구자가 감염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경
험적으로 관찰한 결과 환자가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중환자실로 이동
한다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침습적 처치나 시술에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으며,이로 인해
질병 위중도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어 감염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
는 같은 환자에게 침습적 처치를 반복할수록 감염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유
선미,2001)에서도 알 수 있다.

222)))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환경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삼각 모형(trianglemodel)에서 제시된 요인인 온도,

습도,공간,환기,손 닦는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의료진의 손씻기 수행과 환경
청소 등의 생물학적 환경,인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방문객 등의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하였다.
온도와 습도는 병원 각 부서의 공조 조건(남송희,1989)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적

합하게 유지하고 있었다.환기 시설은 헤파 필터가 있어 0.3㎛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고 있었고 헤파 필터는 분기별로 시설팀에서 교환하고 있었다.공간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제시한 환자간 거리를 가능한 1.5m 유지
하고 있었고 환자 간에 커튼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차단막을 설치하였다.손닦는
시설인 개수대는 5병 상당 1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한병원협회의 병원신
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수효이다.손 소독제로는 베타딘과
히비클렌을 개수대에서 물과 함께 사용하는 소독제로 사용하며,환자침상마다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침상 발치에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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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에서 실험을 거쳐 배합한 손 소독제(알콜과 히비탄 혼
합)를 스프레이통에 넣어 걸어놓고 환자 간 수시로 사용하고 있었다.문헌고찰에
의하면 Doebbing등(1992)은 내과계,외과계,심장기계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히비
클렌과 비누/알콜을 한 달간 교대로 사용하면서 병원직원의 손씻기 빈도와 병원
감염 발생률을 비교하였는데 히비클렌에서는 152건의 감염이,알콜/비누 그룹에서
는 202건의 감염이 발생하였고 히비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병원직원이 손씻는
빈도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의 히비클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
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또한 Graham(1990)은 18침상의 중환자실 환자의 침상 옆
에 소독제가 함유된 손 소독용 로션의 배치로 손씻기 빈도가 32%에서 45%로 유
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그러므로 연구대상 병원에서 히비클렌의 사용과 함
께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침상마다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상과 같이 연구대상 병원의 온도,습도,장소 등
의 물리적 환경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간호사 수 대 병상 수가 일반병동만 확립되어 등급

별로 차등 운영되고 있는데 중환자실 적정진료 및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간협신보,2003).현재
본 연구대상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학회에서 제안한 간호사 수 대 병상 수를 1:3
정도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방문객 관리는 연구 대상 병원의 경우 직원이 상주
하여 면회시간과 신환 입실시 방문객 수를 일주일간 관찰하여 환자 1명당 방문객
수를 파악한 결과 평균 5.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문헌(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2001)에서 제시한 환자 일인당 2인에 비해 2.8배 높은 숫자이므로 이에 대한 병원
행정 체계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방문객은 생물학적 환경인 병원소나 매개체
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방문객의 중환자실 입 퇴실 시 손씻기 수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데 이는 윤성원(2001)의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의 감염
관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직․간접 접촉으로 인한 병원감염 발
생이 가능한 병원성 균이 분리된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연구 대상병
원에서는 방문객 입실과 퇴실시 직원이 출입문에서 방문객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손씻기 수행을 감독,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타 병원에서도 적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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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사료된다.
의료진의 손씻기 수행은 생물학적 환경인 병원소나 매개체를 감소시키거나 없

애기 위한 활동으로 매우 중요하다(정재심,2002).본 연구는 후향적 방법으로 의
무기록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현재의 의료인 손씻기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2003년 집중치료실과 감염관리실의 공동 QA활동으로 손씻기 수행 평가를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였다.간호행위에 따른 손씻기 수행률은
5월과 10월 집중치료실 전체 평균 손씻기 수행률이 75%에서 90%로 크게 향상되
었으나 본 연구 대상인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95%,94%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
다.이는 감염관리실에서 1998년도부터 다재내성균인 MRSA 병원감염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병원장실에 보고하
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집중치료실 가운데 내과계 중환자실의 MRSA 발생률은
타 중환자실보다 항상 높게 조사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부서에서 자체 내 집담회
및 교육 실시,손씻기 수행 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지속하여 시기별 결과의 차이
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추후에도 병원감염 발생률에 대한 결과를 각 부서에
환원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청소는 다재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청소가 매우 중요하다.격리 시작 시점부터 타 공간과의 청소용구 분리사용,
의료물품의 분리사용,퇴원 후 병실청소 등을 지침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료진과 청소용역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본 연구대상병원은 다재내성
균이 분리되는 경우 완전격리를 실시하고 격리지침에 따라 환자를 처치하도록 감
시 감독하고 있다.환경감시 세균배양검사에서 전자 항문체온계,의자의 천,카페
트 등의 오염에 의해 감염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낸 연구(Noskin,2000)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 격리의 시행으로 적극적인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이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환경적 위험요인을 검토한 결과 방문객

관리,인력 관리 등은 행정적으로 현재 중환자실 환경요인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손씻기 증진 등의 행위는 계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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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의의의 다다다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원감염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는
진단명,총 재원일,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재원일수,질병 위중도,항생
제 종류이었다.
진단명은 본 연구에서는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인 경우 병원감염 발생 위험이 높

아졌는데 선행연구 결과 진단명을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Vanhems등(2000)의 연구
에서 내과계와 외과계 혹은 외상성 진단명을 분류하여 내과계 진단명을 가진 경
우 1.86배 높은 것과 유사하였다.총 재원일은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감염
위험이 3.84배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Vanhems등(200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중환
자실 입실 전 위치는 타 중환자실에 있던 경우가 병원감염 발생 위험이 2.72배 높
아진다고 하였는데 Laupland(2004)의 연구에서도 2.86배로 보고 되었다.중환자실
재원일수는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감염 발생 위험이 4.06배로 높아진다고 하
였는데 Marshall등(2004)의 연구에서도 13.7배로 보고 되어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중환자실 입실 이유는 본 연구에서 질병 위중도는
점수가 증가할수록 감염 발생의 위험이 9.27배 높아졌는데 이는 Laupland(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항생제 종류에 따른 감염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Marshall등(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특히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글리
코펩타이드제제 사용은 가장 높은 감염 발생을 나타냈는데 이는 임상 현장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다재내성세균의 분리가 중환자실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이를 위한 노력으로 격리 및 항균제 사용 제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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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병병병원원원감감감염염염 예예예방방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전전전략략략 방방방안안안
                

이상과 같이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숙주요인으로 진
단명,총재원일,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재원일수,질병 위중도,항생제
종류였으며,환경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삼각 모형(trianglemodel)에서 제시된 요
인인 온도,습도,공간,환기,손 닦는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의료진의 손씻기 수
행과 환경 청소 등의 생물학적 환경,인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방문객 등의 사
회 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하였다.병원체 요인은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
하는데 직접적인 변수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문헌고찰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의 분리가 감염이 발생한 환자에서 증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중환자실 병원감
염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예방 및 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감염관
리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1)))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 전전전략략략

(((111)))병병병원원원체체체 요요요인인인
병원감염에서 분리된 균주는 전체적으로 S.aureus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C.albicans,E.faecium,K.pneumonia,P.aeruginosa순으로 분리되었다.중환자실에
서 분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S.aureus,E.faecium 등은 중환자실 입원 초기부
터 주요 원인균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은 치료제인 항생제
에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발생시 교차감염이 잘되어 의료비 증가 및 병상
가동율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그러므로 중환자실에 입실시 다재내성 균
주의 보균자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적극적인 관리방법으로 추천할 만 하다.병원감
염의 가능성이 높은 다재내성 균주(MRSA,VRE,Pseudomonasspp.등)가 분리되
는 경우 감염관리실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균 전파 예방을
위한 격리지침을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와 주치의에게 즉시 연락하여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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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하도록 지시한다.해당 부서에서는 격리병실에 격리물품(보호용구,청진기,혈
압계 등)을 준비한 격리카트와 격리환자용 햄퍼 카트,소독수통,적출물 쓰레기통
등을 격리환자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배치한다.또한 손씻기,보호용구 착용,재사
용 물품 관리,린넨 관리,적출물 관리,병실 청소,보호자 교육,격리기간 등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추후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해
제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서에 격리를 해제하도록 연락한다.매달 감염발생 감시
를 시행하여 유행 발생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하며 항균제 내성
균 발생 빈도와 병원감염 원인균의 발생률을 조사하여 새롭게 관리가 필요한 병
원성 균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C.albicans은 주로 장기간 카
테터를 삽입하는 경우와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 되고 있다.그러므로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에 대해서 세균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의료진 교육을 시행하며 카테터 삽입과 관
리를 담당하는 의료인을 별도로 두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22)))숙숙숙주주주 요요요인인인
환자의 진단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병원감염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감염

