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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때때로 앞으로만 가던 것을 멈추고 뒤돌아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환자의 직접간호를 떠나 감염관리를 시작하고, 학위를 시작하고, 117년 

병원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세균성이질이 집단발생하고, 성공적으로 관

리가 종결되고, 논문의 주제가 바뀌고,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던 그 모든 과정 

과정마다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학부시절부터 학문의 스승으로 조언해주시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신 김조자 교수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유지수 교

수님, 방만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실무경력으로 자만하

지 않게 해주신 이태화 교수님,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열린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오희철 교수님, 병원감염과 

감염관리란 말을 간호협회지의 지면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해주셨고, 오랜 기간동

안 업무와 학문과 인생에 있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준명 교

수님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달력을 봅니다. 2003년 1월 9일. 비상대책팀 운  종결을 선언

하고 병원장회의실로부터 한아름의 자료를 싣고 한달 넘게 비워있던 감염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던 시간으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야기 합

니다. ‘작년에 이질 사건 때.....’  세균성이질의 놀라운 감염력을 실감했고, 최고경

자들의 결단과 직원들의 협조에서 사랑과 협동의 조직문화에 감동했고, 인터넷

을 포함한 미디어의 위력과 정부 전염병관리체계의 실상을 체험했습니다. 비상대

책팀을 전두 지휘하셨던 홍천수 부원장님, 미생물이라는 감염관리의 중요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원 교수님, 모든 행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

셨던 김태웅 행정부장님, 많은 직원들이 이환되었어도 늘 감염관리의 든든한 후원

자로 지지해주셨던 황경자 간호부장님, 한창동 교육수련부장님, 김승호 응급진료 

실장님, 그 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비상대책팀을 함께 했던 모든 분들과 비상대

책팀에게 전폭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셨던 조범구 병원장님, 김충배 부원

장님, 조우현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지는 않

았지만 세균성이질 환자와 균주는 쳐다만 봐도 진단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많은 

환자와 검체를 봤던 감염내과와 진단검사의학과, 급증한 환자들의 입원과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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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병실조정과 환자의 이동으로 힘들었던 원무과와 간호부, 환경관리를 포함한 

방역대책들이 원활히 운 되기 위해 모든 뒷받침을 담당해서 수고해주셨던 서무

팀, 갑자기 증가한 약의 소모량 때문에 오토바이 택배까지 동원하여 투약을 지원

했던 약제부, 증상이 없어도 대변배양 검사까지 감수해야 했던 병원 직원들, 그 

외 민감하지 못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함께 노력했던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진료가 끝난 새벽까지 통계를 작성하고 상황을 정리

하느라 머리를 맞대고 일했던 감염내과 장경희, 허애정, 염준섭 선생님, 안미정 간

호사, 장문숙 간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완성되기까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김연희, 박윤미 간호사, 필요한 전산자료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

던 후배이며 동료인 김 아 간호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잘 진행되었던 일도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많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때보다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감염관리라는 드넓은 분야에서 함께 생각하

고, 토론하고, 실천해가는 많은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래 참음과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준 남편 이비용, 믿음직한 아들 호혁, 사랑스런 

딸 가희, 나의 모든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가사로 헌신하여 주

신 나의 어머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늘 격려와 염려를 보내

주시는 시부모님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하게 감싸주는 형님, 시댁과 친정 모

든 식구들에게 뒤늦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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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모델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기관의 존재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미지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감염관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

료기관에서 다른 감염의 집단발생이나 지역사회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과는 다른 감염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

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2001년 12월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을 표본 대상으로 하

여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역학적 특성의 파악, 감염관리 체계 및 내용의 분석,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파악의 단계를 거쳐 최종 감염관리 모델을 개발하 다.

  자료수집원은 집단발생기간동안 비상대책팀 운 자료로서 비상대책팀 상황일지, 

회의록, 진료기록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음식섭취 설문지, 근무번표 

및 시간외 근무 청구서, 물품청구 목록 등 각종 기록과 처방전달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일반적인 내용은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정리하 으며,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7명의 세균성이질 환자 및 의사환자가 발생하

으며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3명을 포함하여 86명(51.5%)의 대변배양에서 모두 

S. sonnei가 분리되어 확진되었다. 167명 중 병원직원이 대부분(153명:91.6%)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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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42명(85.0%)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은 수술

실과 응급실 등에 공급되었고, 김밥은 원내 매점에서 판매되었으며 S외식업체에서 

공급되던 것이었다. 이에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대조군 조사를 진행한 결과 S외식업체의 음식섭취 11.9배, 수술실 근무 9.3배, 

응급실 근무 4.1배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가족 216명 

중 7명의 환자 및 의사환자가 발생하여 가족내 전파력은 3.2% 으며, 환자와 접

촉하는 부서와 조리부서 근무직원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발생률은 0.2%(3명

/1,421명)이었다. 확진자 86명 중 83명이 동일한 항생제 내성패턴을 보 으며 

Cotrimoxazole에 100% 내성을 보 다.  

  2)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감염관리를 위해 진료부원장을 팀장으로 비상대책팀

을 구성하여 운 하 다. 기획반, 진료반, 조사반, 교육반, 홍보반, 환경관리반으로 

역할 분담을 하 고 역학조사, 원인제거, 치료 및 격리, 교육 및 홍보, 무증상 병

원체 보유자 관리, 환경관리, 의대 학생 실습중지, 비용 및 행정지원 강화, 각종 

통계자료 관리, 보건소와의 보고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하 다. 진행된 감염

관리내용의 문제점 및 대안은 대책팀의 효율적 운 과 감염관리 대책들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마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 업무효율성과 비용효율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홍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효율적 관계 구축 등이었다.  

  3)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은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입원 120명을 발생시켰고 

비상대책팀을 35일간 운 하 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은 총 

737,291,720원으로 간접비용인 진료수입손실이 538,808,870dnjs(7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비용인 진료비 50,850,750원(6.90%), 방역비 48,419,815원(6.57%), 생

산력 손실 40,179,055원(5.45%), 운 비 36,764,661원(4.99%), 조사비 22,268,569원

(3.02%)이 발생하 다. 집단발생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환자 1인당 직접비용 

1,067,601원,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4,294,001원이 소요되었다. 

  4) 개발된 감염관리모델의 운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 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종결, 의료기관의 이미지저하 예방,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책팀이 전염병 예방법, 정부의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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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 병원감염관리지침의 원칙에 준하여 

운 하도록 구성하 다. 효과적인 운 을 위해 조직 및 운 체계, 활동별 감염관

리 내용, 진행경과에 따른 감염관리 내용으로 구성하 다.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은 집단발생의 종결이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공조라는 측면과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홍보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에 대

한 고려 없이 집단발생의 종결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

되어 궁극적으로 비효과적인 감염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

된 감염관리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반 함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

이 집단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심각성과 조기인지 및 조

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부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모두 보다 적극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식품매개 감염질환, 세균성이질, 집단발생,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감염

관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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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특성 역시 변화한다. 사회문화와 기술의 변화, 미생

물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조절되

었던 질병들이 다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질병 변화

는 혈액매개질환의 증가, 감염원에 의한 만성질환, 임신부와 신생아의 질환, 면역

결핍환자들의 문제, 여행이나 이민과 관련된 질환 등을 들 수 있으나(Binder, 

Levitt, Hughes, 1999), 가장 큰 축은 식품매개 감염질환과 항생제 내성균주에 의

한 문제로 보고 있다(Cohen, 2000).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가동한 식품매개 감

염질환의 감시체제인 Foodnet에 의하면 연간 7천6백만 건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발생하고 325,000일의 입원과 5,000명의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01). 이러한 식품매개 감염

질환의 집단발생은 조기 인식과 조기 대책을 통해 집단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Bell, et al., 1994; Roberts, 2000).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특

성은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음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과정 중 어

느 과정에서나 오염이 발생될 수 있고 증폭될 수 있으며, 국가적 교류가 활발한 

현대에서는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집단발생의 범위가 전 국가적이거나 혹은  여

러 나라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므로(CDC, 1999; Mermin & Griffin, 1999; Ponka, 

Andersson & Slitonen, 1995) 원인추정이나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다기관, 

다지역, 다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집단발생임이 인지되면 원인추정과 관

리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Gill, et al., 1983; Ponka, et al., 1995) 

빠른 의사결정과 관리속도를 요구하게 된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대부분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며, 일

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역학적 조사와 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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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진행되므로(Mermin & Griffin, 1999) 의료기관은 주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

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지역사회나 다른 병원감

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적을 뿐이지 드문 것은 아니다(Palmer & 

Rowes, 1983; Joseph  & Palmers, 1989).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환자와 직원을 위

한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므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위험이 늘 존재하며, 환자

들의 면역상태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은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 다른 병원감염의 집단발생과는 다르게 식품매개 감염질

환의 집단발생은 의료기관 내부적인 문제로만 인지되거나 해결될 수 없고 제도적

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국립보건원, 2001a). 

역학조사, 방역, 진료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내용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

질환의 집단발생의 감염관리지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염병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의 

관계자들을 위한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의 역학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원인 규명 

및 전파 방지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방

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국립보건

원, 2001a).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어 관리대책에 대한 실례를 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문헌고찰과 2001년 12월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 직원들에

게 발생한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역학적 특성,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수행한 

감염관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시 감염관리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식품매개 감염질환

의 심각성과 조기인지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

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 집단발생 시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신속하고 체계적

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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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

염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염관리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1.2.1.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1.2.2.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감염

관리 체계 및 내용을 분석한다. 

1.2.3.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파악한다.

1.2.4.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1.3. 용어 정의 

1.3.1. 식품매개 감염질환(Food borne infectious disease)

.이론적 정의: 오염된 식품섭취로 발생하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주 증세로 하는 

소화기계통의 급성증후군인 식품매개질환 중 중독성과 전염성이 강

한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며, 이차감염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국

립보건원, 2001a). 

.조작적 정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 식품매개 전염병과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등 감염성 식중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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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세균성이질   

.이론적 정의: 보건복지부의 법정전염병의 진단․신고기준에 의한 세균성이질 환

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2000) 모두

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자: 세균성이질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검체(대변 등)에서 

균이 분리동정된 경우.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세균성이질임이 의심

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병원체 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동정된 자. 

.조작적 정의: 보건복지부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특성은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인정하 다. 균이 분리된 경우는 대변 

혹은 직장면봉배양에서 S. sonnei가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 

1.3.3. 집단발생 

.이론적 정의: 집단발생이란 주어진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원인이 동

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임상적 특성이 비슷한 증후군이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김정순, 199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연구대상 병원에서 

김밥과 도시락을 섭취하 거나 환자 및 의사환자와 접촉한 후 세균

성이질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기관

에서 제공된 김밥이나 도시락이 아닌 다른 음식의 섭취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 다. 

1.3.4.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조작적 정의: 세균성 이질의 집단발생을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손실 중 의료기관

이 부담하 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

며 직접비용은 진료비용, 대책본부 운 비, 방역비용과 이환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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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리 및 입원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은 집단발

생기간동안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손실을 말한다. 

1.3.5. 감염관리 모델 

.조작적 정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운 지침을 말한다. 감염관리,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협력, 

홍보의 3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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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2.1.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현황

  식품매개 질환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서 일어나는 질병을 광범위하게 말하며 식

중독과 식품매개 전염성질병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식중독과 전염성 질병과의 차

이는 첫째 원인균이 각각 다르며, 식중독의 경우 상당량의 균을 섭취해야 발병하

며 이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균 자체나 균의 대사산물이 발병원인이 된다. 반

면 전염성질병은 소량의 균섭취로 발병하며 미생물만이 발병의 원인이 되고 이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

여 부르기도 한다(www.kfda.go.kr/foods/information/safey/safey_3.html). 이러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양상은 기후환경과 지역적 특성, 음식문화, 거주지의 위

생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음식문화에 따라 미국의 경우는 Campylobacter에 의한 식

중독 이환이 가장 많고, Salmonella, shigella의 순으로 발생하는 반면(CDC, 2001), 

일본은 Vibrio의 이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ww.kfda.go.kr/foods 

/information). 이러한 지역적 특성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 등에 의해서도 식품

매개 감염질환의 특성은 변화한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살모넬라, 콜레라, 간염, 

포도상구균식중독, 부루셀라증 등과 같이 독성이 강했던 감염질환은 관리지침과 

기술의 변화, 위생적인 관리과정, 냉장고의 사용, 용기의 혁신, 방부제의 개발 및 

사용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리스

테리아, 장출혈성 대장균, 사이클로스포라 등 전통적 식중독이 아닌 내용이 증가

하고 있다(Cohen, 2000).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이나 포장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했

던 새로운 감염전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Volker, 1994).  또한 시대적 변화나 

인간의 행위패턴의 변화를 반 하는데 새로운 음식의 접촉을 즐기고, 집 밖에서의 

식사 기회가 증가하고 즐기면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 양상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은 집단 급식과 외식업체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대규모 유통망을 통해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대규모로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고 실제 유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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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적 발생 혹은 집단발생이란 미국 보건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주어진 지역사

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원인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임상적 특성이 비슷한 

증후군이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김정순, 

1993:184).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대부분 식품의 준비와 관리과정에서 주의 소홀, 

냉장고의 고장과 같은 보관의 문제, 조리과정에서 조리자의 부적절한 건강상태나 

조리기구의 오염, 불충분한 가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Cohen, 2000). 식품매

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원인식품을 가정에서 조리하여 가정에서 소모된 경우

라면 소규모의 발생으로 끝나지만 대규모 유통망을 가진 식품이 오염된 경우라면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감염으로 확대된다. 국제 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의 오염

과 변질의 기회가 급증하면서 식중독의 원인은 더욱 다양화되고 그 발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규모가 대형화되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김종규, 1997). 몇 가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오

레곤, 워싱톤에서 동시에 발생하 던 S. sonnei에 의한 집단발생은 결국은 오염된 

드레싱 소스가 체인점을 통해 공급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된 경우 고(CDC, 

2000a),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메사츄세스, 캐나다 등 서로 다른 지역과 국가에 걸

쳐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S. sonnei의 집단발생 역시 농장에서부터 오염된 

파슬리가 공급되면서 유발된 경우 다(CDC, 1999). 1994년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집단발생되었던 대규모 S. bovismorbificans에 의한 감염은 오스트리아에서 스웨덴

과 핀란드로 수출한 alfalfa seed의 오염 때문이었던 것(Ponka, et al., 1995)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확대는 발생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넓어지

지 때문에 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하고 있다(김종규, 

1997).

2.1.1. 의료기관에서의 발생현황 

  입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감염을 병원감염으로 간주할 때(Garner, et al., 

1988)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 역시 병원감염의 한 부분이다. 병

원감염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환자들에게 재

원기간의 연장,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까지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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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 있다(Dryden, et al., 1994; Spearing, et al., 2000). 오염된 음식이나 감염

자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발생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발생은 환자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고(Farr, 1999), 

근무제한으로 인해 환자진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Opal, et al., 1989; 

Spearing, et al., 2000)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데 문제가 초래된다(CDC, 

1983a).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의 발생이 적어 보이며(Farr, 1999), 병원감염전체에서 상

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지만, 드문 것은 아니다(Palmer, et al.,1983; Joseph & 

Palmer, 1989). 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생리적 변

화나 치료과정으로 인해 식품매개 감염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된다. 인체

의 위장관은 일반적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을 유발하는 균주의 집락에 대해 저항

을 갖게되지만 항생제의 사용, 항암제로 인한 점막염, 점막세포의 감소, 호르몬 및 

세포 면역저하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저항성이 감소하여 정상인보다 적은 수에 노

출되어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Slutsker, et al., 1998). 1975년부터 1991년까지 미

국에서 식품매개질환으로 사망한 336명 중 29%가 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서 발

생한 경우 으며(Tauxe, 1991), 1985년에서 1991년까지 미국 CDC에 보고된 자료 

중 살모넬라장염 집단발생 중 발생건수의 16%, 사망자의 90%, 노출자의 12%가 

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 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

이(Mishu, et al., 1994)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

가 더욱 심각함으로 볼 수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Samonella나 S. aureus, Clostridium perfringens 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Collier et al., 1988; Tauxe, 1991; Mishu, et al., 1994). 상대적으로 다른 장내 바

이러스나 장출혈성 대장균에 비해 이러한 균주의 분포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병

원검사실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DuPont 

& Ribner, 1999). 

   Joseph와 Palmer(1989)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국과 웨일즈의 병원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감염의 집단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을 보면 총 248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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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생으로 3,000여명이 이환되었고, 1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 1

건당 평균 33명 정도가 발생하 으며 가장 큰 규모는 1984년 Stanley Royd병원의 

집단발생으로 400여명이 노출되고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집단발생 

248건 중 71건의 집단발생은 사람-사람간의 전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정도는 설사환자로부터 감염의 전파가 시작된 경우 다. 환자간 접촉이 많

거나 환경의 오염이 자주 발생하는 정신과, 소아 및 노인병동에서의 발생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이 이환된 경우도 전체 집단발생건수의 

16%, 이환된 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에 대한 보고논문들을 선진

국을 중심으로 간간이 발표되고 있다. 1988년 3월 LA의 330병상 규모의 주립병원

에서 준비한 뷔페에서 식사를 한 내원객 82명 중 33%가 이환되기도 하 으며

(Gellert, et al., 1989), 1996년 호주의 600병상 규모의 3차 병원에서 발생한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집단발생은 환자 5명, 신생아 3명, 산모의 배우자 

5명, 직원 27명을 이환 시켰고, 이 중 노인환자 1명의 사망을 초래했다. 조사 결과 

병원식당에서 제공한 샌드위치가 원인음식으로 추정되었으며, 조리부서의 식품저

장온도, 식품준비기구들의 세척상태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Spearing, et al., 

2000). 

  1987년 7월 Rhode Island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발생은 

조사결과 식품취급자 중 1명이 집단발생 6일전부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27명을 이환시킨 경우 다

(Opal, et al., 1989). 조리부서 직원의 감염으로 인한 음식의 오염과 감염의 확산은 

Dryden 등(199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1993년 6월 국의 470병상의 병원과 

80병상의 노인요양병원에서 19일 동안 환자 및 의료인 29명이 살모넬라감염으로 

이환되었고, 원인음식이나 원인환자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았다. 발생 초기에 조리

부서와 병동에서의 일반적인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다가 조리부서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면서 집단발생이 종결되었다.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기관에서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감염되었거

나 병원체 보유자인 직원 및 환자와의 접촉에 의한 점진적인 이차감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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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 1999). Steerre 등(1979)의 연구에 의하면 1973년 9월 Maine병원에서 오염된 

egg beaten으로 인해  S. typhi감염이 32명 발생하 는데 이중 42%는 전혀 원인음

식의 섭취가 없었던 경우 다. 입원환자는 감염환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 거나 같

은 층에 있었던 경우 고, 직원은 주로 감염환자와 접촉하 거나 감염환자가 사용

한 물건과 접촉한 경우 다. 접촉으로 인한 이차감염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에서 더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Paton 등(1991)이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케냐의 

한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10%에서 살모넬라 균주가, 2.5%에서 

이질균이 분리되었는데 대부분은 설사환자와 방을 함께 사용하면서 획득되는 경

우 다.