관리 측면에서 입원하는 환자의 진단명을 바꾸거나 없애기 위한 전략은 거의 불
가능하다.그러므로 감염관리 차원에서 진단명을 위한 전략 방안으로는 병원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화기계 등의 진단명을 중심으로 한 병원감염 발생 위험 지
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총 재원일이 많을수록 병원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국내 여러 병원에서는 병원의 수익
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재원일수 감소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이는 단순히
병원의 수익 차원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또한 일부 부서의 노력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
며 진단명별 혹은 각 수술이나 처치,부서별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구체적으
로 각 부서별 재원일수 단축을 위하여 criticalpathway개발,재원일 단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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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QA,장기입원 환자의 퇴원계획,지역사회 병원과의 협진 의뢰 시스템 강
화 등이 필요하다.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가 일반 병동보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경우 병원감염

발생 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질병위중도로 인한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타 중환자실에서 전실 온 환자의 경우 병원감염 발생 위험 지표 개발에
포함시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중환자실 재원일수가 많을수록 병원감염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중환자실 재원

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중환자실 입원의 목적은 대부분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관리이므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 이외의 환자 입원을
금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중환자실 입원 및 체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질병위중도가 높을수록 병원감염 발생 위험은 높아진다.환자의 질병위중도는

환자의 질병이나 숙주의 면역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질병위중도 자체를 감염관리 차원에서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그러
나 질병위중도 자체는 변화 시키지 못하더라도 질병위중도를 병원감염 발생 위험
지표 개발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질병위중도 점수에 따른
병원감염 발생 위험 지표 개발 모색에 이용하도록 해야겠다.
항생제의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병원감염 발생 환자에게 유의하게

많이 사용했던 항생제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항균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이는 병원감염 원인균의 내성과 관련된 항균제의 사용을 제한함으로 인
해 내성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세팔로스포린과 글리코펩타이
드를 사용한 대상자에서 감염 발생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 3
세대 항균제 사용의 남용을 제한하고 글리코펩타이드 사용이 필요한 MRSA와 같
은 다재내성세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제한항
균제 시스템 적용 시 제한항균제로 선택된 항균제들은 적어도 매년 항균제 내성
균 발생 빈도와 병원감염 원인균의 발생률에 기초를 둔 항균제 선택이 필요하며,
필요시 사용을 제한하는 항균제를 교체해야 한다.또한 감염관리실,항생제 위원
회,중환자실 소위원회에서는 내성균주 발생을 일으키기 쉬운 항생제를 정하여 이
들이 투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분리균주 모니터링,정확한 감염관리지침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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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철저한 집중관리를 적용한다.

(((333)))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온도,습도,공간,환기,손 닦는 시

설 등의 물리적 환경,의료진의 손씻기 수행과 환경 청소 등의 생물학적 환경,인
력(간호사 수 대 병상 수),방문객 등의 중환자실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해 알아
보았다.
중환자실에 적합한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환기 시설은 헤

파 필터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필터는 분기별로 시설팀에서 교환하고 있었다.공간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제시한 환자간 거리를 가능한 1.5m
유지하고 있었고 환자 간 커튼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차단막을 설치하였다.손 닦
는 시설인 개수대는 5병 상당 1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자침상마다 물 없이 사
용하는 손 소독제를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침상 발치에는 연구대상 병
원 감염관리실에서 실험을 거쳐 배합한 손 소독제를 스프레이통에 넣어 걸어놓고
환자 간 수시로 사용하고 있었다.이상과 같이 물리적 환경은 비교적 우수한 환경
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간호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기본간호

행위를 위하여 인력관리에 있어서 간호사 수 대 병상 수가 1:3정도로 설정되어야
하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인 경우 가능한 한 고 경력자가 담당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중환자실 공간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감염환자 구역,고 위험 환자 구역,일
반 환자 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감염관리지침을 정하여 코호트 간호를 수
행한다.또한 환자,병원직원,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연구 대상
병원의 경우 일주일간 관찰하여 환자 1명당 방문객 수를 파악한 결과 평균 5.6명
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발간한 감염관리지침(2001)에서
권장되고 있는 환자 일인당 2인에 비해 2.8배 높은 숫자이므로 이에 대한 병원 행
정 체계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또한 방문객이 중환자실 입 퇴실 시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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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데 본 연구 대상병원에서는 방문객 입실과 퇴
실시 직원이 출입문에서 방문객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손씻기 수행을 감독,권고하
고 있다.이러한 활동은 2000년 중환자실 MRSA의 집중적 관리를 위한 방법 모색
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시행하였을 당시부터 지속되어온 활동이다.
의료진의 손씻기 수행은 생물학적 환경인 병원소나 매개체를 감소시키거나 없

애기 위한 활동으로 매우 중요하다.본 연구 대상인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95%,
94%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감염관리실에서 1998년도부터 다재내성균인
MRSA 병원감염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결과 내과계 중환자실의 MRSA
발생률이 다른 중환자실보다 대부분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다.이로 인해 부서 자
체 내 집담회 및 교육 실시,손씻기 수행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수행하여 결과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앞으로도 병원감염 발생률에 대한 결과를 각 부
서에 환원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계속적인 교육과 이행이 요구된다.
환경 청소는 다재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청소가 매우 중요하다.격리 시작 시점부터 타 공간과의 청소용구 분리사용,
의료물품의 분리사용,퇴원 후 병실청소 등을 지침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료진과 청소용역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222)))복복복합합합적적적 요요요인인인들들들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한한한 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 전전전략략략

위의 각 요인 즉 병원체요인,숙주요인,환경요인과 관련된 감염관리 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부요인들을 이용한 병원감염 위험 지표 개발이다.

지표 개발을 위해서 병원체 요인으로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 즉 다재내성
균주,숙주요인으로 진단명,총재원일,환자의 위중도,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사
용한 항생제의 종류를 포함하도록 한다.위험 지표 평가는 각각의 요인을 갖고 있
는지 여부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위험 점수를 부과하고,각각의 총합을 기
준으로 위험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위험 지수가 병원감염 발생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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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는 특별히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관

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직원 모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감염관리실에서는 매
월 중환자실 환자 전수에 대한 병원감염감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부서에 알려
주고 회의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모든 직원들이 부서내의 병원
감염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지하여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병원
감염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이나 포스터,표어 등을 제작하여 직원이나 방문객들에
게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며,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을 제
작하여 의료종사자와 방문객 등이 안내문을 볼 때마다 병원감염예방과 관련한 생
각과 더불어 감염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안내문
을 포스터로 작성하여 눈에 잘 뜨이는 장소에 게시하고,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
여 간호사들이 열람하며 코팅하여 게시판,탈의실 등에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셋째,감염관리는 한두 명의 노력으로 부서 전체 혹은 병원 전체의 병원감염을

예방할 수 없으므로 조직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감염관리 활동들은 병원
전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감염관리 조직으로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각종 사안에 대한 적절한 위원회들의 구성이 필요하다.감
염관리 전담 인력은 1970년대 미국에서는 250병상 당 1명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
하였으나 최근에는 100~125병상 당 1명이 평균 근무하고 있다.그러므로 국내에서
도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적정수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또한
감염관리 관련 위원회는 2003년에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각 병원에서 감염대책위
원회를 두고 각종 병원감염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고 각 부서에서 감염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효과적인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
는 감염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관련 사안에 따른 다양한 위원회의 활
동이 필요하다.
넷째,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제한 항생제 시스템의 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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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 인적,물적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정책적
지원으로는 감염관리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직원들이 일관된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중환자실에는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인력 지
원과 손씻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물없이 사용하
는 손 소독제 공급,가운,마스크 등 의료물품의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충분한 공
급이 필요하다.또한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규정된 방법으로 무균법을 양심적으로
확실히 지켜나가며 손씻기,물품 관리,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등이 필요로 된다.방문객 관리 또한 중요한데 행정적으로 방문객 수를 제한하도
록 규정하고 청소 방법 등도 감염관리지침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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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요인별 감염관리 전략

요인 전략

병원체

  요인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

 - 균 종류별 관리

 - 다재내성균 관리

  ․ 입원 초기 보균자 관리

  ․ 다재내성균에 대한 격리 지침 준수

  ․ 다재내성균 발생 빈도와 병원감염 원  

   인균의 발생률 조사로 새로운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병원성 균주 발생 확인과  

   관리

 숙주

 요인

 진단명
 - 병원감염 위험지표 개발 및 적용에   

    이용

 총재원일

 - 병원 재원일수 줄이기

  ․ critical pathway 개발

  ․ 장기입원환자의 퇴원 계획 활성화

  ․ 부서별 QA 활동

  ․ 지역사회 병원과 협진 및 의뢰 시스  

   템 활성화 

 중환자실 재원일수
 - 인공호흡기 관리가 필요한 경우만 제  

   한 입원 조치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 위험지표 개발에 이용

 질병위중도
 - 질병 위중도별 관리

  ․ 위험지표 개발에 이용

 항생제의 종류  - 제한항균제 시스템 강화

 환경

 요인

 생물학적 환경

 - 손씻기 수행도 모니터링

  ․ 병원감염감시 결과의 부서 환원

 - 격리환자의 주변 청소

 사회 경제적 환경

 - 인적 관리

  ․ 중환자실 적정 인력관리  

 - 방문객 관리

  ․ 방문객 수 제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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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이론,연구,실무 측면에서 논하면 다음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
다변량 분석 결과 얻어진 내과계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은 병원감염

위험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근거로 감염발생 예측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감염발생 위험환자 사정도구(checklist)를 개발하고,이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여 감
염 발생의 위험을 실제로 얼마나 예측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후속 연구의
반복 시행을 할 수 있으며,이를 토대로 국내 어느 병원에서나 적용 가능한 표준
화된 병원감염발생 위험환자 사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감염관련 연구가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종

류에 따라 몇 가지 요인을 갖고 감염 위험을 파악한 것과는 달리 모든 부위에서
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알아내고 분석하여 병원중환자실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
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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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및 각종 침습적 처치의 증가로 병원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고,실제로 일반 병동에 비해 병원감염률도 높게 나타난다.그러므로 중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병원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로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수원 시내 일

개 종합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총 3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도구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 기록지와 질병 위중

도(APACHEⅢ)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조사 기록지는 병원감염 위험요인과 관
계가 있는 숙주 요인,환경 요인,병원감염 요인 등으로 구성되었다.병원감염 특
성은 병원감염률과 병원감염의 종류 및 분리 균주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위험요
인 분석은 X2-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단변량 분석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multiple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병원감염률은 820퇴원환자수 동안 132건의 감염이 발생하여 16.09의 병원감

염발생률을 나타냈으며,발생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9,672중환자실 연환자일수
동안 132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여 13.6의 발생률을 보였다.중환자실에서 사용하
는 삽입기구인 호흡기,중심정맥관,유치도뇨관의 사용일수를 고려한 병원감염률
은 각각 16.99건,6.38건,4.44건 이었다.주요 감염 발생 부위로는 폐렴,요로감염,
혈류감염,피부와 연조직 감염,소화기계 감염 순이었다.주요 분리 균주는
Staphylococcusaureus,Candidaalbicans,Enterococcusfaecium,Klebsiellapneumonia,
Pseudomonasaeruginosa,Acinetobacterspp.순이었다.
2.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변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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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12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 요인은 진단명,총 재원일,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재원일수,여러 중환자실 이동 경험,여러 중환자실 이동한 경우 총 중환자실 재
원일수,혈청 알부민,기저질환 종류,질병 위중도,고 영양 수액,항생제 종류,침
습기구 삽입일 이었다.
3.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

석에서 병원감염 발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진단명,총재원일,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중환자실 재원일수,질
병 위중도,항생제 종류로 민감도 70.2%,특이도 84.1%로 78.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병원감염 예방 전략은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

인을 가진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입실 초기부터 집중적이고 차별화된
효과적인 감염관리 전략을 제공하여 병원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원감염
률을 줄여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감염발생 위험 환자 사정도구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의 다변량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병원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
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로 분석되어지거나 연구되어지
기를 제언한다.

1)이러한 위험요인을 근거로 어느 정도 병원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여
실제 고 위험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경우 감염발생 예측 요인에 대한 가중
치를 적용한 감염발생 위험환자 사정도구(checklist)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개발된 감염발생 위험환자 사정도구를 가지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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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발생의 위험을 실제로 얼마나 예측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3)후속 연구의 반복 시행으로 국내 어느 병원에서나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병원
감염발생 위험환자 사정도구를 개발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환자실 병원감염 예방
전략으로 병원감염관리학회를 통한 전국 규모의 병원감염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각 병원에서 효과적인 병원감염 예방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감
시체계 운영의 일환으로 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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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ICU ICU ICU ICU SURVEILLANCE SURVEILLANCE SURVEILLANCE SURVEILLANCE SHEETSHEETSHEETSHEET                                                    

                                                                                                                                                                                    No______________No______________No______________No______________

인구학적 인구학적 인구학적 인구학적 자료자료자료자료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성   명 :____________________       I.D. :_________________     

성/연령 :  M,  F /__________  

진료과 :_____________________       병실 :____________      

진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원일 :______ -______ -______      퇴원일 :______ -______ -______      

재원일수 :____________

중환자실 입실 전 위치 : 응급실______ 타 중환자실______ 병동______ 외래______  

중환자실 재원일수 : 1차____________일(200 -______ -______ -

                                      200  -______-________)부서_____

                    2차____________일(200 -______ -______ - 

                                      200 -______-________)부서_____

                    3차____________일(200 -______ -______ - 

                                      200 -______-________)부서_____

중환자실 입실이유 : 1) neurologic 2) cardiovascular 3) respiratory 

                    4) gastrointestinal 5) hematologic 6) renal 7) metabolic  

                    8) sepsis 9) trauma 10) 기타

2. 2. 2. 2. 영양상태영양상태영양상태영양상태

   albumin :_____________ g/dl       TPN :    무 ________  유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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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기저질환기저질환기저질환기저질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4. 4. 4. 질병위중도질병위중도질병위중도질병위중도            APACH score :______________     

치료적 치료적 치료적 치료적 자료자료자료자료

1. 1. 1. 1.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기구에 기구에 기구에 기구에 노출 노출 노출 노출 정도정도정도정도

  폐렴 : 호흡기________일   기관내 삽관_____일   L-tube_____일

  요도감염 : 유치도뇨카테터________일   기타 : 종류_______  기간 ______일 

  혈류감염 : Central venous line________일      Arterial line____일      

             기타 : 종류_______  기간_______일

2. 2. 2. 2.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    유 ______________   무 ______________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3. 3. 3.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요법요법요법요법 : ______________     

4. 4. 4. 4. 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 : 유 ______________   무 ______________

5. 5. 5. 5. 투석 투석 투석 투석 : : : : 유 ______________   무 ______________   종류 ______________ 

병원감염 병원감염 병원감염 병원감염 자료자료자료자료

병원감염병원감염병원감염병원감염 : 예______  아니오______

 
“예” 인 경우

1. 1. 1. 1. 감염 감염 감염 감염 날짜날짜날짜날짜 : _______________  

2. 2. 2. 2. 감염 감염 감염 감염 종류종류종류종류

        1) 1) 1) 1) UTI UTI UTI UTI □

     Urinary cath. □ ; 삽입일자 □□/□□/□□ (yy/mm/dd)  

     Other instrumentation □ ; 삽입일자 □□/□□/□□ (yy/mm/dd)

     2) 2) 2) 2) SSISSISSISSI □ 

        3)3)3)3)    Pneumonia Pneumonia Pneumonia Pneumonia □ 
    Ventilator 무관한 pneumonia □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 장착일자 □□/□□/□□ (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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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BSIBSIBSIBSI □   Central line □  a-line □      

  5) 5) 5) 5) B&JB&JB&JB&J  □ : __________      6) 6) 6) 6) CVSCVSCVSCVS □ : ___________  7) 7) 7) 7) EENTEENTEENTEENT □ : ________

        8) 8) 8) 8) CNSCNSCNSCNS  □ : _________ EVD □ Yes ; 삽입일자 □□/□□/□□
  9) 9) 9) 9) REPRREPRREPRREPR □ : __________  10)10)10)10)    G-IG-IG-IG-I  □ : __________  11)LRI 11)LRI 11)LRI 11)LRI □:___________