  몇 개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병원에서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은 주로 오

염된 음식 섭취(Spearing, et al., 2000; Opal, et al., 1989; Dryden, et al., 1994)나 

감염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Paton, et al., 1991; Farr, 1999; Steerre, et al., 

1979)에 의해 전파된다. 음식의 오염은 조리과정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

로 부적절한 조리과정, 개인위생의 부족,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구입, 오염된 조리

기구 등이 문제가 된다(Slutsker, et al., 1998).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자

의 발생은 원인에 상관없이 이차감염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환자에게로의 이

차감염은 치료 및 재원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초래하므로 원인제거

와 더불어 이차감염의 예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1.2. 국내발생 현황

  외국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에 관한 

문헌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만 해도 1998년 11건, 1999년 23건, 

2000년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01년 12월 이전까지 통

계자료, 학회보고 및 일간지 등에 보고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박희옥 등, 

2001). 단지 1996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감염성 소

화기계 감염의 발생이 퇴원환자 100명당 0.17-0.42% 다는 것만 볼 수 있었다(김

준명 등, 1996).   

  국내에서는 식중독과 식품에 의한 전염성 질병이 이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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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관리하며, 전염성 질병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발생현황 역시 구별하여 볼 수 

밖에 없다. 국내의 식중독의 집단발생은 1990년 이전에 비해 1991년 이후 발생건

수와 환자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식품위생상태의 악화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보고건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신고

의식의 향상 및 중앙 및 지방 언론매체에 의한 사건의 신속한 보도에 의해 식중

독발생이 표면화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중독 발생건수가 위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수로 집계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식중독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박희옥 등, 2001). 식중독의 원인이 1960년대 초만 해도 자연식품의 독이 

큰 문제 으나 점차 살모넬라균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여 전체 발생인원의 20-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염 비브리오나 황색포도구균, 대장균 등의 순으로 그 

발생빈도가 변화하고 있다. 원인음식물의 섭취장소가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 으나(이서래, 1984), 점차 집단급식소가 원인제공장소로 부각되

고 있으며 발생 건수 당 환자 수 역시 1995년 건당 28.8명, 1999년 44.6명, 2000년 

69.8명으로 대형화되고 있다(www.kfda.go.kr/foods/information/foodpoison.html). 

발생시기가 1997년 이전만 해도 5월-9월의 하절기에 80%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

으나, 1998년 이후로는 연중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인식품은 여전

히 가공식품이나 어패류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90년대 후반기부터는 김밥에 의한 

식중독이 보고되기 시작한 후(최태윤, 1995)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는 김밥의 경

우 다수의 부식원료가 사용되어 그 중 한가지에 문제가 있어도 식중독을 일으키

기 쉽고, 조리자의 손이 많이 닿아 2차 오염의 위험성이 높으며, 조리 즉시 또는 

조리한 곳에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조리 후 다른 곳으로 보내져 수 시간 

뒤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희옥 등, 2001). 실제 1990년의 한 조사자

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 판매 김밥 38종 중 31종에서 일반세균기준치를 초과하

는 대장균이 분리되어(조순옥, 1994) 위생관리에 경종을 울렸다. 김밥과 더불어 집

단급식이나 외식업체의 증가로 인해 도시락으로 인한 발생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

다(박희옥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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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는 식품매개 전염성질병은 대표적으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출혈성병원성대장균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 국

립보건원, 2000). 주요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 발생특성 및 발생현황은 2000년 국

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볼 수 있다(국립보건원, 2001a). 1970년대 초반까지 

높은 발생을 보이던 장티푸스는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연간 300여명 정

도가 발병하여 인구 10만명 당 1명 정도의 발생을 보이고 있다. 반면 파라티푸스

는 장티푸스에 비해 발생수준이 낮으며 전반적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되나 일정한 변화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콜레라는 1940년대 이전에는 고전형 

콜레라의 대규모 유행발생이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로는 엘토르 콜레라의 집단 

발생이 간헐적으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 으며, 해

외여행이 확대되면서 해외여행객으로부터 신형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39)이 

1994년과 2000년에 분리되었다. 1982년 발견된 후 북미, 유럽 및 일본에서 주로 

유행이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국내의 경우 집단발생은 거의 없었으며 

산발 발생 예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세균성 이질은 1950년대 항생제의 도입과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대규모 발생 이후 그 숫자가 현

저히 감소하여 연간 100명 미만의 발생을 보 으나1998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행을 비롯하여 점차 대규모 유

행발생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립보건원, 2000b). 2001년 겨울 서울시

내 도시락업체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의 소규모 유행발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

책의 부족은 결론적으로 본 연구기관을 포함한 서울시내의 학교, 병원, 경찰기동

대, 유원지, 호텔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의 장애인복지시설에까지 확산되었으며, 고

궁의 매점이나 교회의 결혼식 피로연에 공급된 음식들로 인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S외식과 관련 세균성이질환자 430

명과 설사환자 1,145명을 발생시켰고 이중 S외식과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만 해도 

이질환자 346명, 설사환자 553건이었다(국립보건원, 2002). 

  국내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에 따른 조리 종사자의 파업으로 환자 급

식업무가 중단되어 위탁급식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김정려, 1995), 인력관리의 

용이성, 재정적인 측면, 병원의 정책, 급식운 관리, 위생관리, 시설․설비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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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 임상 양관리의 전문성 및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 등을 이유로 점차 

위탁급식을 하게 되며 경 위탁 및 Catering system, 임대 및 용역 등 다양한 형

태의 급식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진수, 2002). 국내의 경우 전문위탁급식업체들

은 상당히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점유와 사업확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시장 규모

에 비해 급식소에서의 실제적인 위생관리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유화

춘, 2000). 반면 위생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병원들의 양부서장들이 전문

위탁급식업체의 점장에 비해 중요성 인식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어(김진수, 2002)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2.2. 식품매개 감염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2.1. 경제적 손실의 규모 

   사회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 집단 급식이나 외식업체의 유통망 등을 통한 식품

매개 감염질환의 대규모 집단발생은 원인 규명, 치료, 전파 방지를 위해 개인, 지

역사회, 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력 저하와 

지역사회 경제의 문제 초래처럼 부수적이고 장기적인 문제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Roberts, 2000).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가동한 식품매개 감염질환 감시체제인 

Foodnet에 의하면 연간 7천6백만 건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발생하고 325,000일의 

입원과 5,000명의 사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연간 56억-94억 달러의 비용이 소

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DC, 2001). 스웨덴의 경우 1998-1999년의 자료를 통

해 분석하면 연간 거주자 1,000명당 38건의 식품매개질환이 발생하며 평균 1건당 

개인비용 $57, 사회비용 $246의 손실이 발생하여 연간 1억 2천 3백만 달러의 비용

이 발생하 으며(Lindqvist, et al., 2001), 뉴질랜드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연간 

3,241건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발생하며 1건 당 약 $462의 비용이 소요되어 5천 

5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생산력 손실이 4천8백만 달러로 가장 많

고, 사망 등과 같은 측정불가능한 손실, 직접적인 의료경비, 의료 외 직접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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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발생하고 있다(Scott, et al. 2000). 식품매개 감염질환으로 인한 비용손실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수 추정 및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계한 박경진과 노우섭(1998)의 연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연구는 사회경

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추계로서 1996년 신고된 살모넬라감염균 식중독 발병환자

를 근거로 실제 환자수를 추정한 후, 의료보험통계연보에서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의 건당 진료비와 ‘소화기계 복통’의 건당 약제비를 참조

하여 추정한 비용이었다. 1996년 한해동안 발생한 살모넬라감염만을 대상으로 추

정하면 177,000명에서 치료비와 생산력 손실만을 포함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손

실비용은 연간 59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치료비와 생산력 손실만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손실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에 치료비는 전체 비용 중 일부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978년 뉴멕시코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보튤리즘(Botulism)감염의 집단발생은 법

적인 문제로까지 진행된 경우로서 전체 경비 $5,861,800 중 84.4%의 비용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모되었으며(Mann, et al., 1983), 1992년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A형 간염의 집단발생의 경우는 전체 비용 $809,706의 56%가 노출된 사람들에게 

면역 로부린의 예방적 투약을 위해 소요되었다(Dalton, et al., 1996). 때로 식품매

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노출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향을 미치

기도 한다. 원인으로 추정되거나 검증된 식품에 대한 수거나 폐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며(Dalton, et al., 1996; Roberts, 2000), 1996년 일본에서 문제가 되

었던 E. coli O157:H7의 집단 발생에서 처럼 성급하고 무책임한 매스컴의 보도로 

인해 원인식품으로 추정되었던 무순과 같은 특정야채의 시장이 상실되는 등 일부 

관련 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스즈끼후이꼬, 1997). 뿐만 아니라 수

장, 목욕탕, 물놀이 시설 등이 문을 닫고 외식업체 수입이 40-60% 감소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rmin & Griffin, 1999).

  식품매개 감염질환으로 인한 손실이 항상 비용으로 쉽게 환산되지는 않는다. 가

족이나 의료체계 혹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손실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사망률, 

유아사망에 미치는 향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세균성이질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부담은 연간 인구의 3.5%에 해당되는 1억 6천 3백만명이 세균성이질에 이환되며 



- 15 -

1백만명 정도가 이로 인해 사망할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심각하다 (Kotloff, 1999). 

일본에서 발생한 E. coli O157:H7의 집단 발생은 초기에 감염환아들이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 으며, 숙박업계 등에서는 유행발생지역으로부터 온 손님들

의 투숙을 거절하 고, 학교의 급식책임자가 집단발생이 끝난 후 자살을 하기도 

하 는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 역시 평가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

다(Mermin & Griffin, 1999).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의료기관에서 집단발생 하 을 경우 조사에서부터 치료 

및 관리까지 소요된 비용은 1건 당 $2,310(Spearing, et al., 2000)에서 $2,568 

(Dryden, et al., 1994)정도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비용측정은 실제 투입

된 비용보다 낮게 측정될 경우가 많은데 집단발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손실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집단발생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적게 보

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Dalton, 1996). 

2.2.2. 예방 및 조기대책으로 인한 비용 효과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감염은 식품취급자들의 교육을 통해 안전한 조리과정

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호주 병원에서 식품조리과정의 문제로 발

생한 집단발생은 식품취급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던 비용으로 식품취급자 50명과 관리자 2명에 대한 교육비용 $4,146의 투

자를 통해 $94,928의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경우 다(Spearing, et al., 2000). 

 1982년 이탈리아에서 제조한 오염된 쵸코렛의 집단회수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었던 2,900건의 장염과 185건의 입원, 5건의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504,808

의 비용손실을 방지하 다. 이는 쵸코렛 수거비용을 포함한 초기관리비용 

￡104,312에 비하면 그 비용편익이 약 3.5배정도로서 상당히 높았다. 동일식품이 

공급되던 인접국가들에서의 편익까지 포함된다면 비용편익은 더 커질 것이다

(Roberts, et al., 1989). 반면 E coli O157에 의한 집단발생 시 문제가 되었던 우유

에 대한 회수 및 폐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12개월 동안 이

에 대한 치료비용이 60만 파운드에 이르게 된 경우나(Roberts, 2000), A형 간염환

자로 인한 집단감염 인지 후 강력한 격리조치와 노출인원에 대한 확대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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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며칠 후 대규모의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경우(Dalton, et 

al., 1996)를 보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Roberts, 2000). 

2.2.3. 경제적 손실의 분류 및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비용은 직접 및 간접비용으로 구분하는데, 분석대상에 따라 직접 

혹은 간접비용으로 나누는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경우 대부분은 직접비용만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Dryden 등

(1994)은 비용을 미생물검사, 외식업체, 간호, 병원운 , 환경관리부분 등 비용발생 

부서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Spearing등(2000)은 직접의료비용, 조사비용, 생산력 

손실, 기타로 구분하 다. 전반적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직

접경비에는 감염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Dryden, et al., 1994; Spearing, et al., 

2000), 혹은 예방적 투약(Dalton, et al., 1996)을 위해 소요된 치료비용과 집단발생

임을 확인하거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소요된 조사비용(Dryden, et al., 1994; 

Spearing, et al., 2000)이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분석대상이 개인일 경우 일반

적으로 간접비용으로 분리되는 생산력 손실(Nettleman, 1997)은 의료기관이 분석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경비로 포함된다(Dryden, et al., 1994; Spearing, et al., 

2000; Piednoir, 2002).  

  치료 및 진료 비용의 산정방법은 의료비지불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괄수

가제인 경우는 진단명으로 비용이 산정되며(Dalton, et al., 1996), 필요에 따라 추

후관리를 위한 일반의 방문비용이나 추가 투약비용이 포함된다(Spearing, et al., 

2000). 재원환자는 집단발생으로 인해 연장된 재원기간과 추가 치료비용을 포함시

키며, 노출된 직원치료에 소요된 투약비용이 별도로 포함되기도 한다(Dryden, et 

al., 1994). 국내의 경우처럼 행위별 수가제인 경우 대부분의 진료비용에 대한 추정

은 환자에게 행해진 의료행위 각각에 대한 비용들로 산정하게 된다. 조사비용은 

집단감염임을 인지한 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배양검사와 조사를 위해 

투여된 인력비용이 포함된다. 조사시간은 감염관리인력의 근무시간외 비용만이 계

산되기도 하고(Dryden, et al., 1994), 정규근무시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Spearing, 

et al., 2000).  배양 검사에는 오염원을 추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 배양,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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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확인을 위한 배양검사 등이 포함하며(Dryden, et al. 1989),  배지 비용, 인

건비, 외뢰용지 등 검사를 위해 여러 비용들을 각각 계산하기도 한다(Spearing, et 

al., 2000). 생산력의 손실은 이환된 직원들의 노동력 손실을 단순시간만으로 보고

하는 경우(Opal, et al., 1989)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생한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환

산하여  계산한다(Dryden, et al., 1994). 이환된 직원들의 근무제한으로 인한 생산

력 손실뿐만 아니라 노출된 직원들을 대신하여 투입된 대체 근무자의 비용까지도 

포함한 경우(Spearing, et al., 2000)도 있으나 두 가지 모두를 계산하는 것은 이중 

계산될 수 있다. 생산력의 손실이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된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시간별 비용으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각 개인의 월급, 보험급여, 수

당 및 모든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 수입을 시간당 인건비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Dalton, et al. 1996). 의사의 진료비나 예방접종비용과 같이 이미 행위 자체에 인

건비 및 사무비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는 추가

로 산정하지 않는다(Dalton, et al. 1996).  

  간접비용은 개인과 가족의 간접적인 비용, 의료체계에 미친 손실, 지역사회에 

미친 손실 등으로 말하며, 개인 및 가족의 고통, 생명의 손실,  생산성 혹은 기회

의 손실 등을 의미하지만(Spearing, 2000),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S. napoli 의해 

오염된 쵸코렛으로 인한 집단발생(Roberts, et al., 1989)처럼 노출된 대상이 소아일 

경우 생산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

을 쉬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표적인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Haley, 1998).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에서 지원한 각종 경

비(Dryden, et al., 1994), 보험회사에서 개인에게 지불된 위로금, 법률 자문비

(Dalton, et al., 1996)등이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노출된  경

우 특히 노출 규모가 큰 경우라면 직원들의 근무제한이나 격리로 인해 병원경

에 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문헌상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감염

에 노출된 직원들의 생산력 손실까지 분석될 뿐, 더 이상의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

웠다. 병원운  측면에서 비용을 구분하 던 Dryden 등(1994)의 연구에서 실제 포

함된 내용은 입원환자가 감염되어 연장된 재원기간으로써 진료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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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은 감염의 종류와 특성, 분석대상에 따라 비

용손실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단순 비교나 일반화는 무

리가 있다. 하지만 비용손실이 얼마나 큰가를 제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기예방 및 조기대응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Roberts, 2000) 비용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비용연구가 거의 전무한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2.3.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관리대책

  유행적 발생 혹은 집단발생이란 미국 보건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주어진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임상적 특성이 비슷한 증후군이 통상적으로 기

대했던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김정순, 1993: 184), 유행의 발생기전을 밝

혀내어 그 이상의 유포를 시간을 다투어 막기 위해서는 유행조사와 관리대책의 

진행을 요구한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역시 이러한 유행적 발생의 특성

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유행조사과정을 따르게 된다. 원인을 찾아내고 감염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전문가들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조사과정에서 

역학적 조사에 의해 추정되는 원인들은 분자미생물학적 조사로서 동일 원인균임

이 확인되기도 하고(Keene, 1999),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유행발생의 근원지를 추적하기도 한다(Mckee, et al., 2000). 또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원료식품의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섭취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나 오염

될 수 있고 증폭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연관된 다양한 부서 및 지역, 국가간 

의사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관리를 포함한 안전

한 식품관리를 위해서는 농업관련 부서(Volker, 1994), 물 관리 부서(CDC, 2000c; 

Fleming, et al., 2000),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및 동물건강관리부서(Mann, 2002)

등과도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교역이 활

발한 현대에는 식품의 생산에서 가공과정에서 한 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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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CDC, 1999; Mermin & Griffin, 1999; Ponka, 1995) 역학조사나 관리대

책을 마련하는데 국가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Mermin & Griffin, 

1999).  

2.3.1.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정부의 관리체계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전파력이 높고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대책이 중요하다. 조기인지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지

역사회나 국가적인 정보망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는데(Roberts, 2000),  미국의 

Foodnet(http:www.cdc.gov/foodnet)이나 국내의 전염병정보망(http://dis.mohw.go. 

kr/monitor)등이 그 예이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을 포함한 모든 감염질환의 관리 및 

통제에 있어 환자를 가장 먼저 대하는 임상의사들과 미생물실험실의 역할이 강조

된다. 미생물 실험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새로운 미생물이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혹은 생물테러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Peterson, et al., 2001), 임상의사의 경우 실제 이러한 의심되는 상황으로부터 병

원으로 옮겨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의심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집단

발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당국이 좀 더 빠르게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 실제적인 정보망의 가치가 감소되기도 한다(Volker, 1994).  많은 경

우 의사들은 보고해야 되는 질병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설사나 구토와는 동떨어

진 질병의 진행사태를 보이는 경우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으로 인식을 못함으로 보

고가 안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기준들을 마

련하여 보급에 힘쓰고 있다(AMA et al., 2001; 보건복지부 & 국립보건원, 2000). 