        12) 12) 12) 12) Skin Skin Skin Skin & & & & Soft Soft Soft Soft TissueTissueTissueTissue  □ : __________ 13) 13) 13) 13) Other Other Other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3. 3. 3.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배양검사배양검사배양검사배양검사 시행 : 예______  아니오______

4. 4. 4. 4. GrowthGrowthGrowthGrowth 여부 : 예______  아니오______

5. 5. 5. 5. 검체검체검체검체////병원균병원균병원균병원균(Culture (Culture (Culture (Culture date)date)date)date) :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6. 6. 6. 동정된 동정된 동정된 동정된 미생물미생물미생물미생물    

((((내성은 내성은 내성은 내성은 R, R, R, R, 감수성은 감수성은 감수성은 감수성은 S, S, S, S, 중간은 중간은 중간은 중간은 IIII로 로 로 로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옆 옆 옆 옆 빈칸에 빈칸에 빈칸에 빈칸에 기입기입기입기입))))        

========================그람양성균주그람양성균주그람양성균주그람양성균주========================

S. S. S. S. aureusaureusaureusaureus : oxacillin    penicillin

Coagulase-negative Coagulase-negative Coagulase-negative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staphylococcistaphylococcistaphylococci : oxacillin    penicillin

Other Other Other Other staphylococcistaphylococcistaphylococcistaphylococci : oxacillin    penicillin

Enterococcus Enterococcus Enterococcus Enterococcus faecalisfaecalisfaecalisfaecalis : ampicillin    gentamicin   kanamycin    vancomycin  

  teicoplanin   chloramphenicol   linezolid   synercid

Enterococcus Enterococcus Enterococcus Enterococcus faeciumfaeciumfaeciumfaecium : ampicillin    gentamicin   kanamycin    vancomycin  

  teicoplanin   chloramphenicol   linezolid   synercid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pneumoniaepneumoniaepneumoniaepneumoniae : oxacillin    penicillin    erythromycin   

levofloxacin   clindamycin  Chlorampheni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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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Group Group Group A A A A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 oxacillin    penicillin

Group Group Group Group B B B B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 oxacillin    penicillin

Group Group Group Group D D D D streptococcusstreptococcusstreptococcusstreptococcus : oxacillin   penicillin

Other Other Other Other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pp.spp.spp.spp.: oxacillin    penicillin

Other Other Other Other Gram-positive Gram-positive Gram-positive Gram-positive aerobesaerobesaerobesaerobes (이름이름이름이름::::                     ) oxacillin   

penicillin

====================그람음성균주그람음성균주그람음성균주그람음성균주====================

Escherichia Escherichia Escherichia Escherichia colicolicolicoli: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Pseudomonas Pseudomonas Pseudomonas Pseudomonas aeruginosaaeruginosaaeruginosaaeruginosa: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Other Other Other Other PseudomonasPseudomonasPseudomonasPseudomonas    spp.spp.spp.spp.(이름이름이름이름:P. :P. :P. :P.                  )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Klebsiella Klebsiella Klebsiella Klebsiella pneumoniaepneumoniaepneumoniaepneumoniae    :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Other Other Other Other KlebsiellaKlebsiellaKlebsiellaKlebsiella    spp.spp.spp.spp.(이름이름이름이름: : : : K. K. K. K.                   )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spp.spp.spp.spp.: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Citrobacter Citrobacter Citrobacter Citrobacter spp.spp.spp.spp.: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EnterobacterEnterobacterEnterobacterEnterobacter    spp.spp.spp.spp.: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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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ratia Serratia Serratia Serratia marcescensmarcescensmarcescensmarcescens: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Stenotrophomonas Stenotrophomonas Stenotrophomonas Stenotrophomonas ((((xanthomonasxanthomonasxanthomonasxanthomonas))))    maltophiliamaltophiliamaltophiliamaltophilia: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Other Other Other Other SerratiaSerratiaSerratiaSerratia    spp.spp.spp.spp.: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Other Other Other Other Gram-negative Gram-negative Gram-negative Gram-negative bacteria bacteria bacteria bacteria (이름이름이름이름::::                     )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H. H. H. H. influenzaeinfluenzaeinfluenzaeinfluenzae: ampicillin/sulbactam   ampicillin/clavulanate   Cefpodoxime   

Ceftriaxone   Cefotaxime   Ceftazidime   Aztreonam   Gentamicin   

Amikacin    Ciprofloxacin    Imipenem

====================혐기균혐기균혐기균혐기균(Anaerobes)=====(Anaerobes)=====(Anaerobes)=====(Anaerobes)=====

B. fragilis : penicillin      clindamycin    

Other Bacteroides spp.: penicillin     clindamycin

Other Gram-negative anaerobes : penicillin    clindamycin

Gram-positive anaerobes : penicillin    clindamycin

===== ===== =====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Other Other Other Other bacteria bacteria bacteria bacteria (이름이름이름이름::::                     )

===== ===== ===== ===== 진균 진균 진균 진균 ====================

C. C. C. C. albicansalbicansalbicansalbicans

C. C. C. C. glabrataglabrataglabrataglabrata

C. C. C. C. parapsilosisparapsilosisparapsilosisparapsilosis

other other other other candida candida candida candida (이름이름이름이름::::                     )

Aspergillus Aspergillus Aspergillus Aspergillus spp. spp. spp. spp. (이름이름이름이름::::                     )

Pneumocystis Pneumocystis Pneumocystis Pneumocystis cariniicariniicariniicari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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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Other Other Other fungi fungi fungi fungi (이름이름이름이름::::                     )

======Parasites===========Parasites===========Parasites===========Parasites=====

(이름이름이름이름::::                     )

=====Viruses==========Viruses==========Viruses==========Viruses=====

(이름이름이름이름::::                     )

=====Other =====Other =====Other =====Other pathogen=====pathogen=====pathogen=====pathogen=====

(이름이름이름이름::::                     )

   

M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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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MAP =  SP+2DP =  (DP+PP)+2DP   =  3DP+PP   = DP +  PP  

                   3             3               3                3

        (예 : 일 중 가장 나쁜 수치를 선택 - 120/90시 DP(diastolic pressure) = 90    PP(pulse pressure) = 120-90    ∴ MAP=90 

+ 30 = 100

                                                                                                                                 3

   ** 기계적 환기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호흡수는 6-12는 점수가 없음

   † 기관내 삽관하고 FiO2≥0.5인 경우는 PaO2를 사용하지 말고 AaDO2(AaDO2 = FiO2 × 

600- PaO2)를 사용하시오

     (PaO2 :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은 환자로 FiO2 <0.5인 환자일 경우는 낮은 수치를 선택)

   ‡ 급성신부전(ARF)은 Creatinine≥1.5mg/day, 뇨량이 하루 410cc이하이고 만성 투석

을 받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

   § glucose ≤ 39mg/dL은 40-50보다 점수가 낮다

8
≤39

5
40-49

0 pulse 
50-99/min

1
100-109

5
110-119

7
120-139

9
130-139

13
140-154

17
≥155

23
≤39

15
40-59

7
60-69

6
70-79

* 0 Mean BP

80-99

                 4
                 100-119

7
120-129

9
130-139

10
≥140

20
≤
32.9

16
33-33.4

13
33.5-33.9

8
34-34.9

2
35-35.9

0 BT
36-39.9℃

4
≥40

17
≤5

8
6-11

7
12-13

** 0 Respiratory 

rate 14-24
                           6
                           25-347

9
35-39

11
40-49

18
≥50

15
≤49

5
50-69

2
70-79

† 0 PaO2 

≥80mmHg

† 0 AaDO2

<100

7
100-249

9
250-349

11
350-499

14
≥500

 3
≤40.9

0 Hct

41-49%

             3
            ≥50

19
<1.0

5
1.0-2.9

0 WBC
3.0-19.9

1
20-24.9

5
≥25

3
〈43
≤0.4

‡ 0 Cr S ARF 

44-132㎛/dL

0.5-1.4 mg/dL

                4
                133-171
                1.5-1.94

7
≥172
≥1.95

‡ 0  Cr c ARF 

0-132 mol/dL

0-1.4mg/dL

                                       10
                                       ≥133
                                       ≥1.5