조기인지로 인한 조기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조사연구들로서 조기관리대

책의 수행이나 미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실 등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므로서 일선의사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Roberts, 2000). 1987년 미국 워

싱톤에서 유행한 E. coli O157:H7의 경우 워싱톤에서 가장 먼저 보고가 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관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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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원인균주를 밝혀낼 수 

있는 진단기술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고건수의 증가가 가능했다(Volker, 1994). 

  국내 식중독의 관리체계 현황은 우선적으로 식중독과 관련된 업무들이 관련부

처별로 일원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부처간 긴 한 수평적 협조 및 신속한 대체

에 어려움이 있으나(허 주, 1999), 그 동안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증가와 국제행사

의 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많은 노력과 대처방안들이 마련되었다. 2002년부터 집

단식중독 발생보고기준을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보고기준을 강화하 으며(식

약청, 2002), 신속한 보고체계의 구축, 식중독대책위원회의 구성, 역학조사반의 운

, 하절기 비상근무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

보건원 등과 협의체 구성)등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 홍보를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 보급, 식중독 예보지수 등 다각적인 관리체계를 갖

추고 있다(우건조 등, 2002).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때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대규모의 집단발생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Mermin & Griffin, 1999; 국립보건

원, 2001a). 국내의 경우 전염병 발생의 감시와 발생초기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의 파악과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역학조사전문가제도가 신설되어 운 되고 있으며, 전

국적인 전염병 정보망의 구축과 운 이 진행되고 있다(http://dis.mohw.go.kr).  

또한 국립보건원 방역과를 중심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

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 제1군 법정전염병과 살모넬라, 포도구균, 장염비브리오 식

중독 등 감염성 식중독을 적용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국립보건원, 2001a). 이 지침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이 인지되었을 경우 역학조사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행정단위별, 시기별로 발생특성에 따라 제시되어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목적이 시․군․구 보건소의 관계자들에게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활

동방법을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환경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너

무 내용이 방대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또한 실제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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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부분까지 지역사회에서 운 하는

지에 대한 업무 분담이 안되고 있다.

1)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의 발생이나 집단식중독이 인지된 즉시 역학조사반을 구

성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학조사반의 역할은 역학조사로서 

집단발생 시 환자발생규모 파악, 시간, 사람, 장소에 따른 환자발생의 역학적 특성, 

원인병원체,  감염원인 및 전파경로의 추정, 유행관리를 위한 현지지침 마련, 환자

치료 및 관리, 접촉자 관리, 감염원 관리,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대책 제안, 보고서류의 작성 등이다.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역할은 행정

단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조사반장과 의사, 검사요원, 설문조사 및 분석

요원, 방역요원, 홍보요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되며 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조사반장: 원인병원체, 감염원, 전파과정 추적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의사: 임상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휘 담당 

-설문조사 및 분석요원: 설문조사서 양식의 개발, 조사서 작성, 자료의 입력 및 

전산화, 입력 자료의 분석 등을 수행 

-방역요원: 오염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담당 

-홍보요원: 지역주민에게 즉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언론

기관이나 행정관서 등에 공보업무를 담당 

-행정요원 등: 역학조사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담당

  역학조사반에서 진행하는 유행역학조사와 방역조치는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

고 있다(표 1). 시간적 경과에 따른 단계가 아니라 집단발생의 역에 따른 구분

인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발생이 인지된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조치해야할 사

항으로 환자발생 현황 및 경위 파악, 확진 환자 역학조사, 환자관리, 집단급식자  

조사, 식품 및 음식물 수거 및 검사의뢰, 음용수 수거 및 검사의뢰,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용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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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에

서 의료기관의 관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1.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내에서 단계별 역학조사 및 방역관리대책*

유행역학조사 단계 방역조치

1단계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 대상 조

사 실시

 :수인성/식품매개 역학조사서

에 의한 조사실시, 검체 채취

하여 검사 실시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적절한 치료의 제공, 입원 및 격리조

치,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 치료 

및 격리 조치, 환자교육(장내배설물 관

리, 개인위생 강조, 확진 전까지 음식

조리 및 육아 금지), 고 위험군은 필요

시 격리, 질병 확진 시 해당 질병에 대

한 환자관리 실시 

2단계

.접촉자에 대한 조사 

 :설사 및 기타 증상여부 파악 

및 설문 조사, 검체 채취, 고

위험군 파악: 음식조리, 음식

업종사자, 육아/탁아관련자 등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 폭로

자 관리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위험군은 필요

시 격리, 설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

소 내소에 대한 보건교육, 질병 확진 

시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3단계

.추정할 수 있는 원인 조사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 추정

원인 식품, 식수 수거, 조리종

사자 설문조사 및 검체 채취, 

조리시설 및 운 상황 조사 

.추정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추정 원인 음식물의 폐기, 오염 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취약지역에 대한 살

균 및 살충 소독 실시, 안전한 음용수 

제공 조치

4단계

.질병모니터링 강화, 전체규모 

파악

 :학교 설사환자 감시체계 강화, 

병․의원 설사환자 감시체계 

강화

5단계 .역학조사 결과 매일 분석

*국립보건원,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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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역대책반 구성 및 운  

  전염병의 집단발생, 즉 2명 이상의 환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되어 발생한 

경우에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해 평상시 방역기동반, 역학조사반의 활동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방역대책반을 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는 보건소

의 일상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요원을 제외한 보건소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직원

을 전염병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한 비상

근무체제로 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운 하도록 함으로서 각 역할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어(표 2, 그림1),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감염관리

에서 참고할 수 있다. 

표 2 방역대책반의 편성 및 역할*

담당업무 역할 필요인력 비고

환자조사
-환자 설문조사 및 검체 채취

-환경 검체 조사

-간호사

-보건요원

-임상병리사

-환자 검체 채취는 남, 

녀 각각 1명씩 필요

접촉자, 공동폭

로자 조사 및 

관리

-접촉자 설문조사및 검체 채취

-환자 확대 모니터망 운

-추가환자 발생현황 파악

-간호사

-보건요원

-임상병리사

-환자 검체 채취는 남, 

녀 각각 1명씩 필요

추정원인 조사

-역학조사자료 입력 및 분석

-조리시설, 조리자, 식품, 음

용수 등 감염원인에 대한 

분석적 조사

-보건요원 -자료관리 전담요원 필요

환자 관리

-환자 진료 및 격리

-확진환자 및 접촉자 보건교

육

-입․퇴원 관리, 격리병실 확

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민간의료기관과 협조

교육 홍보

-보건 교육 및 홍보 담당

-개인위생강화, 설사환자 신고

-지역언론 담담

-간호사

-보건요원
-언론담당은 1인이 전담

환경 관리
-식수 및 환경 소독 관리 

-살균살충 소독
-보건요원

-잔류염소 농도 지속 

확인
*국립보건원,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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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2001a
그림1. 유행발생의 경우 역학조사*

역학조사 방역조치

환자조사

접촉자 

공동폭로

자 조사

추정원인

조사
환자관리

접촉자 

공동폭로자 

관리

환경관리 교육홍보

설문조사

검체채취

설문조사

검체채취

조리시설 

조리종사자 

추정식품

환자치료 

필요시 

격리

보건교육

발병감시

필요시 

격리

보건교육

음식, 

식수관리

살균살충

소독

개인위생강화

설사환자 

신고

설문조사분석 검체 검사

결과분석, 

진단확진

조사결과에 따른 

방역대책 수립

질병별 조치

발생신고

접수

역학조사반 출동

방역대책반 운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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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의료기관에서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관리체계 

1) 감염관리 모델 

  미국에서 1975년부터 10년간 진행되었던 병원감염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규모 

연구인 SENIC(study of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project에 의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염관리 방법 개개의 것 보다는 체계적인 감염감시프로그

램의 확립, 잘 훈련된 감염관리의사의 적극적인 활동 및 250병상 당 한 명의 감염

관리간호사, 수술집도의에게 감염률의 보고시스템 확립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

혀졌다(Haley, 1985). 감염관리방법들에 대한 평가들이 진행되면서 감염관리모델들

이 발전하 다.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는 조직과 인원, 감염관리의 

정책이나 규정의 확립,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연구, 행정적 지원 등이 감

염관리지침들의 수행을 높이고 병원감염의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감염관리모델들이 개발되었다. 1980년 Haley 등이 

SENIC project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 병원감염감시와 감염관리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감염관리프로그램은 환자간호의 실

무에 향을 줌으로써  병원감염 발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감염프로그램, 환자간호실무, 병원감염감시등이 서로간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가를 도식화 한 것이었다(Haley, et al., 1980). 이러한 병원감염감시 및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개념적 모델들은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세 한 고찰과 정교화 작업을 

거치면서 발달하여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손씻기에 관

한 모델에서부터(Larson, et al., 1997), 다제내성 균주의 감염관리모델(윤성원, 

2001), 병원의 감염관리 모델(이성은,1993), 실제 실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염

관리의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도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국립보건원, 보건복

지부, 2000).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 혹은 관련단체들의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감염관리 업무의 수행에 직․간접 향을 미치는 

요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모델 혹은 관리지침들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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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 그 효과들을 보고하고 있다(윤성원, 2001). 국내의 경우 독립적

인 감염관리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나 그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발

전을 하여왔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실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무에서 

감염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는 업무지침이나 감염관리모델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고 이러한 측면에서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시 감염관리 모델 역시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그림2. Simplified theoretical model of an infection surveillance and control 

program(Haley et al., 1980).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병원감염감시 활동이

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진행하고 있다(CDC, 2000-b; 국립보건원, 2000; 박은

숙, 2002). 병원감염감시는 병원감염의 발생과 분포, 발생위험의 증감요인이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감염감시를 통해 병원

감염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통상적인 발생수준으로 규명하며, 집단발생을 조기에 인

지할 수 있고, 의료진에게 감염관리 방법을 적용하도록 확신시켜 줄 수 있고, 감

Infec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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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able

Nonpreventable

patient-care 

practices

Inertia of ward 

rou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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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throne 

effect

Stud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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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방법을 평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Gaynes, 1998), 병원감염감시활동은 감

염관리사업의 시발점이면서 중추라 할 수 있다. 병원감염의 대부분은 일상적 수준

에서 발생하지만(Haley, et al., 1985) 간간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전체적인 발생

수준에 비하면 집단발생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숫자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Jarvis & Zaza, 

1999). 특히 의료인을 포함한 병원직원의 감염질환에의 집단노출은 환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Zara, et al., 1995). 

  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발생의 경우 일반적인 유행조사의 단계적 접근방법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집단발생의 역학조사는 유행성 양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유행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한 후 유행원인에 대한 잠

정적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분석역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한 후 관

리대책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유행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김정순, 1993).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은 집단발생의 조사와 관리를 진

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감염관리 부서, 문제와 관련된 부서, 미

생물학자, 행정가가 포함된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유행발생과는 다르

게 병원감염의 집단발생 시는 전파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하므로 미생물의 항생제 

감수성 패턴이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Stratton & Greene, 1999). 그러므로 필요한 검체나 미생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생물학자가 초기부터 함께 하도록 한다. 또

한 자료의 분석이나 통계를 위한 인력을 처음부터 지원 받으면 보다 원활한 진행

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집단발생의 보다 구체적인 역학조사의 수행

단계를 보면 ① 조사기록지 준비, ② 집단발생 확인, ③ 사례 정의, ④ 사례 case

와 반대 case를 확인, ⑤ 자료들을 도표화 하고 사람/시간/장소로 분석, ⑥ 관리방

법 수행, ⑦ 가설 설정, ⑧ 역학적 연구들을 통해 가설 검증, ⑨ 체계적인 조사 계

획, ⑩ 기본 역학자료를 위해 환경이나 직원들의 배양검사 실시, ⑪ 예방 및 관리

방법 수행 및 평가, ⑫ 감시 시작, ⑬ 결과에 대한 보고: 자료결과 요약정리/보고

서 준비 등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단계들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Jarvis & Zaz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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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관리체계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에는 다른 집단발생과는 달리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병원의 경우 병원 자체에 세균배양 

등에 대한 진단검사의학체계를 구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규모가 큰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흔한 원인미생물인 바이러스나 E. coli O157:H7의 

분리를 위한 검사설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이다(Farr, 1999).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간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국립보건원의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2001a)에 의하면 

시(군)청, 시(군) 위생과, 상수도 사업소, 교육청 및 학교, 읍면 동사무소/경찰서, 

의료인 단체, 요식업협회, 군부대/집단수용시설 등의 협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의료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설사환자 일별 진료현황, 설사환자 역학조사 및 검체 채

취와 보건소로의 의뢰, 수인성 전염병 환자 및 의증(疑症)환자의 치료, 수인성 전

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 등인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 을 경우에 국한된 경

우로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어떻게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리해야 할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관리 내용 

   전염성질환의 집단발생 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

다. 원인을 찾아내는 역학조사와 가능한 이차감염을 차단하는 방역대책부분이다.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 집단발생관리의 1차 목표는  환자로의 전파확산

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Farr, 1999). 여기에

는 윈인을 제거하고 접촉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와의 모든 일상적인 

접촉에 손씻기와 장갑착용과 같은 접촉주의지침의 철저한 수행, 노출되었거나 감

염된 직원들의 근무제한,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간접전파를 막기 위한 환경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atter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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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역학조사 실시 

  집단발생이 인지됨과 동시에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시간과 장

소, 사람에 따른 기술이 진행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한

다(국립보건원, 2001a). 병원에서 발생하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음식

취급자의 건강상태가 원인이 되거나(Dryden, et al., 1994), 오염된 식품이나 음식

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감염환자로부터 전파가 시작될 수도 있다(Joseph & 

Palmer, 1989). 오염된 음식이 문제라면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Spearing, et al., 2000). 의료기관내 급

식시설과 관련이 있다면 급식 시설의 제반 일반위생관리기준에 준해 조사하는 것

이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식시설의 설계와 설비, 위생관리 프

로그램을 포함한 위생요구조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과 건강 요구조건, 식재 위생

과 작업과정을 포함함 가공 요구조건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사람-사람의 전파경

로를 취하기는 하지만(Joseph & Palmer, 1989) 의료진의 접촉주의만 강조하고 발

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분석을 미룸으로써 더 많은 감염이 확

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Sirinavin, et al., 1991).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역학조사지를 진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

다. 역학조사지 작성을 위해 투여되는 시간은 10여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구학적 

변수와 기저질환, 음식섭취와 관련된 사항들로서 섭취시간 및 증상 발현 시간, 먹

은 음식의 종류 등이 포함되며(Goodman, et al., 1993), 실제 국내에서 수인성/식

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작성하는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인구학적 기초조

사와 임상특성, 감염원에 대한 조사와 집단 급식인 경우 음식물의 섭취유무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립보건원, 2001a). 처음 증상자들의 진료기록을 토대

로 조사기관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역학조사지를 이용하

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Goodman, et al., 1993). 역학조사지를 통해 원인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원인균주를 확인하는 것은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장티프스나 세균성이질은 대변배양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신선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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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분리가 잘되기 때문에(Farr, 1999) 환자나 의사환자에게서 빠른 시간 내에  

검체를 확보하여 배양을 진행하여야 한다. 환자나 의사환자의 검체 뿐만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음식 및 환경 검체의 확보도 중요하다. 문진이나 역학

조사서의 분석을 통해 발생장소나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면 가능한 

검체들을 확보하도록 한다. 추정되는 음식, 조리관계자들의 건강상태와 보균여부 

및 각 조리과정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국립보

건원, 2001a). 특히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이미 추정원인 음식이 남아있

지 않거나 확보하기 어려워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허 주, 1999).

⑵ 원인의 제거

   원인이 추정되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 조

기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워싱톤에서 발

생한 E. coli O157:H7의 집단발생 시 햄버거 조리과정의 미세한 결점이 발견되자

마자  250,000개의 햄버거를 회수한 경우(Bell, et al., 1994)나 S. napoli에 오염된 

초코렛의 대규모 회수를 통해(Gill, et al., 1983) 수백건의 추가 감염을 예방한 경

우에서 조기대처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반면, A형 간염에 이환된 환자의 조기관

리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의 2차 감염이 발생한 예(Dalton, et al., 1996)를 보면 조

기대책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조리관계자와 관련되었다면 근무제한이 필요하고

(Dryden, et al., 1994), 조리과정 중의 문제라면 방법을 교체해야 한다(Spearing, 

et al., 2000). 그러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이라도 대처를 시작해야 하는데

(Mermin & Griffin, 1999),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원료나 식품이 오염되거나 증폭되며(Belongia, et al., 1993), 모든 식품은 2차 

오염으로 인한 원인식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스즈끼후미꼬, 1997).

⑶ 치료 및 격리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증상이 심할 경우 보존적 치료로 전해질과 수분의 공급이 

필요하며,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균기간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항생제 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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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국립보건원, 2001a). 치료제는 지역사회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

록 한다. 2000년 국내에서 분리된 S. sonnei의 항생제 내성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

이가 나지만 ampicillin 77.4%, trimethoprime/sulfamethoxazole 95.0%, amoxillin 

/clavulanic acid 65.7%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보건원, 2001a). 국내에서 

Sulfamethoxazole는 이제 더 이상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외

국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도 shigella의 치료에 

trimethoprime, sulfamethoxazole, ampicillin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여 더 이상 치

료제로 선택할 수 없음이 나타났다(Floresa, Araque, Vizcaya, 1998; Mckee, et al., 

2000). Ciprofloxacin에 대한 감수성은 국외나 국내 모두 100%의 감수성을 갖고 있

으므로(보건복지부, 2001; Mekee, et al., 2000), 국내의 경우 세균성이질에 대한 경

험적 항생제로 성인의 경우는 퀴놀론 제제나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소아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3-5일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a).