15
≤399

8
400-599

7
600-899

5
900-1499

4
1500-1999

U/O 0
2000-3999cc/day

1
≥4000

0 BUN

≤6.1mmol/L

≤16.9 mg/dL

          2
          6.2-7.1
          17-19

7
7.2-14.3
20-39

11
14.4-28.5
40-79

12
≥28.6
≥80

3
≤119
≤119

2
120-134
120-134

0 sodium

135-154mmol/L

135-154meq/L

                  4
   ≥155
   ≥155

11
≤19
≤1.9

6
20-24
2.0-2.4

0 alb
25-44g/L

2.5-4.4g/dL

                  4
                 ≥45
                 ≥4.5

0 Bil
≤34㎛/L

≤1.9mg/dL

                      5
                      35-51
                      
2.0-2.9

6
52-85
3.0-4.9

16
≥136
≥8.0

 § 8
≤2.1
≤39

9
2.2-3.3
40-59

0 glucose

3.4-11.1 mmol/dL

60-199mg/dL

              3
              
11.2-19.3
              200-349

5
≥19.4
≥350

ID : name : sex/age : Dept : Dr. :

path :  CC : 

Dx : 

ⅢⅢⅢ

부록 부록 부록 부록 2.    2.    2.    2.    Ⅲ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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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 없이 음영부분은 임상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이며, 점수가 있는 음영부분

의 환자를 이러한 점수에 적용하는  것은 임상소견을 주의 깊게 확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는 참고사항임)

 * Eyes open spontaneously or to painful/verbal
   stimulation

 *Eyes do not open spontaneously or to painful/
  verbal stimulation

verbal 
motor

oriented
converse
s

confused
conversatio
n

Inappropriate
words and
incomprehensibl
e sounds

No 
response

verbal 
motor

oriented
converse
s

confused
conversatio
n

Inappropriate
words and
incomprehensible 
sounds

No
respons
e

Obeys verbal
command 0(Aert) 3(Confusion

) 10 15 Obeys verbal
command 16

L o c a l i z e s 
pain 3 8(Drowsy) 13 15(Deep 

Drowsy) Localizes pain 16

Flexion
withdrawal/
decorticate
rigidity

3 13 24 24
(stupor)

Flexion
withdrawal/
decorticate
rigidity

24
33

(Semi 
Coma)

Decerebrate
rigidity/
no response

3 13 29 29
Decerebrate
rigidity/
no response

29 48
(Coma)

       PCO2

pH
<25 25 <29 30<34 35<39 40<44 15<49 50<54 55<59 ≥60

<7.14
12 4

7.15<7.19

7.20<7.24

9
6 3 2

7.25<7.29

7.30<7.34

0

1

7.35<7.39

5
1

7.40<7.44

7.45<7.49 0 2

12

7.50<7.54
3

7.55<7.59

7.60<7.64
0

≥7.65



- 84 -

(source: Bongard FS, Sue DY: Current Critical Care diagnosis and Treatment: a Lange 

Medical book. 5th ed., Englewood, 

  Year Book, 1994) 
(source: Bongard FS, Sue DY: Current Critical Care diagnosis and Treatment: a Lange 

Medical book. 5th ed., Englewood,  Year Book, 1994) 

Age, yr Points Co-morbid condition* Points

≤44 0 AIDS 23

45-59 5 Hepatic failure 16

60-64 11 Lymphoma 13

65-69 13 Metastatic cancer 11

70-74 16 Leukemia/multiple myeloma 10

75-84 17 Immunosuppression 10

≥85 24 Cirrhosis 4

* exclauded for elective surger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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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병원감염의 병원감염의 병원감염의 병원감염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Garner JS, et al. CDC definitions for nosocomial infections, 1988.

111...병병병원원원요요요도도도감감감염염염
입원 당시 감염이 없었던 환자에게 요도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요도감염은

크게 증상이 있는 요도감염과 무증상의 요도감염으로 나눌 수 있다.

111)))증증증상상상이이이 있있있는는는 요요요도도도감감감염염염
① 발열,요의 절박,빈뇨,배뇨통,치골 상부 압통 중 한가지가 있고,소변 배

양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105/ml이상 분리되는 경우
② 발열,요의 절박,빈뇨,배뇨통,치골 상부 압통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Dipstick검사에서 백혈구 esterase나 nitrate양성
*농뇨(원심분리한 소변에서 백혈구 5/HPF이상)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소변의 그람염색에서 균이 관찰되는 경우
*배뇨한 검체가 아닌 소변 배양에서,동일한 요로 병원균(그람 음성균이나
S.saprophyticus)이 102/ml이상으로 반복해서 분리되는 경우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소변 배양에서,하나의 요로 병원
균이 105/ml이상으로 반복해서 분리되는 경우

*의사가 요도감염으로 진단내린 경우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요도감염 치료를 시작한 경우

③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배
뇨통,기면,구토중 한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
*Dipstick검사에서 백혈구 esterase나 nitrate양성
*농뇨(원심분리한 소변에서 백혈구 5/HPF이상)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소변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배뇨한 검체가 아닌 소변 배양에서 동일한 요로 병원균(그람 음성균이나
S.saprophyticus)이 102/ml이상으로 반복해서 분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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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소변 배양에서 동일한 요로 병원균
이 105/ml이상으로 반복해서 분리되는 경우

*의사가 요도감염으로 진단내린 경우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요도감염 치료를 시작한 경우

222)))무무무증증증상상상성성성 세세세균균균뇨뇨뇨
① 소변 배양을 하기 전 7일 이내에 요도 카테타를 가지고 있었고,발열,빈

뇨,요의 절박,치골 상부 압통이 없으면서,소변 배양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105/ml이상 분리

② 소변 배양을 하기 전 7일 이내에 요도 카테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소변
배양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105/ml이상 분리

333)))기기기타타타 요요요로로로 감감감염염염(((신신신장장장,,,요요요관관관,,,방방방광광광,,,요요요도도도 또또또는는는 신신신장장장 주주주위위위 조조조직직직의의의 감감감염염염)))
① 병소 부위의 체액(소변이 아닌)이나 조직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
② 직접 또는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발열,병소 부위의 국소 동통이나 압통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화농성 배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방사선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의사의 진단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④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기면이나 구토가 있
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화농성 배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방사선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의사의 진단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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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병병병원원원폐폐폐렴렴렴
입원 당시 없었던 폐렴이 입원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폐렴은 환자 체온의 상

승,객담의 성질 변화,흉부 X선 결과,혈액배양 검사 등으로 진단내리며,객담배
양 검사는 병원폐렴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원인균의 동정이나 감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1)))흉흉흉부부부 청청청진진진상상상 수수수포포포음음음이이이 들들들리리리거거거나나나 타타타진진진상상상 탁탁탁음음음이이이 들들들리리리면면면서서서,,,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에에에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①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한 경우
②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③ 경기관흡인술(transtrachealaspiration),기관지 brushing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222)))흉흉흉부부부XXX선선선 검검검사사사상상상 생생생기기기거거거나나나 진진진행행행하하하는는는 침침침윤윤윤,,,폐폐폐 경경경변변변,,,공공공동동동이이이나나나 흉흉흉막막막액액액이이이 있있있
으으으면면면서서서,,,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①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한 경우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경기관흡인술(transtrachealaspiration),기관지 brushing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④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한 경우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⑥ 조직 병리 소견상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333)))111222개개개월월월 이이이하하하의의의 영영영아아아에에에서서서 무무무호호호흡흡흡,,,빈빈빈호호호흡흡흡,,,서서서맥맥맥,,,천천천명명명음음음이이이나나나 객객객담담담 중중중 두두두가가가지지지
가가가 있있있고고고,,,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에에에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①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성질이 변화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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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관흡인술(transtrachealaspiration),기관지 brushing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④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⑥ 조직 병리 소견상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⑦ 호흡기 분비물의 양이 증가

444)))111222개개개월월월 이이이하하하의의의 영영영아아아에에에서서서 흉흉흉부부부XXX선선선 검검검사사사상상상 새새새로로로 생생생기기기거거거나나나 진진진행행행하하하는는는 침침침윤윤윤,,,폐폐폐
경경경변변변,,,공공공동동동이이이나나나 늑늑늑막막막액액액이이이 있있있으으으면면면서서서,,,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에에에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

①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경기관흡인술(transtrachealaspiration),기관지 brushing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④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⑥ 조직 병리 소견상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⑦ 호흡기 분비물의 양이 증가

333...창창창상상상감감감염염염
일반적인 기준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

를 창상감염으로 간주하며,절개부위감염과 근막이하의 감염으로 나눈다.