  분변-구강전파경로를 가진 감염성질환의 이차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항생제 치

료와 함께 격리조치가 필요하다(Dupont & Ribner, 1998). 격리조치는 상황에 따라 

근무제한이나 등교제한 혹은 기관의 폐쇄 형태로 나타나며 격리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집단발생의 지속기간이 길어진다(Belongia, et al., 1993). 뿐만 아니라 병

원에서 발생하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대부분이 사람-사람의 전파경로를 가지기 

때문에(Josephy & Palmer, 1989), 설사하는 의료기관의 직원은 그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근무를 제한하여야 하며(Falk, 1999), 식품취급 직원들의 설사는 더욱 중

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원인균주에 따라 다르지만 세균성이질은 매우 적은 양

(101-102개)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대변배양에서 양성인 환자의 손가락을 

배양하면 이중 10%에서 균이 분리되므로(DuPont, et al., 1989), 환자나 병원체 보

유자와의 직․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격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치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의뢰한 배양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일 때까지이며, 대변

배양은 항생제 복용이 완전히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01).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전파차단을 위해서는 격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이환기간이 짧고, 자연호전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완벽한 격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Butcher, Kudesia, Gordon, 1989).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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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은 아프거나 감염성질환이 있어도 환자를 돌봐야한다고 생각하며, 설사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68%정도는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Haley 

& Emori, 1981). 또한 대부분은 근무를 중지할 만큼 아프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이 생겼을 때 조리관계자뿐만 아니

라 관련 있는 의료인들의 근무를 제한시키는 것이 어렵다(Butcher, et al., 1989).

  근무제한이나 격리가 전파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급

여 등에 혜택에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Dupont & Ribner, 1998). Haley와 

Emory(1981)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미국의 경우 이미 병원직원의 근무제한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들이 문서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호사들과 일선관리

자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지침들에 익숙하지 않아 지침과 실제사이에 차이가 많음

을 볼 수 있었으며, 근무제한이 급여에 향을 미친다고 믿을 때 직원건강 관리부

서에 의논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지침이 실무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직무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급여기준 등이 마련되어

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Opal 등(1989)의 보고에 

의하면 질병발생 첫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해 주는 인사정책의 경우 조리부서

의 직원들은 하루만 근무를 쉬고 있었으며, 반면 직원들의 질병으로 인한 근무제

한에 대한 급여규정이 명백하게 있는 노인요양병원에서 호흡기계감염과 소화기계

감염의 집단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 et al., 1996). 더불어 필요

한 것은 근무제한이나 격리의 필요성, 감염질환의 심각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 제공이다. 탁아시설에서 E. coli O157:H7감염이 집단발생하 을 경우 감염환아

들의 등교제한의 이유와 필요성이 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된 후에야 부모들의 여

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등교제한이 잘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다(Belongia, et 

al., 1993).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전파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본주의지침의 철저한 수행이 요구되는 것은 기본

이며(Patterson, 1999),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대응들이 필요하

다. 손씻기를 포함한 격리에 필요한 물품의 충분한 공급이나 저해요인 제거, 부서

책임자의 격려, 상황의 심각성이나 격리지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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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Larson, et al., 1997; CDC, 2002). 손씻기를 비롯한 격리지침의 높은 수행도

는 다제내성병원균의 전파를 차단함으로서 병원감염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정재심, 2002). 

⑷ 홍보 및 교육 

  집단감염이 발생하 을 경우 새로운 감염을 찾아내고 위험요인을 찾아내기 위

해 일반대중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MacDonald, et al., 1985).  1994년의 워싱톤에서 발생한 E. coli O157:H7의 집단

발생시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조를 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감염들을 찾아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Bell, et al., 1994), 1997년 미국 노스캐롤리나에서 발생한 

S. sonnei의 집단발생에서는 원인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손씻기와 

개인위생에 대한 광범위한 계몽으로 유행발생이 조절되기도 하 다(Mckee, et al., 

2000). 일본의 사카이현에서 발생한 E. coli O157:H7의 집단감염의 경우 각종 미

디어와 교육매체를 통하여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제작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

규모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집단발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파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들이 지켜지도록 한 것에서도 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박선희, 

1997). 그러나 식품매개 감염질환에 대한 대중홍보나 교육 시 특정식품에 대한 주

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모든 식품은 2차 오염으로 인한 원인식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과 모든 식

품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스즈끼후미꼬, 1997).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입원한 환자들과 관련하여 보호

자들의 궁금증이 많을 수 있으므로 환자가족이나 일반인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답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미디어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Dryden, 

et al., 1994). 대중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전달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그로 인한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매개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제공자, 관

리자 및 조리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Keenee, 1999).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정

보나 교육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거나(Villa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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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혹은 식품이나 음식을 조리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정보

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Keene, 1999).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교

육내용은 개인위생 준수, 적절한 조리방법, 교차오염의 예방, 안전한 온도에서 음

식의 보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의 제거 등이며,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

분은 손씻기가 포함된 개인위생 준수 부분이다(Medeiros, 2001). 많은 경우의 식품

매개 감염질환은 오염된 식품에 의한 경우보다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오염이 발생되고 증폭되며(Belongia, et al., 1993), 불량한 개인위생이 실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비용을 유

발하기 때문이다(Medeiros, 2001). 일반적인 예방내용뿐만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장내배설물에 대한 관리, 개인위생 강조, 확진 전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에 초점을 두며, 식품취급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상수관리자, 육

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출된 경우 근무제한에 대한 내용(국립보건원, 2001a)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자에 따라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교육의 효과로 행위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대상자들의 행위에 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하여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1999년 맥시컨 치즈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해서 사용한 할머니 프로그램(Grandmother project)은 민속음식의 제조과정

에 향력 있는 그 지역의 어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효과를 본 경우 다(Villar, et 

al., 1999).

  

⑸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관리

  세균성이질이나 장티푸스의 경우 본인은 증상이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균을 배

출하는 병원체 보유자에 의한 감염의 지속적인 전파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Dryden 등(1994)은 원내감염으로 집단발생한 살모넬라감염의 관리에서 접촉주의

를 포함한 적극적인 감염관리에 의해서도 조절되지 않던 집단발생이 결국 조리부

서 직원들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조절된 것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전파에 조리부서 직원들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 확인 유무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균의 배출기간은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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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지만 세균성이질의 경우 증상 발현 후 4주일 정도에서 드물게는 수개월 

혹은 더 이상 지속되기도 하므로(Levine, et al., 1973),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

한 파악과 치료 없이는 식품관련질환의 유행적 발생을 종결하기 어렵다. 특히 탁

아시설이나 병원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집단감염을 조절하기 위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Belongia, et al., 1993). 조리부서의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에 공동 폭로자

나 접촉자 역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폭로자나 접촉자 중에서 무증상 병원체 보

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폭로자나 접촉자는 노출 후 최대 잠복기간까

지 발병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국립보건원, 2001a)

⑹ 환경관리

  식품매개 감염질환은 대부분 감염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을 통해 환경표면

과 손을 오염시켜 전파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필요하다(Farr, 1999). 환경 표면의 

오염제거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독제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환경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들은 70-90%의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 제제, 페놀계 소독제

가 함유된 세제, 아이오도파 제제, 암모니움 제제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Rutala, 

1990), 자외선 소독이 가능하다(Bank, et al., 1991). 식품매개 감염질환을 유발하는 

원인균주들은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섬유제품들은 고온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McDonald, 1999).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를 단

순 격리치료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역할을 의료기관에 요구한다. 집단감염의 인지

에서부터 역학조사 및 방역관리가 모두 포함된 감염관리 뿐만 아니라 감염의 집

단발생이라는 의료기관의 위기에 대한 공중관계 관리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효과적으로 상호협조해야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역동적 대

처가 요구되므로 효율적 관리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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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3.2. 표본 

  2001년 12월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을 의

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에 대한 표본대상으로 하 다. 

3.3. 연구진행 단계  

3.3.1.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역학

적특성 파악 

1)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에 대한 조사기관의 특성, 발생특성(규모 및 일자별 발

생 현황, 연령 및 성별 분포, 직종별 및 근무부서별 분포, 위험요인), 임상 증

상, 치료성적, 균주의 감수성, 가족에서의 이차 감염률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

자의 발생률 등을 파악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음식섭취 설문지로서 증상과 섭취한 음식

에 대한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3) 자료수집원: 집단발생기간동안의 외래 및 입원 진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진료기록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의 내용을 섭취한 음식 및 

증상에 대한 보충자료로 사용하 다. 검사결과나 처방내용은 처방전달시스템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3.3.2.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감염

관리 체계 및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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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관리체계를 조직, 운 원칙, 역할 분담으로 분석하 으며, 구체적 감염관

리 내용을 시간경과와 업무내용에 따라 분석하 다.  

2) 자료수집원: 비상대책팀의 상황일지, 회의록, 비상대책팀의 각종 보고내용 기

록, 원내 업무연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료들을 통해 수집하 다.

3.3.3.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

적 손실 파악

1) 집단발생기간동안 세균성이질의 치료 및 관리에 투여된  비용 중 병원측이 부

담하 던 비용만을 분석하 다. 2001년 12월 현재의 비용으로 산정하 으며, 

직접비용(진료비용, 관리비용, 방역비용, 생산력 손실)과 간접비용(수입감소)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⑴ 진료비용: 환자 및 의사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부

담한 비용을 투약, 검사, 진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⑵ 대책본부 운 비: 비상대책팀의 운 비로서 투입된 의사 및 간호사 등 상주

인력의 인건비와 회의비용, 식사비등의 기타 운 비를 포함하 다. 인건비는 

각 인력들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을 적용하 다. 

⑶ 방역 비용: 이차 감염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증가한 손씻기 관련 물품비, 환

경관리를 위해 투여된 인건비,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

여비,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발견을 위한 대변배양 검사비 등을 포함하 다. 

항생제는 실거래가를, 대변배양 검사비는 보험숫가를 적용하 다.  

⑷ 조사비: 집단발생가능성을 시사하는 환자가 발견되면서 집단발생임을 확인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조사진료비와 조사인력비, 환경배양비가 포함되었

다. 집단발생기간동안 소화기계 증상이 있었거나 감염원에 노출되어 진행되

었던 세균성이질 확인을 위한 진료비는 조사비로 포함하 다. 

⑸ 생산력 손실: 세균성이질로 인해 입원 및 근무제한이 이루어졌던 직원들의 

손실급여액과 이들의 노동력 상실로 인해 남아있던 직원들에게 발생한 시간

외 근로 비용을 포함하 다. 

⑹ 입원진료비 및 응급실진료비 손실: 직원들의 격리 및 근무제한으로 인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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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건수의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의미한다. 2000년 12월과 비교하여 

2001년 12월에 감소된 입원건수 및 응급실 진료건수에 2001년 12월 평균 입

원진료비 및 응급실 진료비를 곱하여 추정하 다. 

2) 자료수집원: 외래 및 입원환자들의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항목 및 금

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생산력 손실은 입퇴원기록, 근무기록 및 시간

외 근무 청구서 등을 참조하 다. 대책본부 운 비 및 방역비용, 조사비용 등

은 상황일지 및 회의록을 통해 소요시간을 산정하 고 기타 소요물품 및 항생

제 사용 등은 물품청구목록, 대책팀에서 작성하여 놓은 예방적 투약 복용자 

목록 등을 참조하 다. 입원진료비 및 응급실 진료비 손실에 대한 항목은 입

원 원무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2000년과 2001년 12월의 진료건수 차이를 확인

하고 평균 진료비를 확인하여 사용하 다. 

 

3.3.4.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 개발

1) 1단계: 1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감염관리 내용의 분

석과 문헌고찰에서 나타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관리방안을 토대

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모델 틀을 개발하

다.

2) 2단계: 개발된 감염관리모델을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전문가 

집단은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감염내과 교수 1인, 예방의학 교수 1인, 간호대학 교

수 3인, 감염관리 경력 8년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인 감염관리사 3명이었다.

3) 3단계: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

단발생 시 감염관리모델을 수정한 후 최종안을 개발하 다.

3.4. 자료분석방법

  일반적인 내용은 SPSS win 1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정리하

으며,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의 위험요인분석을 위해서는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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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4.1.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역학적 특성 

4.1.1. 발생개요

  2001년 12월 3일(월) 오전 병원직원 중 설사환자 1명(오OO, F/26, 심장혈관센터 

수술실 간호사)이 감염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검사(대변, 혈액검사 포함)후 입원하 다. 

다음 날 오후 다른 병원직원 1명(권OO, F/28, 3층 수술실 간호사)이 설사를 주소로  

감염내과 외래를 방문하 으나, 증상이 경미하여 필요한 검사 후 귀가 조치하 다. 집

단식중독이란 함은 역학적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

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

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2). 그러나 월요일에 방

문한 오OO 간호사는 도시락을 먹은 후 발생하 고 화요일에 방문한 권OO 간호

사는 김밥을 먹고 발생하여 동일한 음식이 아니었고, 또한 두 사람의 설사를 포함

한 위장증세도 정도와 양상면에서 상이하 으므로 이 당시 집단 식중독을 의심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병원 내 감염관리차원에서 혹시 위의 두 사람과 유

사한 증상을 보이는 설사환자가 같은 부서에 더 발생하 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하

고 조사과정에서 수술실의 집단급식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 12월 5일(수)

부터 수술실 도시락을 포함한 모든 외부음식의 반입금지조치를 취하 다. 역학조

사를 통하여 같은 부서 내 직원 중 일부가 감기증상과 함께 설사를 동반한 위장

관 증세가 있었음을 파악하 으나, 설사의 양상이나 정도, 증상 발생 전 섭취한 

음식이 매우 다양하여 병원 내 직원에서 발생한 설사질환을 식중독으로 생각하기

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았다. 한편 발생시기가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적은 

겨울철이고, 발생부서가 수술실로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직원들간에 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공기전파나 접촉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시작

하 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월 6일(목) 오전에 직원들이 섭취한 음식내용 중 매점 

김밥이 수술실 도시락과 같은 업체인 S외식으로 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S외식의 도시락과 김밥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급격

히 커지면서 본격적인 유행원인을 밝히려는 역학조사 및 병원 내 감염관리활동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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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조사기관의 특징 

  세균성 이질이 발생한 기관은 총 1,500병상 규모의 3차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위

한 자체 급식시설을 운 하고 있고 식수는 모두 상수도를 이용하며, 각 병동이나 

근무부서 단위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은 모두 수세식이며 

오․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자 외에 직원이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및 매점은 총 7곳이 있으며, 

근무특성 상 수술실, 회복실 등에는 외식업체에서 도시락이 공급되고 있었다. 이 

중 S외식에서 도시락이 제공되는 부서는 총 8개 부서로 일일 평균 200개 정도가 

공급되고 있었고, 매점에서 판매되는 김밥은 일일 평균 40-50개 다. 동일 지역내

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약 4,0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1.3. 발생 특성 

1) 발생규모 

  설사를 포함한 위장관 증상이 있는 직원은 모두 직원전용 진료실을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 다. 총 584명 진료가 행해졌으며 이 중 세균성이질 환

자 및 의사환자는 총 167명이었다. 167명 중 직원가족, 환자 및 보호자를 제외한 

병원직원은 총 153명으로서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78명에서의 발병률

은 3.75% 다. 의사환자 167명중 대변배양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는 86명(51.5%)이었

으며 모두 Shigella sonneii가 분리되었다. 이 중 3명은 추후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

한 대변배양검사를 통해 확진된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다.  

2) 일별 발생현황 

  문진에 의하여 증상이 시작되었던 날을 발생일로 간주하 으며, 증상 시작일을 

기억 못하거나 증상이 없었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를 제외한 162명과 이 중 확

진된 83명의  발생일과 확진일을 살펴보았다(그림 3).  발생현황은 11월 26일 첫 

증상환자가 있었으며 11월 30일 20여명으로 가장 발생자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지하여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하

기 때문에 직원의 외래방문은 12월 3일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후 12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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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명 이상의 발생을 보이다가 모든 외부음식의 반입이 중단된 12월 5일 이

후 발생건수가 감소하 다. 확진은 직원전용 외래진료를 시작하면서 실시한 배양

검사가 확인되는 12월 9일과 10일에 가장 많았다. 

3) 연령 및 성별 분포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여자 116명, 남자 51명으로 

여자가 2배정도 더 많았고 연령의 분포는 20대와 30대가 각 103명과 37명으로  전체

의 83.8%를 차지하 다(그림 4). 10대 미만이나 60세 이상의 경우는 모두 직원가족인 

경우 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종별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일자별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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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자 및 의사환자의 성, 연령별 분포(n=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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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종별 발생현황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직종별 분포는 간호사가 6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7.7%를 차지하 으며 보조수 및 보조원 23명(13.8%), 전공의 21명(12.6%), 의과대

학 및 간호대학생 12명(7.2%), 직원가족 및 친구 9명(5.4%)의 순이었다(그림 5). 

5) 근무부서의 분포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중 가장 빈도가 많았던 간호사,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보조수 및 보조원 105명을 중심으로 근무부서를 살펴보았다(그림 6). 105명 중 

49%인 51명이 회복실을 포함한 수술실에 근무하는 경우 다. 그러나 외과계 의사 

12명(11%)의 경우 수술실이 주 활동 장소 음을 고려한다면 수술실과 관련되는 

경우는 60%가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응급실 21%, 일반병동 13%, 

기타 8%의 순으로서 수술실이나 응급실과의 관련성이 높아 보 다.  회복실을 포

함한 수술실은 매일 점심이 S외식에서 도시락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응급실은 11

월 29일 점심에 행사용으로 S외식업체 도시락을 공급하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환자 및 의사환자의 직종별 분포(n=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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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역학조사를 위해 연구대상 기관의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 던 음식 

섭취 설문지 2,404건을 환자-대조군 연구설계로  분석하 다. 직종, 근무부서, 성

별,  S외식 음식 섭취 여부와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에 대한 비차비를 계산하

기 위해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표 3).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

상이 있는 사람은 집단발생이 있었던 기간 동안(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연구대상 기관의 직원 및 학생 중에서 세균성이질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뿐

만 아니라 세균성이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인 혈변이나 설사, 복통, 근육통, 발열 

중 한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분석 결과 가장 향력이 컸던 항목은 S업체에서 공급하 던 도시락이나 김밥

의 섭취로 S업체 음식의 섭취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 

발생위험이 11.9배 다. 또한 일반 사무부서에 비하여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근

무했던 경우가 각각 9.3배, 4.1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남자보다는 여

자가 1.4배 위험도가 높았으나, 직종은 일반직에 비해 의료인의 위험도는 차이가 

없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비차비 값이 큰 원인이 이 분석에서 사용하지 못한 다른 변

수의 향인지 아니면 여성자체가 세균성이질 발생가능성이 남자보다 높은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분석에서 병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유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위험요인은 S외식의 도시락과 김밥의 섭취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의료인력의 근무부서별 분포(n=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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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중 증상이 나타나기 전 도시락이나 김밥을 섭취하 던 

경우는 142명(85.0%) 으며, 도시락이나 김밥의 섭취는 없었지만 가족이나 직장동

료 중 세균성이질 환자 및 의사환자가 있었던 경우는 13명(7.8%)이었다. 

7) 가검물 채취

  문제가 발생하 던 시기의 도시락은 검체가 확보되지 못하여 배양을 시행하지 

못하 지만 2001년 12월 6일(목)에 배달되었던 도시락 20개에 대하여 배양검사를 

진행하 다. 도시락 음식에서 S. sonnei의 분리는 없었다. 도시락의 내용물인 밥, 

국, 계란찜, 소고기 볶음, 멸치 볶음, 김치볶음에서 분리된 균주는 없었지만 무생채

에서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Enterobacter spp가 분리되었으며, Klebsiella 

oxytoca 16건, K. pneumoniae 3건이 분리되어 가열하지 않은 음식에서의 오염가

능성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표 3.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 유발 위험요인의 비차비(n=2,404명) 

비차비 95% Confidence limits

S외식 섭취
도시락/김밥 섭취 11.9*

8.7-16.2
도시락/김밥 섭취 없음 1.0

근무부서

수술실 9.3* 5.2-16.8

응급실 4.1* 1.9-8.8

기타 1.9 1.3-2.7

내과 1.9 1.3-2.7

외과 1.7 0.8-3.8

일반병동 1.1 0.7-0.9

사무부서 1.0

성별
남자 1.0

1.1-2.0여자 1.4**

직종

간호사 0.8 0.5-1.2

보조수/원 1.3 0.9-1.8

의사 1.5 0.8-2.8

기타 1.0

* P<.0005,  **P<.005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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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임상증상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임상증상을 살펴보았다. 최초 증상은 설사가 56.3%

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 14.6%, 발열 13.9%, 근육통 7.9%의 순으로 발생하 다(그

림 7). 동반된 증상 역시 설사가 88.1%로 가장 많았고 복통 61.7%, 발열 44.9%, 후

증기 37.7%, 근육통 19.8% 다(그림 8). 설사양상은 대부분 묽으나 노란색의 양상

이었으며, 쌀뜨물 양상 13.8% 으며 세균성 이질의 전형적인 특성인 대변에 혈액

이나 고름이 섞인 경우는 각각 5.5%와 12.4% 다. 설사의 지속기간은 1일(19.0%), 

2일(25.9%), 3일(19.7%), 4일(13.6%), 4일 이상(22%) 이었다. 

 도시락이나 김밥을 섭취한 대상자 142명 중 섭취날짜를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

는 134명에서 음식 섭취 후 최초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 분포를 보면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10.2%, 1일 14.4%, 2일 19.2%, 3일 12.6%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 다(그림 9). 

그림 7.  최초 증상의 분포(n=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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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증상 발현률(n=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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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치료 성적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모두에게 항생제 치료 및 입원치료가 행해졌다. 세균

성이질이 의심되면서 국내에서 분리된 이질균의 항생제 감수성 패턴을 토대로 

Cipropoxacin을 사용하기 시작하 다. 본원 분리 균주들의 항생제 감수성 패턴 확

인 후  Ciprofloxacin 0.5g씩 1일 2회로 5일-7일간 투여를 지속하 으며, 임신한 

경우에는 Zithromax를 3일간 투여하 다. 소아의 경우는 Ceftiam이나 Suprax를 

투여하 다. Shigella sonnei가 분리되었던 86명 중 투약 후 추후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보호자 2명을 제외한 84명에서 투약 후 대변배양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8일로서 평균 4.2일±1.6일이었다. 84명 중 임

신부 4명과 소아 5명을 제외한 75명에게 Ciprofloxacin이 투여되었다. 84명 중 

86.9%인 73명은 투약 후 첫 번째 대변에서 음성을 전환되었으나 11명은 음성과 

양성이 2회 이상 지속된 경우 으며 조사결과 항생제 복용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후 음성으로 전환되었다. 

균주의 감수성이 확인 된 후 소화기계감염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김밥 및 

도시락에 노출되었거나, 환자 및 의사환자인 직원과 접촉한 직원 1,006명에게 예방

적 항생제 투약을 실시하 다. 예방적 투약을 실시한 후 추후 병원체 보유자 확인

그림 9. 섭취 후 증상발현시기(n=1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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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대변배양결과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가 2건 있었으나 조사결과 3일분의 투여 

양 중 1회만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복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

다. 

4.1.6. 균주의 감수성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을 포함하여 총 3,263건의 대변배양

이 진행되었다. 이 중 86명에서 shigella sonnei가 분리되었다. Ampicilline, 

Ampicilline /sulbactam,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Ticacillin/clavulanic 

acid, Cefotaxim, Ceftazidime, Cefepime, Cefoperazone/sulbactam, Aztreonam, 

Meropenem, Cotrimoxazole, Levofloxacin의 13가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

다. 86명 중 83명은 12가지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 으며  Cotrimoxazole에 내성

을 보 다. 2명은 10가지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 으며 Cotrimoxazole, Ampicilline, 

Piperacillin에 내성을 보 고, 1명은 11가지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 으며  

Cotrimoxazole, Ampicilline에 내성을 보 다(표 4). 

  항생제 감수성 패턴이 달랐던 직원 3명의 음식섭취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확진환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음식의 섭취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박OO 직

원은 응급실 근무로서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이용하 고, 11월 29

일 S외식의 도시락을 섭취한 후 12월 1일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지내오다가 12월 

7일 직원외래진료후 실시한 검사 다. 이 후 12월 10일 의뢰한 대변배양검사에는 

다른 대상자와 같은 감수성을 보 다. 안OO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기 4일과 3일 

전 점심은 깁밥을 먹었고 2일과 1일 전에는 원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한 경우

로서 첫 배양검사 이후 3일 후에 진행한 검사에서는 다른 확진자와 같은 내성패

턴을 보여 주었다. 신OO 직원은 수술실 근무 간호사로 11월 25일부터 30일 까지 

6일간 매일 점심을 S외식의 도시락으로 먹었고, 그 외 가정 외에 외식은 없는 경

우 으며 이후 균의 분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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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가족에서의 이차 감염률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가족에 대한 대변배양검사가 실시되었다. 대변배양

검사는 거주지 보건소 및 연구대상 의료기관에서 총 216명의 가족구성원에 대하

여 진행하 다. 7명이 증상이 의심되어 가족내 전파력은 3.2% 으며, 이 중 5명이 

대변에서 균이 분리되어 확진되었다. 확진된 가족 5명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연구대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로서 방사선사와 간호사의 자

녀 4명과 환자 1명 이었다. 이 환자는 집단발생기간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

로서 구강섭취가 없었던 경우 다. 역학조사결과 환자의 보호자가 매점 김밥을 구

입하여 섭취한 후 증상이 심하게 있었던 경우로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 

 

4.1.8.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발생률 

 집단발생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표 4. 항생제 감수성

Case

항생제
1 2 3 .... 83 84(박00) 85(안00) 86(신00)

12/7 12/10 12/10 12/13 12/7

Ampicilline, S S S S S R S R S R

Ampicilline/sulbactam, S S S S S S S I S I

Piperacillin, S S S S S R S R S R

Piperacillin/tazobactam, S S S S S S S S S S

Ticacillin/clavulanic acid S S S S S S S S S S

Cefotaxim, S S S S S S S S S S

Ceftazidime, S S S S S S S S S S

Cefepime, S S S S S S S S S S

Cefoperazone/sulbactam, S S S S S S S S S S

Aztreonam, S S S S S S S S S S

Meropenem, S S S S S S S S S S

Cotrimoxazole, R R R R R R R R R R

Levofloxacin S S S S S S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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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 다. 양과 및 원내 

입점 부서의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 249명을 포함하여 총 2,427건의 대변배양

검사를 실시하 다. 이중 예방적 항생제의 복용이 없었거나 불충분하 던 1,421명 

중 3명의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되어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발생률은 0.2% 다. 

이 3명은 예방적 투약 대상자 으나 1명은 누락된 경우 고 2명은 투약이 불충분

한 경우 다. 

4.1.9. 외부 발생 현황 

 본 연구기관에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이 보고되기 전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00정보고등학교에서 같은 회사에서 납품된 도시락을 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된 

것이 보고된 상태 다. 본 연구기관에서 S외식과 관련된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고가 있은 후 국립보건원에서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하 다. 역학조사결과  

본 연구기관에 도시락을 납품하 던 회사인 S외식 종사자 중 5명이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사 증상을 보 으며 이 중 4명이 S. sonnei에 의한 세균

성이질로 확진되어 감염조리자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식업체는 본 연

구대상기관에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을 보건소에 신고한 12월 6일 이후 던 12

월 8일까지도 도시락 및 김밥을 여러 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업체

의 일별 생산량은 주문에 따라 다르나 통상 일일 수백인분 이상 납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국립보건원 역학조사과에서 이 업체의 매출 장부를 토대로 도시

락 납품장소를 추적, 섭취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직장채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

원, 경찰기동대, 학교, 고궁, 호텔, 교회에서 진행된 결혼식 피로연등에서 설사환자 

1,145명 이중 430명이 세균성 이질로 확진되었으며, 인과성이 완전히 확인된 사람

은 확진 346명, 설사 553명이었다. 이는 유통도시락으로 인한 최대의 환자발생이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업체에서 지속적인 도시락을 공급받던 기관으로 가장 

환자 발생이 많았던 기관은 본 연구대상기관과 같은 산하병원인 OO병원으로서 

전체 20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S외식 관련 이질 확진자의 60.1%를 차지하

다. OO병원과 본 연구기관에서 분리된 균주의 항생제내성패턴은 검사결과  

Cotrimoxazol에만 내성이 있는 동일한 항생제 내성패턴을 보 다(국립보건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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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추정 감염원인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가능 증상이 없었던 대조군에 비해 

S외식의 도시락과 김밥 섭취 여부가 가장 주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에서 음식이 공급된 기관에서 세균성이질 환자들이 발생하 고 

분리된 균주의 항생제 내성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S외식에서 공급된 도시락

과 김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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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시 감염관리 체계 및 내용

4.2.1. 감염관리체계 

  기초 역학조사에서 전파력이 높은 S. sonnei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락

과 김밥에 노출된 직원의 규모가 200-3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의 감염

관리실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병원전체의 차원에서 비

상대책팀을 구성 운 하 다.

1) 비상대책팀의 조직 

  집단발생 확인 첫날 병원장으로부터 대책팀의 구성 및 운 을 요구받았으며 모

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다. 진료부원장을 팀장, 감염관리실장을 부팀장, 감염관

리사를 간사로 위임하여 구성하 다. 팀원으로는 감염내과 및 소아감염, 진단검사

의학과의 전문의,  간호부장, 교육수련부장, 의과대학 학생부장 및 수술실장과 응

급실장 및 노출직원이 많았던 부서의 간호과장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행정적 지원

에 대한 결정과 역학조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행정부장, 서무팀장, 홍보과장 및 

예방의학과 교수가 합류하 다. 

2) 대책팀의 운 원칙 

  비상대책팀은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병원장 회의실에서 운 본부를 두어 진행

하 으며, 모든 관리는 비상대책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 다. 비상대책팀의 

기본적인 운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⑴ 비상대책팀의 운  목적은 이질 환자 및 의사환자의 신속한 발견, 치료 및 격

리조치를 통해 상황의 빠른 종결, 이차감염의 차단이다.

⑵ 비상대책팀의 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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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운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가장 최근 회의에서 결정된 원칙에 

준하여 진행한다. 

⑷ 외부기관과의 접촉 및 정보의 관리는 홍보반과 감염관리실장을 통해 일원화 

한다. 

  운 본부는 병원장실 옆 회의실에 두었으며, 모든 사무업무와 전산업무가 가능

하도록 필요한 전산사무체계를 지원하 다. 대책팀의 회의는 운 본부에서 진행하

으며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사, 간호부 파견 간호사 2명, 일반직 지원인력 1-2

명이 상주하 다.

3) 역할 분담

  대책팀은 활동 역에 따라 기획반, 진료반, 조사반, 교육반, 홍보반, 환경관리반으로 

나누어 진행하 다. 

⑴ 기획반

   병원장실, 감염관리실, 행정부장, 간호부장, 교육수련부장과 학생부장으로 구성

하 다. 비상대책팀의 모든 운 방안과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하 다. 기획

반 중 감염관리사와 감염관리실장이 본부에 상주하면서 간호사 지원인력을 지

휘하여 모든 통계자료의 관리 및 문의사항을 해결하 다. 

⑵ 진료반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간호부로 구성되며 직원전용 외래를 운 하며 환자의 진

료 및 통계를 담당하 다.  

⑶ 조사반

   감염관리실, 예방의학, 소아감염, 교육수련부로 구성되며 필요한 역학조사 내용

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역학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 직원과 의과대학을 대

상으로 진행하 다.

⑷ 교육반

   감염관리실, 교육수련부장으로 구성되며 전 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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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⑸ 홍보반

   홍보반은 병원의 홍보팀장과 비상대책팀의 팀장 및 부팀장으로 구성하 으며, 

언론과의 접촉을 담당하 다. 

⑹ 환경관리반 

   감염관리실, 서무팀, 직원의 발생이 많았던 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전용병실의 

수간호사로 구성되었으며 화장실 관리와 손씻기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및 관리

를 중점으로 진행하 다. 

4.2.2. 감염관리 내용

1) 활동별 감염관리 내용

 ⑴ 역학조사실시 

  유행적 발생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실 응급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역학조

사를 설문지를 통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하 다. 추정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증상이 없었던 직원들에도 확대하 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부서, 증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1주일 간 섭취한 식

사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경우는 정부의 수인성/식품매

개 감염질환 역학조사서를 작성하 으며, 직원들의 편이와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

행을 위해 환자 및 의사환자의 진료나 입원시 역학조사서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 고 일괄 수거하여 보건소로 송부하 다. 

⑵ 원인제거: 원외음식 반입 금지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집단감염 가능성이 인지됨과 동시에 원내 전반에 걸쳐 S

외식의 도시락 및 김밥을 포함한 모든 외부음식의 반입을 금지하 다. 이를 위하

여 원내 전반에 업무연락과 원내메일을 통한 공지 및 감시 강화와 feedback를 진

행하 다. 원외 음식 반입 금지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내식당 

의 운 시간 연장 및 구내 식당에서의 도시락 공급 등을 진행하 다. 직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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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도 원외음식 반입에 대한 협조를 구

하 다.

⑶ 치료 및 격리 

① 직원 전용 진료실 운  

  세균성이질 의심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외래진료를 시작하 다. 

진료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과정에서 일반환자에게로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 응급실 외래에 직원전용 진료실을 설치 운 하 다. 12월 6일

에서 12월 22일까지 16일간 운 하 으며, 진료대상은 증상이 있는 직원, 직원 가

족 및 매점 김밥을 먹은 보호자까지 포함하 다. 진료기간동안 의사 및 확진환자 

167명을 포함하여 소화기계 증상이 있거나 감염원에 노출된 환자 584명에 대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졌고, 120명에 대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그림 10). 

   진료는 의료인의 교대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중에는 아침 7:00부터 시작하

여 오후 11:00까지 실시하 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진행하 다. 감염내과의가 2명 상주하여 진료를 진행하 으며 수납과 채혈 

및 검체 채취 과정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 환자와의 혼합을 피하기 위

하여 응급실 외래에서 직접 수납과 검체채취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사무공간을 

그림 10. 일자별 진료건수(n=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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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 다. 진단검사의학과 원무과, 간호부 등 관련부서의 인력파견이 이루어졌

다. 본격적인 직원전용 진료실을 운  후 일평균 34 ±30.25명의 진료를 행하 다. 

환자 및 의사환자의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족 및 동거인의 대변배양검사가 

각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하는 경우 직원들의 편이를 위해 직원

외래를 같이 이용하도록 하 으며, 모든 진료행위는 병원부담 후불 조치하므로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 다. 

   또한 직원감염으로 인한 환자의 이차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함은 물론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입원환자 중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주의해

서 관찰할 것을 임상각과와 각 간호단위에서 공지하 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감염내과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즉시 협진진료를 진행하 다. 입원환자 중에서 

세균성이질 환자 및 의사환자와 설사환자가 발생하 으나 연구대상기관과는 관련

이 없었던 지역사회에서 획득한 경우나, 보호자에 의해 이차감염된 경우, 혹은 단

순 설사 등이 었으며, 직원으로부터 전파된 경우는 없었다.

② 격리조치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는 격리를 위해 입원시켰다. 외래 직원전용 진료실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판단하여 증상이 의심되면 곧 치료와 격리를 위해 즉시 입원

조치 하여 총 120명의 입원이 이루어졌다. 모든 증상환자는 화장실이 있는 1인실 

및 2인실 병실을 사용하 다. 신속한 입원과 일반환자와 구별을 위하여 직원 전용

병동 및 전용 병실을 마련하여 사용하 다. 입원기간동안 가족 및 직장동료의 면

회 및 상주를 금지하 으며 입원병실과 화장실에 소독비누와 손소독제를 비치하

여 손씻기를 강조하 다. 병동내 정수기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수

기 사용을 금하고 생수를 각 개인별로 공급하 다. 격리는 대변배양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하고 근무 복귀하 다. 

⑷ 교육 및 홍보 

① 교육

  세균성이질의 집단감염임이 확인되던 12월 6일(목)부터 12월 9(일)까지 의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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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학생, 미화원 등 원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사가 

진행하 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부서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

다. 교육내용은 세균성 이질의 특성, 현재 발생현황 및 관리내용,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손씻기를 포함한 개인위생 관리, 화장실 관리, 직원

전용 외래운 시간 및 이용방법,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외래 방문 및 격리 방법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방법, 

외부와의 접촉시 적절한 대처방법(문의 창구의 일원화)등도 교육내용에 포함되었

다. 보건소에서 제작한 세균성이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원내 전반 및 외래에 배

포하여 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의 경각심을 높 다. 상황진행 사항이나 공지사항

은 업무연락뿐만 아니라 원내메일을 통하여 원내 전역에 수시로 배부하 다.  

 세균성이질에 대한 방역은 주로 손씻기와 화장실 관리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

다. 손씻기 강화를 위해 소독비누와 종이타올의 설치 및 공급을 12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원내 모든 화장실로 확산하 으며 특히 직원전용 화장실에 더 많은 주의

를 기울 다. 손씻기를 위한 싱크가 부족한 부서를 위하여 손소독제를 전 부서의 

근무현장에 공급하 고 사용방법에 대한 포스터를 부착하 다.  