111)))절절절개개개 부부부위위위 감감감염염염
수술 후 30일 이내에 절개 부위에 생긴 감염으로 근막 상층의 피부,피하조

직,근육층의 감염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절개 부위나 근막 상층에 위치하는 드레인에서 화농성 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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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차 봉합한 창상에서 나오는 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③ 창상 부위의 배양에서 음성이 아니면서,외과 의사가 일부러 창상을 개방

한 경우
④ 의사가 진단한 창상감염

222)))근근근막막막이이이하하하의의의 감감감염염염
삽입물(implant)이 없으면 수술 후 30일 이내,삽입물이 있으면 수술 후 1년

이내에 생긴 감염으로,수술과 관계된 감염이고,근막층이나 그 하층부위의 조직
감염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① 근막 하층에 위치하는 드레인에서 화농성 배액
② 창상 부위가 배양 음성이 아니면서,발열(>38℃)이나 국소 동통,압통이 있
을때,창상이 저절로 파열되거나 외과 의사가 일부러 개방한 경우

③ 직접 또는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④ 외과 의사가 진단한 창상감염

444...병병병원원원 일일일차차차 패패패혈혈혈증증증
입원 당시에 감염이 없었던 환자에서 입원 후에 패혈증이 나타난 경우를 의미

하며,검사상 확인된 패혈증과 임상적 패혈증이 있다.

111)))검검검사사사상상상 확확확인인인된된된 패패패혈혈혈증증증
① 혈액 배양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 없는 균일 경우
② 발열(〉38℃),오한 또는 저혈압이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따로 채혈한 2개의 혈액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이(Diphtheroids,
Bacillusspp.,Propionibacterium spp.,coagulase-negativestaphylococci,
ormicrococci)분리되고,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균일 경우(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있는 균일 경우에는 2차성 패혈증이다.)

* 수액요법을 받는 환자의 혈액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
(diphtheroids,Bacillussp.,Propionibacterium sp.,coagulase-negativestaphyloco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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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micrococci)이 분리되고,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혈액에서 병원균에 대한 항원 검사(H.influenzae,S.pneumoniae,N.

meningitids,orGroupBStreptococcus)가 양성이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 없
는 균일 경우

③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저체온(<37℃),무호흡,서맥 중 한 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따로 채혈한 2개의 혈액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이 분리되고,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균일 경우(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있는 균일
경우에는 2차성 패혈증이다.)

*수액요법을 받은 환자의 혈액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이 분리되고,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한 경우

*혈액에서 병원균에 대한 항원 검사가 양성이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
없는 균일 경우

222)))임임임상상상적적적 패패패혈혈혈증증증
(1)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이나 저혈압(수축기 혈압 90mmHg이하)또는 핍뇨

(>20ml/hr)가 있고,다음 세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① 혈액 배양을 안 했거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거나,혈액의 항원 검
사가 음성인 경우

② 다른 부위의 감염이 없고
③ 의사가 패혈증에 대해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2)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저체온(<37℃),무호흡,서맥 중 한가지가 있
고,다음 세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① 혈액 배양을 안 했거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거나,혈액의 항원 검
사가 음성인 경우

② 다른 부위의 감염이 없고
③ 의사가 패혈증에 대해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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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골골골 관관관절절절계계계 감감감염염염

111)))골골골수수수염염염
① 뼈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골수염의 증거를 관찰
③ 발열이나 감염 병소의 국소 종창,압통,열감,배농 중 두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가

222)))관관관절절절,,,점점점액액액낭낭낭(((BBBuuurrrsssaaa)))감감감염염염
① 관절액이나 활액막 조직의 배양에서 세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관절,점액낭의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다른 원인이 없이 관절의 동통,종창,압통,삼출액,운동 제한 중 두가지
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절액의 그람염색에서 세균이나 백혈구 관찰
*혈액,소변이나 관절액이 항원 검사에서 양성
*관절액의 세포수 검사와 화학 검사에서 감염에 합당한 소견이 나오고,다
른 류마치스성 질환으로 설명이 안 될 때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확인

333)))추추추간간간판판판 부부부위위위(((DDDiiissskkkssspppaaaccceee)))감감감염염염
① 수술이나 침 흡인술로 얻은 조직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이나 병소의 동통이 있고,방사선 검사에 감염의 증
거가 있을 때

④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이나 병소의 동통이 있고,혈액이나 소변의 항원검
사에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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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심심심혈혈혈관관관계계계 감감감염염염

111)))동동동맥맥맥,,,정정정맥맥맥 감감감염염염
① 수술시 제거한 동맥이나 정맥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고,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혈관 병소의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발열,혈관 병소의 국소동통,발적,열감 중 한가지가 있고,다음 두가지를
만족할 때 :
*혈관내 캐뉼라 끝을 반정량적으로 배양했을 때,15집락(colonies)이상 배
양되고

*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④ 혈관 병소에서 화농성 배액이 있고,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
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⑤ 12개월이하의 영아에서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기면,혈관 병소의 국
소 동통,발적,열감 중 한가지가 있고,다음 두가지를 만족할 때 :
*혈관내 캐뉼라 끝을 반정량적으로 배양했을 때,15집락(colonies)이상 배
양되고

*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222)))감감감염염염성성성 심심심내내내막막막염염염

① 심판막이나 증식증(vegetation)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새로 생기거나 변하는 심잡음,색전 현상,피부병
변(점상 출혈,골절 출혈,통증성 피하 결절),울혈성 심부전,심전도장애
중 두가지가 있을 때,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2개의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심판막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배양은 음성이거나 하지 않았을 때)
*수술 중이나 부검에서 판막의 중식증(vegetation)이 관찰될 때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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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코상 새로운 증식증(vegetation)소견의 관찰
③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새
로 생기거나 변하는 심잡음,색전 현상,피부 병변,울혈성 심부전,심전도
장애 중 두가지가 있을 때,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다
음 중 하나에 해당 :
*2개의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심판막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배양은 음성이거나 하지 않았을 때)
*수술중이나 부검시 판막의 vegetation을 관찰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심에코상 새로운 증식증(vegetation)소견의 관찰

333)))심심심근근근염염염,,,심심심낭낭낭염염염
① 침 흡인술이나 수술로 얻은 심낭 조직이나 심낭액의 배양에서 균이 뷴리
된 경우

② 다른 원인 없이 흉통,기이맥(paradoxicalpulse),심비대 중 두가지가 있
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근염 또는 심낭염에 합당한 심전도의 이상 소견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심조직 병리조직에서 심근염 또는 심낭염의 증거를 관찰
*인두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또는 안 되면서,바이러스 특이
항체가 4배 이상 상승한 경우

*심에코,CT,자기공명영상술,혈관조영술에서 심낭삼출액을 관찰하거나
다른 방사선적인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기
이성 맥박,심비대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근염 또는 심낭염에 합당한 심전도의 이상 소견
*혈액의 항원검사에서 양성
*심조직 병리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또는 안 되면서,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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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항체가 4배 이상 상승한 경우
*심에코,CT,자기공명영상술,혈관조영술에서 심낭삼출액을 관찰하거나
다른 방사선적인 감염의 증거가 관찰되는 경우

444)))종종종격격격동동동염염염
① 수술이나 침흡인술로 얻은 종격동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에서 균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종격동염의 증거를 관찰
③ 발열,흉통,흉골 불안정 중 한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격동에서 화농성 배액
*혈액이나 종격동의 배액 배양에서 균 분리
*흉부X선 검사에서 종격동이 넓어짐

777...중중중추추추 신신신경경경계계계 감감감염염염

111)))두두두개개개골골골내내내 감감감염염염(((뇌뇌뇌 농농농양양양,,,경경경막막막하하하 또또또는는는 경경경막막막외외외 감감감염염염,,,뇌뇌뇌염염염)))
① 뇌 조직이나 경막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다른 원인이 없이 두통, 현기증, 발열, 국소성 신경증후(localizing
neurologicsign),의식변화,혼돈 중 2가지가 있고 진단 후에 의사가 적절
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침 흡입술이나 수술,부검 시 얻은 뇌 또는 농양 조직의 현미경 검사에
서 균 관찰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④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흉골 불안정 중 한가
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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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흡인술이나 수술,부검 시 얻은 뇌 또는 농양 조직의 현미경 검사에
서 균 관찰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 4
배 이상 증가