② 홍보 

   12월 7일 서울시청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에서의 집단발생에 대한 정보가 게제 

되었고 8일 조간 신문에 집단발생에 대한 뉴스가 실림으로서 미디어에 보도되기 

시작하 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8일(토) 주요 3개 방송사에 비상

대책팀장과 부팀장이 인터뷰를 진행하 다. 그 후로 인터넷 뉴스와 주요 신문 및 

방송사의 뉴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 으며 12월 12일 언론에 사실과는 다른 내

용이 보도되어 정정하 다. 내용은 연구대상기관의 직원 부인인 양OO 환자가 경

기도 고양 소재 장애인시설(OOO 동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설내 사람 10여

명을 이차 감염시킨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양OO환자가 봉사하던 장

애시설에서 감염되어 가족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원으로 추정되었던 

연구대상기관의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경우 다. 이에 대한 기사정정을 홍보

과를 통해 요구함과 동시에 관할보건소에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 57 -

정정하 다.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장애시설에 김밥을 보내

주었던 호텔 역시 S외식업체에서 김밥이 공급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행적 발생이 확인

된 경우 다(국립보건원, 2002). 이러한 사실은 뒤늦게 보도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정

된 내용으로서 지역언론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및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 다. 

⑸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 및 관리 

①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시작 

  도시락이 공급되었던 부서와 감염직원이 발생한 부서의 직원들에게 무증상 병

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 다. 항생제는 Ciprofloxacin 500mg을 

3일간 투여하 다. 

② 원내 식당 및 매점 직원의 대변배양 검사 실시

  세균성이질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파급효

과가 크기 때문에 원내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자체적인 위생점검과 대변배양검사

를 실시하 다. 서무팀과 양과로 구성된 위생점검팀을 조직하여 12월 8일 원내 

식당 및 매점 8개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에 대해 부서에 통보

하여 개선하도록 하 다. 또한 근무직원 249명 전원에 대하여 대변배양검사를 진

행하 으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원내 조리종사자에 의한 감염가능성

은 배제되었으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 다.  

③ 병원직원의 배양검사 실시 

  상황을 종료하기 위하여 환자 및 의사환자의 발생이 감소되면서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발견을 위한 배양검사를 실시하 다. 환자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서, 환

자 및 의사환자가 발생하 던 부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섭취한 직원이 있었던 부

서의 직원 2,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예상되는 대변배양건수가 약 2,000여건

이 넘기 때문에 연구대상 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일 

100-200건 정도로 조절하기로 하고 진료에 투입되는 임상각과와 간호부서를 우선

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 다. 검체 채취는 각 부서의 관리자들의 책임하에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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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바른 검체 채취를 위한 안내지가 배부되었으며 배양 검사 의뢰 및 결과 

현황을 매일 각 부서에 통보하 다. 폭로자 및 접촉자에 대한 병원체 보유자검사

는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에서 진행하여야 하므로 배양검사를 검체만 채취하여 의

뢰하려 하 으나 관할 보건소와 관할 시청에서의 검사실 사정으로 연구대상기관에서 

진행 하 다. 대변배양을 위한 수송배지는 보건소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 다. 

⑹ 환경관리

  화장실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각 화장실의 소독비누 및 종이타

올의 설치 및 공급, 화장실 앞 소독제발판의 사용 등을 강화하 고 환자 발생이 

많았던 12월 22일까지는 매일 2차례 이상 수시 점검을 진행하여 위생관리에 철저

를 기하 으며, 이를 위하여 전담인력 3명을 추가 배치 운 하 다. 산하기관 중 

의대 및 간호대 학생과 간호사 중 일부가 생활하는 기숙사, 직원자녀들의 탁아시

설인 어린이집의 이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을 기숙사와 어린이집까지 

확대하 으며, 가족 중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의 등교를 자제하

도록 하 다.

⑺ 의대생 실습 중지

  의과대학생 중 도시락과 김밥에 노출되어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임상실습을 중지

하 다. 김밥과 도시락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던 치과대학생과 교과과정상 실습이 종

료되었던 간호대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⑻ 비용 및 행정지원 강화

  설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외래진료 및 격리조치에 따른 모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분을 모두 병원에서 부담하 으며, 격리로 인한 근무공백기간은 

공가로 처리하 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제한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특히 환자발생이 많았던 응급실과 수술실은 축소 운 하 다. 근무제한이 많았던 부서

나 배양검사의 증가로 업무량이 폭주하 던 부서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발생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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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경우는 임시직 간호사를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다. 뿐만 아니라 신속

한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전용병실을 확보하 고, 일반환자의 입원을 감

소시켰다. 모든 업무에 있어  비상대책팀의 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에 우선 순

위를 두어 진행하 으며 역학조사와 대변배양검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 본부

에 행정인력이 지원되었다. 

⑼ 각종 통계자료 관리 

  집단발생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관리하 다. 

① 상황일지: 집단발생과 관련된 매일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기록하 다. 원내 발생현황, 외부와의 접촉내용, 문의사항, 관리지침 및 관련인력  

등이 포함되었다. 

② 비상대책팀 집계: 치료 및 진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료 건수, 확진건수, 입원

현황, 추적검사 내용, 입원환자 중 발생현황 등을 기록하 으며 일별 현황파악

이 가능하도록 하 다. 

③ 근무제한 현황 집계: 입원 중, 자택 대기 중과 업무복귀직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④ 병원 현황: 보건소와의 연락을 위한 자료로서 총 설사환자, 확진환자, 의사 환

자, 입원환자, 대변검사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⑽ 보건소와의 보고체계 구축  

  법정전염병 신고서식에 의해 의사 및 확진환자를 fax를 통해 보고하 으며 일별 

진료현황 및 설사환자에 대한 보고를 전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로 집계가 잘못되기도 하 다. 이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문서화하여 매일 오후 5시

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고한 후 자료의 오해는 없어졌다. 그 외 역학조사서, 대변

배양 수송배지 등을 보건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으며 역학조사서는 작성 후 보

건소로 송부하 다. 균주의 감수성 패턴 확인을 위해 최초 분리된 균주를 서울시 

보건소로 보냈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상호협력체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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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경과에 따른 감염관리 내용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이 확인되던 12월 6일부터 2002년 1월 9일까지 35일간 

세균성이질 집단발생과 관련된 모든 관리활동은 비상대책팀을 통하여 진행하 다. 

발생경과에 따른 감염관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표 5). 

⑴ 환자발생 제 1일-3일: 2001. 12. 3(월)-12. 5(수) 

  첫 번째 환자의 경우 5일 전 (11월 29일)부터 증상이 있어 응급실 방문하 으나 

대증치료만 한 후 퇴원하 었고, 증상 호전 없어 다시 외래 방문하여 식품매개 감

염질환에 대한 검사 실시 후 입원하 다. 증상 시작일인 11월 29일부터 보면 집단

발생의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 12월 4일(화), 확인된 것은 12월 6일로서 S. sonnei에 

의한 집단감염이 확인되는데 1주일이 소요되었다. 2번째 직원 설사환자가 다음날 

방문하 으나 첫번째 환자와의 유사성이 적어 집단발생으로 인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병원감염관리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

를 시작하 다. 조사과정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의 가능성과 외부 급

식업체와 관련성이 인지되어 발생 3일째인 12월 5일에 우선적으로 외부음식의 원

내 반입을 모두 금지시켰으나 일부 설사직원환자에서 Rota virus의 검출, 소화기

계 증상보다는 감기 증상의 빈번, 섭취 음식의 일치성 부족 등으로 식품매개 감염

질환의 집단발생에 대한 확인이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식중독의 의심 혹은 제1

군 전염병의 의사환자로 보건소에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⑵ 집단발생 확인 제1일: 12월 6일(목) 

  환자발생 4일째인 12월 6일, 2명의 환자검체에서 S. sonnei가 분리되었고 김밥

과 도시락이 같은 업체에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면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이 확인되었다. S외식업체의 음식이 집단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어 관할 보건

소에 1군 전염병의 신고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신고를 동시에 오전 전

화 신고, 오후 fax신고 하 다. 비상대책팀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 방안을 논의함

과 동시에 일반환자 외래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지역에 설사직원 전용 외래를 설

치하여 진료를 시작하 다. 발생 4일째 집단발생임이 확인된 첫날 진행된 감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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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비상대책팀 구성 및 운  시작 

-비상대책팀의 운  목적 및 원칙 설정

-비상대책반의 역할 분담 및 회의 횟수 및 시간 결정

-상황일지 기록 시작 

-환자발생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 시작(외래 진료/입원/확진 현황) 

② 격리 및 근무제한에 대한 비용 지원 결정 

③ 직원전용외래 설치 및 진료 시작 

④ 간호사 및 위생관리인, 의과대학생, 인턴 교육 시작 

⑤ 자체 제작한 음식물섭취 설문 조사 시작

⑥ 화장실 관리 강화 및 손씻기 물품 확대 공급 

⑦ 수술 및 입원제한에 대한 임상각과의 협조의뢰 발송,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을 위한 언어 선택시 주의 요구 

⑧ 입원 환자 중 증상발생환자에 대한 감시 강화

⑶ 집단발생 확인 제2일: 12월 7일(금)

  관할시청 보건복지국 웹사이트 게시판에 연구대상기관에서의 식중독에 대한 내

용이 게시되었고 미디어로부터 직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동과 운 본부에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 다.  모든 외부 매체와의 연결이나 접촉은 비상대책팀 

홍보반을 통해서만 하도록 일원화하 다.  

  입원중인 직원환자를 대상으로 관할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 지만 연구

대상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의 관리를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와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전달이나 지침은 없었다. 세

균성이질 의사환자에 대한 보고는 법정전염병 보고서식에 의해 관할보건소에 Fax

로 신고하 다. 

  의대생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의료원 산하인 OO병원 실습과 관련된 것이 발견되어 OO병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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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및 감염내과와 정보교환을 하 다. 원내 이차감염의 예방측면에서 의대생 

실습중지를 결정하여 12월 19일까지 총 2주간 실습이 중지되었다. 정보를 제공받

은 OO병원은 다음날인 12월 8일(토)부터 직원전용 진료실을 운 하여 총 설사환

자 336명, 확진환자 125명이 발생하 다. 추후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OO병원의 

경우는 구내식당에서 국수와 함께 S외식업체에서 공급한 김밥이 제공됨으로서 직

원의 세균성이질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⑷ 집단발생 확인 제3일 : 12월 8일(토) 

  언론매체로부터의 지속되는 취재요청에 의해 방송 3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발

생개요와 현재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 다. 방송 후 관할보건소에서 미디어에 

제시하 던 설사증상 의심환자 59명 전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운 본부에서 이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 다. 대책운

본부에서는 단순한 명단보고로 진행하 고, 보건소에서는 보고된 환자 명단 전체

를 세균성이질 의사환자로 취급하여 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하 으나, 운 본부에서는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다

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① 관할보건소에서 보고된 환자 전원에 대한 역학조사서를 요구하 으나 국립보

건원에서 제작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사용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없었다.  보건소와 의논하여  보고된 

환자전원의 외래진료기록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 고 토요일이라는 시간의 제

약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후에 역학조사서를 노출 직원들에게 다시 배

부하여 취합하 다.  

② 역학조사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데 의무기록에 기재된 주소들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경우가 많아 주소확인을 위한 각 주소지 관할보건소들로

부터 전화가 운 본부로 폭주하 다. 

③ 보건소 역학조사팀의 방문을 예기치 못하 던 보고된 직원들의 당혹감이 컸으

며, 이에 대해 운 본부로 문의와 항의전화가 증가하 다. 이후 보건소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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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는 직원들에게 보건소 직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사전정보를 줌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  

⑸ 집단발생 확인 제7-8일: 12월 9일(일)-10일(월)

  입원환자의 보호자 중에서 세균성이질 의사환자가 발생하여 직원진료에 준하여 

진행하 다. 입원환자나 보호자 중에서 추가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은 

관찰과 즉시 보고할 것 등을 다시 강조하여 원내 전반에 공지하 다. 관할 보건소

로부터 세균성이질 예방 안내문을 전 부서와 외래 및 입원병실에 배포하 고 직

원에게는 원내메일을 통해 추가 공지하 다. 보고된 직원들의 역학조사 내용 중 

가족 및 동거인의 대변배양검사는 직원과 직원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연구대상병

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 다. 필요한 배지를 보건소로부터 공급 받았다. 

⑹ 집단발생 확인 제6일: 12월 11일(화)

   의료원장이 현재 상황에 대한 2차 안내문을 원내메일을 통하여 원내전반에 배

부하 다.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이 많아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격리 및 입

원치료를 위하여 직원전용병동 및 병실확보에 전력을 기울 다. 이차감염 예방을 

위해 조리시설 종사자의 대변배양과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 다. 

⑺ 집단발생 확인 제 7일-9일: 12월 12일(수)-14일(금)

  운 본부에서 인터넷뉴스를 검색하던 중 오보된 뉴스자료가 발견되었다. 외부기

관에서 감염된 직원의 가족이 오히려 직원에서 감염되어 외부기관에 이차감염시

킨 것으로 보도되었고, 연구기관에서의 세균성이질 환자의 발생이 실제보다 더 많

게 보도되고 있었다.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망의 보도자료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

여 정정조치 하 다. 이 후로는 보건소 보고내용을 일정형식에 의해 fax로 일정시

간에 진행하 고, 매일 국립보건원 전염병 정보망과 인터넷 뉴스 등에서 관련내용

들을 검색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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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집단발생 확인 제 10일: 12월 15일(토)

  새로 발생하는 환자수가 감소하여 외래진료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 으

며, 격리기준에 의해 항생제 복용 후 24시간 이후 연속 2회 대변배양에서 음성으

로 나온 직원들의 근무복귀가 시작되었다. 근무복귀가 가능한 기준을 각 부서에 배부

하 으며, 운 본부에서 근무복귀가 가능한 직원과 근무부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 다.

⑼ 집단발생 확인 제 13일: 12월 18일(화)

  정부 방역당국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 및 의사환자들의 근무제한이 원칙대로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자료의 요구는 집

단발생에 대한 감염관리가 종결 될 때까지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확진 환자들의 대변배양 검사진행 및 결과

보고에 대한 기록, 입원환자의 간호기록지, 진료비 수증, 간호사의 근무표 및 출

석부, 교수의 수술 및 마취 일정 등을 복사하여 보냈다. 

⑽ 집단발생 확인 제15-16일: 12월 20일(목)-21일(금)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증상 환자가 없어 종결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 다.

① 직원전용 외래 진료실 폐쇄: 21일 토요일 오전진료를 끝으로 직원전용 진료실

을  폐쇄하 으며, 필요한 경우 감염내과 외래에서 진행하도록 하 다. 

② 근무제한 종결: 12월 24일 마지막 2명의 환자가 근무에 복귀하여 직원의 격리 

및 근무제한은 종결되었다. 

③ 업무협조전 발행: 직원들에게 현 진행상태에 대한 설명과 외부음식 반입에 대

한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원내 메일을 통해 다시 진행하 다. 

④ 노출부서 대청소: 직원의 노출이 많았던 부서를 중심으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포함한 대청소를 실시한 후 청결지역으로 선포하 다.

⑤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 시작: 위험부서 및 노출부서 직원의 대변배양 검사 

방법을 논의 후 진행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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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집단발생 확인 제 24일-28일: 2001년 12월 29일(토)-2002년 1월 2일(화)

  병원체 보유자 검사를 위한 대변배양검사에서 12월 29일, 31일, 1월 2일에 각각 

1명씩 총 3명(보조수 1명, 전공의 1명, 간호사 1명)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가 발

견되어 격리 치료 후 1월 5일 마지막으로 근무 복귀함으로써 격리 및 근무제한은 

종결되었다.  

⑿ 집단발생 확인 제35일: 2002년 1월 9일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진행과정에 대한 관리는 감염관리사만으로

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생 38일, 비상대책팀 운  35일만에 파견 간호

사들의 업무복귀를 명령하 고 감염관리의 종결을 선언하 다.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검사 진행사항에 대해 보건소 보고는 첫 번

째 발행환자 41일, 집단발생 확인 38일째인 1월 12일까지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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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1일 2 3

집단발
생확인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23 24 25 26 27 28~33 34 35

원인제거

입원환자 중 증상발생환자 감시 강화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검사

의대학생 실습중지

교육 및 홍보

방송사 인터뷰

현황 및 협조 원내공문 

통계자료 관리(상황일지, 치료 및 격리현황 등) 

확진환자 보고

의사환자 보고

관리내용

원내 직원 교육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상주인력

병원체 보유자
관리

환경관리

손씻기용품(소독비누, 소독제, 종이타올) 확

화장실 관리 강화(전담인력 3명 운영)

기숙사/ 어린이집 포함

발생지역 대청소

표5.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 집단 발생의 진행과정에 따른 감염관리 내용 

형식에 의한 Fax 보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직원전용 진료실 운영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한 투약

보건소와
의사소통

설문지조사 (본원제작)

역학 조사서(국립보건원 제작)

대책팀 운영

치료및 격리

역학조사

대책팀 구성 및 운영

회의진행

집단발생 인지 및 기초조사

1회/1일 필요시2회/1일

조리관리자 노출 부서

감염관리사(1), 간호사 (3) 감염관리사(1), 간호사(2)
일반직(1-2)

감염관리실장

발생지역 대청소 후 청결지역 선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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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문제점 및 대안 

  일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면

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일부는 크지 않은 시행착오 후에 해결되기도 

하 으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상호협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들은 

감염관리 진행과정동안 명쾌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대책팀의 효율적 운

전략, 감염관리 관리대책들의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자료의 효율적 관리, 

업무효율성과 비용효율성을 고려, 공중관계 관리,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효율

적 관계 구축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 다. 

1) 대책팀의 운 전략 

  실제 모든 감염관리대책들이 비상대책팀을 통해 마련되고 통합관리 되었기 때

문에 비상대책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 되느냐가 집단발생을 종결시키는데 관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상대책팀은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책임과 권

한을 위임받았고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이라는 긴박성으로 인해 팀

원들의 강한 책임감, 상호 의존성 등이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고 관련 감

염병 및 역학, 미생물, 감염관리 및 실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팀의 조건은 갖추고 출발했다고 하겠다. 첫 번째 모임은 실제 활동하는 

팀원들보다 좀 더 많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소집되었는데 이때 집단발생 감

염관리의 긴급함, 비상대책팀의 운 목적,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운 방침 및 비

상대책팀의 운 원칙 등이 강력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것, 업무 및 역할의 명확한 

분담, 비상대책팀에 대한 인력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성공적인 

운  전략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연구대상기관에서 대책팀을 중

심으로 한 세균성이질의 집단감염관리는 성공적인 팀 운 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

공적인 팀 운  전략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감염관리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2) 감염관리 대책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고려할 점 

  비상대책팀에서 결정된 감염관리대책들은 현장에서 수용되고 수행되어져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부서 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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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과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요구된다.

⑴ 재정적 지원 

  감염원인에 폭로되었거나 이환된 사람들의 진료, 방역대책 등이 원활히 수행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때가 많았다. 

진료 및 근무제한 및 격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고, 근무제한을 충실히 지킬 수 있게 하는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입원이나 근무제한에 대한 의료진의 처

방이 내려지면 운 본부에 휴가보상이나 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었었다. 

비용에 대한 결정은 발생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결정된 정책들은 신속하게 

기관 내 모든 부서에 신속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⑵ 업무환경에 배려

  제시된 감염관리지침들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환된 직원들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해 근무제한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

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추가인력지원이나 업무량의 감소와 같은 환경적 조성이

었다. 실제 수술건수나 진료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질병으로 인한 

휴가비용을 보상한다 해도 근무제한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경

우는 일부에서 임시직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의사인력의 경우는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또한 의료인들은 아프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

어도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업무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 보다는 발생상황의 분석을 통해 입원 건수, 수술건수, 외래건수, 혹은 검사건수 

등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강력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인물의 제거

를 위해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방역조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음식이 반

입되지 않고도 식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연구기관의 

경우 S외식업체에서 공급되던 도시락을 대체하기 위하여 원내식당 중 하나를 선

정해서 식사를 제공하게 하거나, 원내식당의 운 시간을 연장한 것 등이다. 

  또한 진료나 입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필요한 행정절차나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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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업무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단발생의 시

간적 제약이라는 속성과 상반되며, 수행도를 높이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 손씻기

가 중요하지만 손씻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는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의 공급이 필요하듯이 최선의 해결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도록 하는 

등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대처가 요구되었다.

⑶ 각 부서 책임자들의 협조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에 대한 각종 방역대책 및 관리지침들이 수행되

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각 부서 책임자들의 역할이었다. 이환된 직원들

의 근무제한, 외부음식 반입, 입원환자들에서 증상 관찰, 이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

한 손씻기를 포함한 표준격리지침의 수행,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과 발견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의 복용 및 대변배양 검사 등 실제 직원들이 수행하여야만 하

는 내용들이 평상시 보다 높은 강도로 요구되어졌다. 부서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리더의 역할, 특히 방향제시와 촉진의 역할, 

지지와 격려의 역할이 기대되었고 실제 중요하게 작용하 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

은 부서원들이 방역대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서원들의 이해를 도와 심각성을 인지하

고 필요한 조치들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3) 자료 관리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관리대책의 수행과 관련되어 많은 일들이 진행

되고 자료들이 쌓이게 되었다. 관련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했다. 진료기록내용들도 일반적 사항, 증상, 검사, 원인음식 섭취 

유무, 투약 내용 등을 자료화하여 Access에 입력하 다. 전체적인 자료들을 운

본부의 간호사 한명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들로 변환 할 수 있어 효과

적이었다. 환자 및 의사환자의 판단은 진료기록지에 감염내과의사들이 판단하여  

기입하 다. 외래진료 현황, 입원진료 현황에 대한 각종 전산 통계자료들을 원무

과 등으로부터 매일 접수받고 이 자료들에 대한 감염내과의 의견이 보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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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진료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생성하여 보관하 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비

상대책팀의 운 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도 필요시마다 적절히 사용되었다.  

  예방적 투약이나 무증상 병원체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 검사는 건강관리

보험의 급여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처방 없이 진행하 으나 추후 자료관리를 위하

여 전산처방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으로 다시 입력하

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전산처방전달 시스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진료기록들이 

전산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진료의 편의와 비용지원을 제공하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산과나 보험심사과와 같은 관련 부서들과 사전

에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비상대책팀의 운 시작부터 매일 시간별로 기록한 상황일지, 통계자료, 홍보자

료, 교육자료, 일일 보고서, 회의록, 투약 및 대변배양 명단 등 많은 자료들의 정

리가 결국 보고서 작성이나 비용손실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 비상

대책팀의 운 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이 추후 보고서의 작성

이나 비용 분석, 혹은 보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4) 역학조사서의 효율적 사용 

  추정원인에 대한 분석역학조사를 위해 노출자와 비노출자에게 본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작성한 설문조사서를 사용하 다. 그러나 환자 및 의사환자는 추후 정부의 

관리지침에 의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질환 역학조사서를 또 다시 작성하게 되었

다. 역학조사를 위한 조사서는 한가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립보건원에

서 작성해 놓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질환 역학조사서가 내용이 상세하므로 그대

로 사용하여도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진료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서

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증상이나 섭취음식에 대해 진료기록을 보충할 수 있고 

문진 시 자료의 누락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진료시 함께 작성하면 입원 후 역

학조사서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데 투여되었던 인력은 없어도 되었으리라 본다. 조

사기록지의 사용을 일원화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5)공중관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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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을 인지한 직후에는 원내 자체적인 공지사항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 다.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청 홈페

이지 게시판에 게시되고 48시간 이내에 조간신문에 보도되는 등 집단발생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 다. 공중관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있는 홍보과장과 

예방의학과 교수가 비상대책팀의 팀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

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방송 3사에 대한 인터뷰에서 상황

설명과 본 연구대상기관에서 이차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연구대상기관 외부에 의해 원인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공표하 다. 이 

후 지속적으로 세균성이질의 확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달았지만, 연구대상기관에 

대한 취재요청이나 비판적 보도는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공중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6)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효율적 관계 구축

⑴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정부의 조사체계 및 관리체계에 대한 사전지

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 다. 집단발생 초기에 국립보건원 

및 서울시의 역학조사관의 방문이 있었으나 실제 이러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한 

언급이나 지도는 없었다. 추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다. 정부의 관리체

계에 대한 이해를 집단발생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훨

씬 효과적으로 상호협력하 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 을 것이

라 여겨진다. 

⑵ 신고지연의 문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임이 인지됨과 동시에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이 의심되며, S외식업체가 추정원인이라고 신고하 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발생

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연구기관에 대해 신고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다. 상황적 원인은 세균성이질에 의한 집단발생임을 신고한 다음날 관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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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상부기관인 시(市)에 아직 보고가 안된 상황에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구대상기관에서의 집단발생에 대한 내용이 올라옴으로써 국가의 전염병 신고체

계 및 대책에 대한 문의와 질타가 쇄도하기 시작하 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본 연구기관에서의 신고지연을 원인으로 내세웠다. 보건당국

의 논지는 첫 번째 신고된 환자의 외래진료가 12월 3일에 이루어졌는데 왜 4일 

만인 12월 6일에 신고를 하 느냐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기관에서 

12월 6일 보건소에 신고한 내용 중 오전 중 전화 신고한 내용은 전화를 받은 사

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에 Fax로 신고한 내용만 남아 있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1군 전염병에 속하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콜레라, 장

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경우는 의사환자부터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 67조에 의하면 식품 등으로 인하

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한 의사 및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진료 상황

에서 소화기계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확진을 위해 신고시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그 사례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을 초기에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더 이상의 반박의 여지가 없다. 판단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

계에 맡기고 1군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일단 모두 

신고하도록 한다.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는 구두신고보다는 시간과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fax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보건소 보고체계의 문제 

  진료환자, 혹은 설사환자, 입원환자, 재원환자 등에 대한 용어의 의미가 의료기

관과 보건소와의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초래되었다. 설사환자가 보건소에서는 세

균성이질 의사환자가 되어 직원과 가족이 역학조사를 받기도 하 고, 매일 매일의 

재원환자건수가 입원건수로 산술적으로 더해져서 재원환자가 실제보다 많게 보고

되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서로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일어난 결과 다. 구두보고보다는 문서화된 형식으로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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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각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며, 이러한 작업

은 발생초기 통계자료들을 집계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⑷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업무한계의 불분명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에 의하면 본 연구상황과 같이 

대규모 집단발생인 경우 방역대책반이 편성되어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역할들을 담당했어야 했다.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의 일상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요원을 제외한 보건소 또는 기초자치 단체의 전직원을 전염병관리 업무에 배

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실제 방역대책반이 편성되었

는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사회 혹은 중앙 보건의료체계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역학조사설문지, 대변

배양 배지, 교육자료 일부, 원인을 제공하 던 외부조리업체에 대한 역학조사뿐이

었던 반면 의료기관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요구받은 것은 역학조사서, 환자 및 의

사환자의 격리 및 관리, 접촉자의 관리 및 역학조사, 각종 통계자료의 제시 다.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국가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의무

와 책임도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⑸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부족 

  본 연구기관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이 지역사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 다는 것 때문에 모든 비용과 인력을 감수하고 가능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종결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마지막 종결을 선언하기에 앞서 환자 진료

와 조리부서에 병원체 보유자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길게 소요되었다. 무

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 검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방역

대책팀의 업무로 파악되어 지역사회에 의뢰하 으나 관할보건소 및 시(市) 검사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 연구기관에서 모두 진행하 고 조사할 대상이 많아 단 기

간내에 끝낼 수 없었다. 환자 접촉부서에 대한 병원체 보유자 검사를 신속하게 진

행할 수 있었다면,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 외래진료실을 폐쇄하 던 12월 20일이

나 근무 복귀가 완료되었던 12월 24일인 즉, 집단발생확인 16일이나 19일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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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결 할 수도 있었으리라 본다. 대책팀의 운 기간이 1/2로 줄고, 상주 인력 

등으로 인한 인건비, 대변배양검사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

의료체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⑹ 불필요한 서류 보완 등으로 인한 낭비 

  본 연구기관에 대하여 상황이 종결된 후에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신고지연의 문제와 이환된 의료인의 격리진행에 대한 확인 문제 다. 환자 및 의

사환자 던 의료인들이 근무가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서류상 증거 자료를 지속적

으로 요구하여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확진환자들의 대변배양 

검사진행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록, 입원환자의 간호 기록지, 진료비 수증, 간호

사의 근무표 및 출석부, 교수의 수술 및 마취 일정 등을 복사하여 사용하 다. 그

러나 이는 실제 집단발생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조기인지 및 조기

관리대책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증거확보와 관련된 소모적인 행정이었던 것으

로 보여진다. 결국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처음부터 종결 시점까지 정부의 

조기인지 및 조기관리대책 부족에 대한 국회의 질책과 이에 대비한 증거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요구에 의료기관이 필요이상의 노력을 기울 던 

결과라고 하겠다. 신고지연이라는 빌미를 주기 않기 위해 조기인지 및 빠른 신고

체계의 확립 및 강화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기관에서의 식품매개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

은 집단발생임이 인지됨과 동시에 이를 의료기관의 위기로 받아들인 최고경 진

의 빠른 판단, 팀의 성공적 운 이 가능하도록 만든 각종 행정적 지원 및 조직원

들의 협력 등으로 효과적으로 종결된 경우 다. 그러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이나 공중관계 관리부분에서 대한 준비가 좀 더 있었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염관리가 되었으리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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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식품매개 감염질환인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연구대상 병원에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을 관리하기 위해 발생된 손실 중 의

료기관이 부담하 던 비용만을 포함하 다. 언론보도로 인한 병원 이미지 저하나 

의대생 실습 중지로 인한 손해는 산정하지 않았다. 경제적 손실은 진료비, 운 비, 

방역비, 조사비, 생산력 손실 등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인 수입손실로 나누어 분석

하 다. 총 737,291,720원의 비용이 발생하 으며 진료수입손실이 538,808,870원, 전

체의 73.08%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71,044,190원(6.90%), 방역비 48,419,815원

(6.57%), 생산력 손실 40,179,055원(5.45%), 운 비 36,764,661원(4.99%), 조사비

2,075,129원(3.02%)의 순이었다(표 7).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에 대한 직․간접비

용을 분석하면 발생환자 1인당 직접비용 1,067,601원,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4,294,001원이 소요되었다. 

4.3.1. 직접비용

1) 진료 비용 

  환자 및 의사환자의 치료를 위해 소요된 진료비용으로 외래진료비용과 입원진

료비용을 포함하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비용과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하는 제 1군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로 간주하 다.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투약, 검사, 

진료비로 구분하 고 보험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하 다. 보건복지부 요양급

여기준에 의하면 급여항목에 대해 외래진료의 50%, 입원진료는 20%를 본인이 부

담하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제1군 전염병환자의 격리치료는 전염병이 타인에

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격리치료

와 관련된 기타 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2000). 그러므로 세균성이질 환자 및 의사환자의 외래진료비용 중 급

여항목 50%와 비급여 항목, 입원진료비용 중 비급여 항목만이 의료기관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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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료비용에  해당되었다.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외래진료와 이 중 120명의 입원치료가 행해졌다. 진

료비용으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총 금액은 외래진료에서 투약 1,818,280원, 검사 

4,404,360원, 진료 1,282,160원이었으며, 입원진료에서는 투약 272,640원, 검사 

3,391,760원, 진료 39,679,550원으로 총 50,850,750원 이었다. 투약비는 항생제 사용

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검사비용은 혈액검사 및 대변배양검사에서 가

장 많았고, 입원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 던 진료비용에는 입원관리료 및 식

대 등이 포함되었다. 1인당 건강관리보험급여를 포함한 평균진료비용은 외래 

62,798원, 입원 994,394원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의 부담금은 외래  44,951원, 입

원 361,200원이었다.

2) 비상대책팀 운 비

유행발생 시작에서 종결까지 총 35일간의 비상대책팀 운 을 위해 투여된 비용

을 말한다. 의사 및 간호사 등 상주인력의 인건비와 회의비용, 식사비 등의 기타 

운 비를 포함시켰다. 인건비는 각 인력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급을 상주 

및 회의시간에 적용시켜 계산하 다. 상주 인건비 26,758,390원, 회의 인건비 

7,198,633원, 운 비 2,807,638원으로 총 36,764,661원의 비용이 발생하 다. 

⑴ 상주인력

감염관리사, 간호사 2명이 총 35일간 1,215시간 동안 상주하 으며, 발생초기에

는 임시직 간호사가 128시간 동안 추가로 근무하 다. 상황관리를 위하여 감염관

리실장이 비상대책팀에 총 250시간 상주하 고 업무지원을 위하여 일반직 직원 2

명이 총 68시간 동안 파견 지원되어 총 26,758,390원의 인건비가 투입되었다. 그 

외 비상대책팀에 상주하지 않고 지원한 각 부서의 시간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⑵ 회의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오전, 오후 2회 회의를 진행하 으며 그 후 상황

이 안정되면서 1일 1회로 줄여서 진행하 다. 총 29회에 걸쳐 289시간 동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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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어 총 7,198,633원의 회의인건비가 발생하 다.

⑶ 기타

대책팀 식사 및 간식 등으로 총  2,807,638원을 사용하 다. 

3) 방역 비용

이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손씻기 강화를 위해 증가한 물품

의 사용비, 환경관리를 위해 투여된 인건비,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비,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발견을 위한 대변배양 검사비 등을 포함하

다.  

⑴ 손씻기 강화를 위한 물품 공급 및 관리

손씻기에 대한 교육과 수행의 증가로 평상시 보다 종이타올 및 소독제의 사용

이 증가하 다.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증가한 소독제, 소독비누 및 

종이타올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 다. 소독제 및 소독비누의 추가공급을 위하여 

7,987,900원, 종이타올의 추가사용을 위하여 4,972,308원의 비용이 발생하 다.  

⑵ 환경관리 인력비

설사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접촉에 의한 전파가 주된 전파경로이므로 환경 관

리, 특히 화장실 관리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 다. 기존 인력에 의한 청소업무

의 강화 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 소독매트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해 12

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전담 인원 3명을 추가 배치하 다. 이를 위하여 

1,595,997원의 비용이 발생하 다.

⑶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해 투여한 항생제 비용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해 예방적 투여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병원부담으로 진행하 으며 약값만 산정하 다. 1,006명에게 투여된 

총 약값은 7,967,52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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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 검사비용 

249명의 양과 및 원내 입점 업체의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총 2,427명에게 대변

배양검사를 실시하 다. 비용은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만을 적용하여 1건 

당 10,670원으로 산정하 다. 예방목적으로 진행하 으므로 보험급여기준에 적용할 

수 없어 전액 의료기관에서 부담하 다. 총 25,896,090원이 소요되었다. 

4) 조사비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이 인지되기 전까지 역학조사를 위해 투입된 감

염관리실 인력과 환경배양검사비, 소화기계 증상이 있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우의 조사진료비를 위한 비용으로 총 22,268,569원이 소요되었다.

⑴ 조사진료비 

집단감염에 노출되었거나 소화기계증상이 있는 경우에 세균성이질임을 확인하

기 위한 417명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검사와 의사의 진료비용으로 20,193,440원이 

소요되었다. 세균성이질의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는 진료비용으로 구분하 다. 

⑵ 조사인건비 

식품매개감염질환의 발생가능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에 투입된 감염관리실 인

력과 감염관리실무팀원의 인건비를 산정하 다. 총 80시간이 투여되었고 각 인력

의 시급을 계산하여 총 794,729원의 인건비가 발생하 다. 

⑶ 환경 배양비 

발생환자들의 면담을 통해 OO외식업체의 김밥과 도시락이 원인이었음이 추정

되어 연구대상기관의 조리과정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환경배양은 별도로 진행하

지 않았다. OO외식업체의 도시락 20개 6가지 내용물에 대한 배양을 실시하여 총 

120건의 배양을 실시하 다. 보험수가 10,670원을 적용하여 총 1,280,400원이 비용

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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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력 손실 

  입원 및 근무제한기간동안 직원들의 손실급여액과 이들의 노동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시간외 근로 비용을 포함하여 총 40,179,055원의 비용이 발생하 다.

⑴ 근무 제한으로 인한 손실급여액 

  격리 및 입원으로 인한 근무제한기간 동안 손실 급여액은 각 개인별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계산한 후 근무제한기간 만큼 곱하여 산출하 다. 연구

대상병원 직원 115명에서 519일의 근무제한이 발생하여 총 37,761,055원의 비용이 

발생하 다. 1인당 평균 4.5일의 근무손실과 328,357원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손실급여액=근무제한기간 X 일급(연봉/365일)

⑵ 직원의 근무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외 근로

 감염되었거나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의 격리 혹은 근무제한으로 불가피하게 관

련 부서들에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 다. 발생이 많았던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시

간외 근로가 발생하 다. 시간외 근로비용은 발생시간에 연봉을 고려한 각 개인의 

시급을 적용하 을 때 총 2,41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 다. 