222)))뇌뇌뇌막막막염염염,,,뇌뇌뇌실실실염염염
① 뇌척수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두통,경부강직,뇌막 징후,뇌신경 징후,자극과민
성 중 한 가지가 있고,진단 후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
고,다음중 하나에 해당 :
*뇌척수액에 백혈구수 증가,단백질치 상승,포도당치 감소
*뇌척수액의 그람염색에서 균을 관찰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뇌척수액,혈액,또는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③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경
부 강직,뇌막 징후,뇌신경 징후,자극과민성 중 한가지가 있고,진단 후
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뇌척수액의 백혈구수 증가,단백질치 상승,포도당치 감소
*뇌척수액의 그람염색에서 균을 관찰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뇌척수액,혈액,또는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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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뇌뇌뇌막막막염염염이이이 없없없는는는 척척척수수수 농농농양양양
① 척수 경막하 또는 경막의 농양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수술이나 부검중 또는 조직병리 검사에서 척수 경막하 또는 경막의 농양
을 관찰

③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배부통,국소 압통,척수 신경염,하지마비 중 한
가지가 있고,진단 후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방사선 검사에서 척수 농양의 증거

888...안안안면면면부부부 감감감염염염(((안안안,,,이이이비비비인인인후후후과과과 감감감염염염)))

111)))결결결막막막염염염
① 결막이나 안검,눈꺼풀,검판선,누선에서 얻은 화농성 삼출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결막이나 안구 주위의 동통 또는 발적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삼출액의 그람염색에서 백혈구 또는 균 관찰
*화농성 삼출액
*삼출액이나 결막 swab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결막 삼출액이나 swab의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 거대 세포 관찰
*결막 삼출액의 바이러스 배양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222)))결결결막막막염염염 이이이외외외의의의 안안안구구구 감감감염염염
① 전방,후방 또는 초자체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다른 원인이 없이 안구통,시력장애,전방 축농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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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333)))외외외이이이염염염
① 외이도의 농성 배액 배양에서 병원균의 분리
② 발열,외이도의 동통,발적,배액 중 한가지가 있고,화농성 배액의 그람염
색에서 균 관찰

444)))중중중이이이염염염
① 고실 천자나 수술로 중이에서 얻은 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발열,고막의 동통,염증,함몰,운동 제한,중이의 삼출액 중 두가지가 있
을때

555)))내내내이이이염염염
① 수술로 내이에서 얻은 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의사의 진단

666)))유유유양양양돌돌돌기기기염염염
① 유양돌기의 화농성 배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동통,압통,발적,두통,안면 마비 중 두가지가 있
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유양돌기의 농성 물질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777)))구구구강강강 감감감염염염(((치치치아아아,,,혀혀혀,,,치치치은은은)))
① 구강내 화농성 물질의 배양에서 균분리
② 농양이나 구강내 감염의 증거를 직접,수술 중 또는 조직 병리 검사에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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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양,궤양,염증성 점막위의 돌출성 백색 반점,또는 구강점막의 플라크중
에 한 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KOH 염색에서 양성
*점막 긁어낸것(scraping)의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 거대 세포 관찰
*구강 분비물이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국소 또는 경구 항진균제로 치료를 시작

888)))부부부비비비동동동염염염
① 부비동의 농성물질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발열,부비동 부위의 동통이나 압통,두통,화농성 삼출액 비폐색 중 한가
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투조법(transillumination)상 양성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999)))상상상기기기도도도 감감감염염염(((후후후두두두염염염,,,인인인두두두염염염,,,후후후두두두개개개염염염)))
① 인두 발적,인후통,기침,애성(hoarseness),인후의 농성 삼출액 증 두가지
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병소의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의사의 진단
② 직접,수술 중 또는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 관찰
③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저체온,무호흡,서맥,비분비,인후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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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액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병소의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의사의 진단

999...위위위장장장관관관 감감감염염염

111)))위위위장장장염염염
① 구토와 발열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급성 설사(12시간 이상 지속된
액성 대변)을 하고,비감염성 원인(진단적 검사,치료 약물,만성 상태의 급
성악화,정신적 스트레스)이 아닐때

② 다른 원인이 없이 오심,구토,복통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
*대변 배양이나 직장 면봉도말(swab)에서 장관 병원균의 분리
*보통 현미경 또는 전자 현미경으로 장관 병원균의 관찰
*대변이나 혈액의 항원 또는 검사 방법으로 장관 병원균을 진단
*조직 배양에서 세포독성 변화에 의한 장관 병원균의 진단(toxinassay)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
배 이상 증가

222)))간간간염염염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식욕 부진,오심,구토,복통,황달,3개월 이내에 수
혈받은 기왕력 중 두 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① A형,B형,C형 델타(delta)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항체 검사 양성
② 간기능 검사 이상(ALT/AST,빌리루빈치 상승)
③ 소변이나 구강인후 분비물에서 CMV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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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영영영아아아의의의 괴괴괴사사사성성성 장장장염염염
다른 원인이 없이 구토,복부 팽만,prefeedingresidual중 두 가지가 있으면서
현미경적 또는 육안적 혈변이 지속되고,방사선 검사상 다음 소견 중 하나에
해당 :
① 복강기종
② 장관기종
③ 변하지 않는 “강직된”소장 loop

444)))위위위장장장염염염,,,충충충수수수돌돌돌기기기염염염을을을 제제제외외외한한한 위위위장장장관관관 감감감염염염(((식식식도도도,,,위위위,,,소소소장장장,,,대대대장장장,,,직직직장장장)))
①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②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오심,구토,복부 압통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수술 또는 내시경으로 얻거나 수술적으로 장치한 드레인에서 얻은 배액
이나 조직의 배양에서 균 분리

*수술 또는 내시경으로 얻거나 수술적으로 장치한 드레인에서 얻은 배액
이나 조직의 그람염색이나 KOH 염색에서 균 관찰,또는 현미경검사에
서 다핵 거대세포 관찰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방사선 검사상 감염의 증거
*내시경 검사에서 병변의 관찰(칸디다 식도염,직장염)

555)))복복복강강강내내내 감감감염염염(((담담담낭낭낭,,,담담담도도도,,,간간간,,,비비비장장장,,,췌췌췌장장장,,,복복복막막막,,,횡횡횡경경경막막막하하하 공공공간간간,,,또또또는는는 기기기타타타 복복복
강강강내내내 조조조직직직)))

① 수술이나 침 흡인술로 복강내에서 얻은 농성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오심,구토,복통,황달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중
하나에 해당 :
*수술적으로 장치한 드레인에서 나온 배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폐쇄성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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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액 장치,개방성 드레인,T-튜브 드레인)
*수술이나 침 흡인술로 얻은 조직이나 배액이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혈액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고,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를 관찰

111000...하하하부부부 호호호흡흡흡기기기 감감감염염염(((폐폐폐렴렴렴 제제제외외외)))

111)))폐폐폐렴렴렴의의의 증증증거거거가가가 없없없는는는 기기기관관관지지지염염염,,,모모모세세세기기기관관관지지지염염염,,,기기기관관관염염염
① 임상적으로나 방사선 검사상 페렴의 증거가 없고,발열,기침,새로 생기거
나 양이 증가하는 객담,건성 수포음(rhonchi),천명음 중 두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기관 흡인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으로 얻은 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②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임상적으로나 방사선 검사상 폐렴의 증거가 없고,
발열,기침,새로 생기거나 양이 증가한 객담,건성 수포음,천명음,호흡곤
란,무호흡,서맥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기관 흡인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으로 얻은 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항체가가 4
배 이상 증가

222)))기기기타타타 하하하부부부 호호호흡흡흡기기기 감감감염염염
① 폐 조직이나 늑막액의 염색에서 균을 관찰하거나 배액에서 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폐 농양이나 농흉을 관찰
③ 폐의 방사선 검사에서 농양 공동(abscesscavity)을 관찰

111111...생생생식식식기기기 감감감염염염

111)))자자자궁궁궁내내내막막막염염염
① 수술,침,흡인술,또는 브러쉬 조직검사로 얻은 자궁내막의 조직이나 체액



- 102 -

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자궁에서 화농성 배액이 있고,발열,복통,자궁 압통 중 두가지가 있을 때

222)))외외외음음음절절절제제제술술술 부부부위위위 감감감염염염
① 외음절제술 부위에서 화농성 배액
② 외음절제술 부위의 농양

333)))질질질 입입입구구구(((vvvaaagggiiinnnaaalllcccuuuffffff)))감감감염염염
① 질 입구에서 화농성 배액
② 질 입구의 농양
③ 질 입구에서 얻은 체액이나 조직의 배양에서 균 분리

444)))기기기타타타 생생생식식식기기기 감감감염염염 (((부부부고고고환환환,,,고고고환환환,,,전전전립립립선선선,,,질질질,,,난난난소소소,,,자자자궁궁궁,,,기기기타타타 심심심부부부 골골골반반반
조조조직직직)))

① 병소의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수술 중이나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발열,오심,구토,동통,압통,배뇨통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해당 배양에서 균 분리
*의사의 진단

111222...피피피부부부,,,연연연조조조직직직 감감감염염염

111)))수수수술술술 절절절개개개 창창창상상상 감감감염염염을을을 제제제외외외한한한 피피피부부부 감감감염염염
① 화농성 배액,농포,수포 또는 종기
② 병소에 국소 동통 또는 압통,부종,발적,열감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병소에서 얻은 흡인액이나 배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균이 피부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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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균일 경우,한가지 균이 배양되어야 한다.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병소 조직이나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소 조직의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 거대 세포 관찰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
배 이상 증가

222)))연연연조조조직직직 감감감염염염(((괴괴괴사사사성성성 근근근막막막염염염,,,감감감염염염성성성 괴괴괴저저저,,,괴괴괴사사사성성성 봉봉봉와와와직직직염염염,,,감감감염염염성성성 근근근염염염,,,
림림림프프프절절절염염염,,,림림림프프프관관관염염염)))

① 병소에서 얻은 조직이나 배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병소에서 화농성 배액
③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④ 병소에 국소 동통 또는 압통,발적,열감 중 두 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
에 해당 :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
배 이상 증가

333)))표표표재재재성성성 또또또는는는 심심심재재재성성성 욕욕욕창창창 감감감염염염 창창창상상상 주주주위위위에에에 발발발적적적,,,압압압통통통,,,부부부종종종 중중중 두두두가가가지지지가가가
있있있고고고,,,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에에에 해해해당당당 :::

① 창상 주위 조직에서 침 흡인술로 얻은 체액이나 조직 검사로 얻은 조직이
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444)))화화화상상상 창창창상상상 감감감염염염
① 화상 창상의 외형이나 성질이 변하고(가피가 빨리 분리된다든지,가피가
흑갈색,검정색,보라색으로 변색한다든지,창상 주위에 부종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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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상이 조직 병리 검사에서 균이 주위의 살아 있는 조직으로 침투하
는 것을 관찰

② 화상 창상의 외형이나 성질이 변하고(가피가 빨리 분리 된다든지,가피가
흑갈색,검정색,보라색으로 변색한다든지,창상 주위에 부종이 생기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다른 감염의 증거 없이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분리 포진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조직 또는 병소를 scraping한 것에서
광학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봉입체를 관찰하거나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 입자를 관찰

③ 화상 환자에서 발열,저체온,저혈압,핍뇨,전에는 괜찮았던 탄수화물 식
사량으로 생긴 고혈당,의식 장애 중 두가지가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화상의 조직 병리 검사에서 균이 주위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
을 관찰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조직 또는 병소를 scraping한 것에서
광학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봉입체를 관찰하거나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 입자를 관찰

555)))유유유방방방 농농농양양양 또또또는는는 유유유방방방염염염
① 유방 조직 또는 절개 배액이나 침 흡인술로 얻은 체약의 배양에서 균 분
리

②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유방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③ 발열,유방의 국소 염증이 있고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666)))신신신생생생아아아(((생생생후후후 333000일일일 이이이내내내)))의의의 배배배꼽꼽꼽(((uuummmbbbiiillliiicccuuusss)))감감감염염염
① 배꼽에 발적이 있거나 장액성 배액이 있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배액이나 침으로 흡인한 것의 배양에서 균 분리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배꼽에 발적과 화농성 배액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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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영영영아아아의의의 농농농포포포증증증
① 영아에서 농포들이 관찰되고 의사가 진단
②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888)))신신신생생생아아아의의의 포포포경경경수수수술술술 감감감염염염
① 포경수술 부위에서 화농성 배액
② 포경수술 부위의 발적,부종,압통 중 한가지가 있고,그 부위의 배양에서
병원균 분리

③ 포경수술 부위의 발적,부종,압통 중 한가지가 있고,그 부위의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이 분리되었을 때,의사가 진단을 내렸거나 의사가 적
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111333...전전전신신신 감감감염염염
국소 감염의 증거없이 여러 장기를 침범한 감염으로,대개 바이러스성 감염이
고 임상적 진단 기준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예 ;홍역,볼거리,풍진 수두)
병원 감염으로는 드문데 주로 직원에게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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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RRRiiissskkkFFFaaaccctttooorrrsssaaannnddd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fffooorrrNNNooosssooocccooommmiiiaaalllIIInnnfffeeeccctttiiiooonnn

iiinnnIIInnnttteeennnsssiiivvveeeCCCaaarrreeeUUUnnniiittt

Jin,HyeYoung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 risk to exposure to nosocomial infection is high in the
ICU(IntensiveCareUnit)duetotheseverityofdiseaseandincreasinginvasive
treatmentsorprocedures.In fact,thehospitalinfection ratein theICU is
higherthaninthegeneralward.Therefore,thepurposeofthisstudyisto
prevent nosocomialinfectionandprovideeffectivenursingskill,byanalyzing
significantriskfactors.
This study is a retrospective survey.Data was collected from 321 adult
patientswhoadmittedtothemedicalICU ofoneUniversityhospitallocatedin
Gyeonggiprovince,SouthKorea,betweenJanuary1andDecember31in2003.
The toolforcollecting data ,which was based on otherreference,and
APACHE Ⅲ(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Ⅲ) was
developedbyaresearcher.Thetoolconsistedofhostfactors,environmental
factors,andcausesofhospitalinfection,whichrelatetotheriskfactor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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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nfection.Thecharacteristicsofhospitalinfectionincludetherateand
typesofnosocomialinfectionaswellasisolatedstrain.Statisticalanalysiswas
done by SPSS(StatisticalPackage forthe SocialSciences,Ver11.5).Risk
factorswereanalyzedby univariateanalysiswithX2-testandt-test.Asa
resultofunivariateanalysis,variationsthathadstatisticalsignificancewere
analyzedbymultivariateanalysisviaamultiplelogisticregressiontest.

Theresultswereasfollows:

1.Theincidenceratewas16.09% (132of820patientswhoweredischarged
from theICU).Theincidencedensityratewas13.6% (132of9,672patients);
thetotalnumberofpatientswhowereadmittedtotheICU betweenJanuary1
and December31 in 2003.The incidence rate according to the period of
applyingmedicaldevicessuchasventilator,centralvenouscatheter,indwelling
catheterat16.99%,6.38%,and 4.44% respectively.The majorsites which
causednosocomialinfectionwerepneumonia,urinarytrackinfection,skinand
softtissueinfectionandgastrointestinalinfectionorderedby frequency.The
isolatedstrainswereStaphlylococcusaureus,Candidaalbicans,Enterococcus
faecium,Klebsiella pneumonia,Pseudomonasaeruginosa,Acinetobacterspp.
orderedbyfrequency.

2.Univariate analysis was used to revealthe factors ofthe nosocomial
infection intheICU.16variationswereanalysedand12variationsshowed
statisticalsignificance.Thefactorsofthenosocomialinfectionwereasfollows:
diagnosis,totaladmissionday,thewardbeforeadmittedtotheICU,admission
dayinICU,theexperienceofreferringtodifferentICU,albumin,thetypesof
underlinediseases,theseverity ofdiseases,TPN(TotalParenteralNutrition),
antibioticsandtheperiodofapplicationof theinvasive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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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ultiplelogisticregressionswereusedtoanalyzethatshowedstatistical
significance.Theanalysis revealed factorsofnosocomialinfectionintheICU
using univariationanalysis.Theresultswerediagnosis,totaladmissionday,
thewardbeforeadmittedtotheICU,theseverityofdisease,antibiotics.The
resultshadasensitivityof72.0%,specificityof88.9%,validityof81.9%.

Thestrategiesofpreventing nosocomialinfectionbasedonthisstudy are:
patientswho havealatentopportunity to getnosocomialinfection willbe
providedeffective,intensiveanddiscriminatenursingcare.Thiswillprevent
thenosocomialinfection,helpdecreasetheincidencerateinthehospitaland
contributetoqualifiednursinganddeveloptheassessmenttoolforhigh-risk
patients.

Key words :Intensive Care Unit,nosocomialinfection,characteristics for
nosocomialinfection,analysisofriskfactorsofhospital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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