4.3.2. 간접비용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으로 인해 감소된 수입손실을 말

한다.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이 없었던 2000년 12월의 수입과 세균성이질의 집단

발생이 있었던 2001년 12월의 수입과의 차이로 산정 하 다. 응급실과 수술실의 

축소운 으로 인하여 총 538,808,870의 수입손실이 발생하 다.

1) 응급실 진료비 손실 

응급실은 일 평균 신환 진료건수가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이 있었던 기간동안 

80.7건에서 61.3건으로 감소하 다. 2000년 12월 과 대비하여 응급실 축소운 으로 

인해 235건의 진료건수가 감소하 으며 2001년 12월 응급실 진료의 평균 진료비 

358,082원을 적용하면 응급실 축소운 으로 인한 진료비의 손실은 235건X 35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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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84,149,270원으로 추정되었다.

2) 입원진료비 손실 

 수술실과 응급실의 축소운 , 의료인들의 근무제한, 직원전용 입원실로의 전환

운  등으로 인해 2000년 12월과 대비하여 입원건수가 1,200건이 감소하 다. 

2001년 12월 입원 건수 1건당 평균 진료비가 378,883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진료비 

입원진료비의 손실은 1,200건X 378,883원으로 계산하여 454,659,870원으로 추정되

었다.

 12월 10일에서 22일 까지 수술실  5-6개를 폐쇄하여 축소운 하 다. 일 평균 

수술건수가 82.5건에서 74.3건으로 감소하 으며, 이 기간동안 이환된 직원들의 총 

입원일수는 35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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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구분 내용 병원부담액(원) 비율

직접

비용

진료비

항목 급여(원) 비급여(원) 병원부담액(원)

6.90%

외래 

(167명)

투약 356,980 1,640,790 1,818,280

검사 3,879,340 2,441,030 4,405,360

진료 1,797,180 371,900 1,282,160

소계 5,033,500 2,986,750 7,506,800

입원

진료

(120명)

투약 10,560,740 272,640 272,640

검사 16,782,150 3,391,760 3,391,760

진료 40,480,230 39,679,550 39,679,550

소계 67,823,120 43,343,950 43,343,950

       진료비 총액 89,437,740 60,236,880 50,850,750

운 비

인건비
간호사, 의사,  일반직

(총 2,056시간X각 시급) 26,758,390

4.99%

회의비 총 29회, 289시간(시간X각 시급) 7,198,638

기타 식사 및 간식비 2,807,638

운 비 총액 36,764,661

방역비

소독비누, 소독제, 종이타올 추가사용 12,960,208

6.57%

전담인원 운 (3명X13일X각 일급) 1,595,997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1,006명X 7,920원)
7,967,520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위한 대변배양검사

 (2,427명 X 10,670원)
25,896,090

방역비 총액 48,419,815

조사비

조사진료비

(417명)

급여(원) 비급여(원) 병원부담액(원)

15,581,120 12,360,700 20,193,440

조사인건비(80시간X각 시급) 794,729

환경배양(도시락 내용물 120건X 10,670) 1,280,400

조사비 총액 22,268,569 3.02%

생산력 

손실

격리 및 근무제한으로 인한 손실급여액

(115명, 519일X각 일급)
37,761,055

5.45%

격리 및 근무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외 근

로 수당

(403X각 시급)

2,418,000

생산력 손실 총액 40,179,055

수입

손실

응급실 진료건수 감소(235건X358,082원) 84,149,270

73.08%

간접

비용
입원건수 감소(1,200X378,883원) 454,659,600

수입손실 총액 538,808,870

총 액 737,291,7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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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

  개발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모델의 운  

목적은 집단발생자체에 대한 종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향

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효율

적 감염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그림 11).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의 종결에 

대한 의료기관장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책팀이 전염병 예방법, 수인

성/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관리지침, 병원감염관리지침의 원칙에 준하여 운 되도록 

구성하 다. 

   감염관리내용은 역학조사, 방역관리, 교육, 행정지원, 자료관리를 통해 집단발

생의 원인 제거, 이환된 사람들의 격리치료 및 근무제한, 의료인의 격리지침 수행, 

환경관리와 같은 감염관리대책들이 수행되면서 집단발생의 종결을 유도한다. 더불

어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이해당사자 및 공중관계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집단발생

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자원

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

도록 한다. 홍보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은 고유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

라 감염관리대책들의 수행을 높이는데 향을 미치게 된다. 감염관리모델의 효과

적인 진행을 위해 세부적인 조직 및 운 체계, 활동별 감염관리 내용, 진행과정에 

따른 감염관리내용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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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와 
협력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의료기관의 

이미지

저하 예방

상호협력

관계구축집단발생 종결

홍 보

감염관리대책 수행 

.원인제거

.격리치료 및 근무제한

.격리지침 수행 

.환경관리

감염관리 

교육 자료
관리

행정
지원

방역
관리

역학
조사

대책팀 구성 및 운

관련 법규 및 지침

.전염병 예방법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식중독 역학조사지침

.감염관리지침

.미디어를 통한 

 공중관계 관리

.의료기관 이해

 당사자의 관리

보건소 신고

. 효 과 적 인 

보 고 체 계 

확립

.자원, 기술,

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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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조직 및 운 체계

1) 조직 

  일반적인 병원감염의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및 관리대책은 기본적으로 감염관

리실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관련 부서로 구성되는 집단발생관리팀이 운 된다. 기

존의 감염관리인력과 조직만으로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관리대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감염관리 대책팀을 

구성, 운 하도록 한다. 

2) 운 체계 

  최고경 자는 대책팀에게 현 집단발생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종결시킬 것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한다. 대책팀은 역학조사와 관리대책에 대한 책임

과 권한을 위임받도록 한다. 대책팀 운 에 필요한 사람, 시간, 물품 및 비용을 포

함한 행정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⑴ 운  원칙

① 전염병예방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정부의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과 같이 한다. 

③ 관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상호협조한다.

④ 의료기관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⑤ 병원감염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⑵ 운 목적 

①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의 종결 

② 의료기관의 이미지저하 예방

③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상호협력관계 구축 

  이러한 목적은 진행과정에서 집단발생의 원인확인, 원인 제거, 새로운 감염환자

의 발생 종결,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확인과 치료 종결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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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목표들로 전환한다. 

⑶ 회의 진행 

  상황분석과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발생현황의 긴박감과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

한 보고, 각 세부팀별로 활동내용 보고,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발

생초기에는 급속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일 2회 정도로 진행하며, 새로 발생

하는 환자가 감소되는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일 1회 정도로 줄이고, 점차 횟수와 

간격을 조절한다. 

⑷ 운 본부의 설치

  운 본부의 위치는 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나, 긴급한 의사결정을 위하

여 의료기관장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넓

은 곳이면 더욱 좋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전화 등의 사무

기기의 충분한 확보와, 보건소와의 보고를 위한 연락을 위해 fax가 필요하다. 모든 

컴퓨터에는 원내 전산정보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들이 설치

되어야 한다. 

3) 인력 및 업무 분담 

  팀의 효율적 운 을 위해 구성원은 20여명 내외로 너무 크거나 방대해지지 않

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문의 및 원인병원체에 대한 전문가인 실험실 과

학자, 역학자, 감염관리실을 포함하며,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호부서, 수련부서, 행

정부서, 급식관리부서, 홍보담당 부서 및 관련부서의 책임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진행과정에서 필요시 원무팀, 보험심사과를 참여시키거나 이들 부서의 의견을 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팀의 팀장은 병원장실이나 전염병과 역학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도록 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 반, 진료반, 

조사반, 교육반, 홍보반 및 환경관리반으로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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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품매개 감염질환 집단발생 시 대책팀 편성 및 역할 

구성인원 역할 업무

운 반

팀장, 병원장실, 

감염관리실, 

간호부, 행정부

운 방안 

마련, 

외부 접촉 

및 자료의 

통합관리

-필요한 행정지원에 대한 논의 및 결정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보고체계 확립, 자원

공유, 관련정보 수집

-자료의 통합 관리

 :회의록, 상황일지, 진료/격리/검사상황 등

진료반
감염내과, 관련

진료과, 간호부 

진료 및

역학조사

.진료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격리지시

.진료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역학조사서 및 

검체 채취)

.진료대상 중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한 교육

조사반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실,

역학자, 행정요원

역학조사

.진료대상자외 폭로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

조사(역학조사서 및 검체 채취)

.환경조사: 조리시설, 종사자, 식품

교육반
감염관리실,

간호부/감염내과
보건교육 

.교육대상: 의료인, 식품취급업자, 위생관리인 등

.교육내용: 진료실 이용안내, 기본주의지침 수

행, 손씻기 및 개인위생 , 식품위생 

홍보반

기존 홍보팀

혹은 운 반에서 

관리

공중관계 

및 이해 

당사자 

관리

.미디어를 통한 공중관계 관리

.의료기관과 이해당사자(직원, 환자, 보호자 

등)의 관리: 협조문 및 공지문 관리

환경

관리반

환경관리 담당부

서, 감염관리실

소독 및 

방역

.손씻기 물품 공급

.식수 관리 

.화장실 및 환경소독관리: 적절한 소독제의 

공급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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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상주인력

  대책반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결정된 업무지침의 효율적 전달 및 수행 확인, 내

부 및 외부기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등을 위해 본부에 상주인력을 배치한다. 

대책팀의 전체적인 상황관리와 각 부서의 업무 통합 및  자료의 통합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감염관리실 인력이 효율적이다. 발생규모가 큰 경우라면 역학조

사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할 행정요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비상연락망

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⑵ 업무 분담

① 운 반

    전반적인 운 방안과 관리대책(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보

고체계의 확립 및 자원공유 및 정보교환과 전체적인 자료들의 통합관리를 담

당한다. 팀장 및 병원장실, 감염관리실, 간호부, 행정부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진료반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진행한다. 진료와 동시에 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감염내과 및 관련 진료과, 간호부로 구성하며 발생

규모에 따라 원무부서나 진단검사의학과의 인력투입도 고려한다.

③ 조사반 

    진료를 받는 대상자 이외의 감염원에 노출된 자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경조사를 진행한다. 감염관리실, 진단검사의학과, 역학자 및 진행을 도와줄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경우 전반적인 운 을 도와

줄 인력으로만 축소 운 한다.

④ 교육반 

    보건교육을 담당한다. 집단발생에 대한 현황, 증상 및 노출 환자의 진료 촉구, 

손씻기를 포함한 개인위생 강화, 안전한 식생활 등을 교육한다. 의료인 및 일

반직원, 식품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용 책자나 리플릿 등을 제

작하거나 보건소의 기존 홍보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 간호부 혹은 감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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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사 등 대상자에 따라 효과적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⑤ 홍보반 

    집단발생 및 관리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략

적 공중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의료기관내에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책임자는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와 파악이 필요하므로 대책팀에 합류하도록 한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

다면 대책팀내에서 별도로 구성하거나 운 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⑥ 환경관리반 

    손씻기 물품의 공급과 식수관리, 화장실 및 환경 관리와 적절한 소독제의 공

급과 관리를 진행한다. 환경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운 한다. 

4.4.2. 활동별 감염관리 내용 

1) 감염관리

⑴ 역학조사 

  유행임을 확인하고 발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추정원

인에 대한 분석역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노출 대상자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그룹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도록 한다. 환자의 검체 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환경 검

체도 확보하도록 한다. 의료기관내 급식시설과 관련이 있다면 급식시설 및 조리과

정, 조리자에 대한 다각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관련부서나 보건소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음식물 수거 및 검사의뢰

  의심되는 음식이 있는 경우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보건소나 국립보건원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접촉자 조사 

  이환된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상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변배양검사 등 필요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이환된 대상자는 진료과정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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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접촉한 사람들이 원내 직원이거나 환자인 경우는 의료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가족에 대한 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 진행하도록 한다. 이 때 대상자와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도록 한다. 직원이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검체채취를 진

행하거나 혹은 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보건소로부터 

배양검사를 위한 검체수송배지와 역학조사서를 공급받도록 한다. 

③ 역학조사서 사용

  초기 증상환자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구조화 된 

역학조사서를 이용하도록 한다. 식품매개 감염질환 집단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서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국립보건원의 수인

성/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역학조사서식(부록 2)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립보건원 

전염병 정보망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보건소에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집

단급식이 추정원인일 경우는 설문지에 음식내용을 첨부한다. 진료를 진행하면서 

역학조사서를 동시에 진행하고 역학조사서를 진료기록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중복을 막을 수 있다. 역학조사서는 매일 분석하여 새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즉

시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④ 급식시설의 조사

  원내 급식시설과 관련 있으면 시설의 설계 설비, 위생 요구조건, 종사자들의 개

인위생 및 건강 요구조건, 가공 요구조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외부급식 시설 

및 제품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지만 역학적 조사보다는 방

역관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⑵ 방역관리 

① 원인제거

  초기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진

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성급한 판단이나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에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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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음식이 문제라면 일단 원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

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내 급식시설과 관

련되어 조리원이 문제라면 근무제한이 필요하고, 조리과정이나 기계설비의 문제라

면 환경개선이나 업무의 개선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치료 및 격리  

a. 치료 

  진료의 편의와 일반환자에게로의 전파 예방 및 일반 환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전용 진료실을 운 하도록 한다. 진료는 증상을 완화하

고 균배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항생제 처방과 이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조치가 기본이다. 증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인자에 노출된 경우

도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부서 직원들을 독려하

도록 한다. 입원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는 감염내과 협진진료로 진행하도록 한

다. 집단발생과 관련된 협진의뢰는 발생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24시간 진행하도록 

한다. 보호자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직원발생에 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상각과와 각 간호단위에서 

주의하여 관찰하도록 하고 발생 시 즉시 운 본부로 연락하도록 한다. 

b. 격리 및 근무제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하거나 격리하도록 한다. 입원병실

의 확보, 업무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 없다면 업무량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용이나 근무제한 기간의 휴가보상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정진행 상황이나 결정내용을 원내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도

록 한다. 

③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관리 

  조리부서 직원들에 대한 병원체 보유자 검사는 집단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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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집단발생에 대한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환자접촉부서

의 모든 직원들에게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병원체 

보유자 검사는 가능하면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배지 및 검체 채취요원, 배양검사 진행 모두 보건소에서 운 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대상이 많으면 진단검사의학과의 업무량이 폭주되므로 

검사실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절하도록 한다. 

④ 환경관리 

  접촉을 통한 이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의 강화와 화장실 등의 환경

관리에 유의하도록 한다. 격리환자 입원병실 및 직원 전용 화장실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제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구체적

인 청소방법, 소독제 사용법 및 환경관리인 본인의 개인위생 둥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며, 강조되어야 한다.

⑶ 교육 

  잘못된 정보의 범람을 막고 이차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집단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육은 의료인, 위생관리인, 조리 및 식품 취급자, 환자 및 보호자 등 의료기관과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 따라 내용 및 교육방법을 다르게 진행하

도록 한다. 대책팀에서 진행하거나, 각 부서의 책임자를 교육시킨 후 부서 책임자

들이 전달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내용이 일관성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

공하도록 한다. 교육내용은 발생현황, 식품매개 감염질환임을 의심할 수 있는 임

상 증상, 진료실 이용 안내, 이환된 사람들이 전파방지를 위한 주의해야 할 사항, 

이차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 대상 교육자료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 이미 만들

어 놓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단발생이 원내 조리음식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취급자들의 개인위생과 위생조리과정의 강조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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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행정지원 

  진료 및 입원과 관련되어 진료비용, 격리기간동안의 공가 처리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환된 직원들의 근무 제한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외 근로수당의 발생이나 대체인력의 투입 등이 적극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며, 대체인력이 불가능한 경우 진료실이나 수술실의 폐쇄 혹은 

입원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도 한다. 일반환자의 입원을 제한시켜 격리병실을 

확보하는 것, 모든 업무에 있어 대책팀의 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에 우선

순위를 두어 진행하도록 한다. 관리대책의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력, 물

품,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 경 진이 운 본부, 진료 및 격리현장에서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을 방문하는 것, 혹은 칭찬, 물질적 지원 등 긍정적인 보상강화를 하도록 한다. 

⑸ 자료 관리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와 기록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필요한 자료들의 

목록을 설정하고 자료수집 및 관리방법들을 논의하도록 한다. 자료들은 가능하면 

D base프로그램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유용하다. 전반적인 자료는 운 반에서 관리하며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효

율적이지만 다른 팀원들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진료현황(부록 4), 격리진행 현

황, 검사진행 현황에 대하여 매일 매일의 결과와 누계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도록 한다. 통계자료들은 각 관련부서나 세부팀에서 작성하도록 하며(표 7), 진

료와 관련된 통계를 제외한 모든 자료들은 매일 오후 회의 때 보고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자료의 관리는 운 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전반적인 대책팀의 운 과 관련된 회의록, 일별 상황일지(부록 3) , 각종 유인물 

및 신문기사, 진료에 투입된 비용 뿐만 아니라 근무제한과 관련된 자료, 방역조치

를 위해 사용된 소독제 및 인력 투여내용 등 모든 내용은 빠짐 없이 기록해 두도

록 한다. 비용을 의료기관이 지원하기로 결정된 경우라도 이에 대한 자료들은 충

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전산처방전달 시스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진료기록들이 전산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진료의 편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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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을 제공하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들과 사전에 논의하

여야 한다. 특히 진료에 대한 비용들은 추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집단발생을 인

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

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이기 때문이다.  

2) 홍보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환자의 치료라는 의료기관의 본

래 존재목적과는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전염병감시망에 의해 인지되면 곧 바로 이

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유포되기 때문에 미디어의 취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침

묵이나 회피는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발생원인이 의료기관 내부인지 외부인지

표 8. 자료의 종류 및 관리부서

 자료의 종류  내용 작성부서

회의록 -참석인원, 보고사항 및 논의사항, 결정사항 운 반

상황일지 -매 시간대별 주요 상황, 결정내용, 관련자 운 반

진료현황
-전체 진료건수, 의사환자 수, 확진 수 

-직종별 의심되는 건수 
진료반 

격리진행 현황
-입원건수, 퇴원건수, 재원건수

-직종별 격리해제 및 근무복귀 건수 

입원원무과

진료반

검사진행 현황 -검사건수/확인건수 조사반

유인물

-집단발생과 관련된 기사 내용

-원내 각종 공지사항 및 홍보물

-교육내용 등 

홍보반

홍보반

교육반

기 타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검사 명단

-예방적 항생제 투여 명단

-설문지조사 명단 등

-시간 외 근무기록지

조사반

진료반

조사반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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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차감염의 차단을 위해 의료

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집단발생과 관련된 언론과의 모든 

접촉은 대책팀으로 일임하도록 하고 대책팀내에서도 전담인원이 맡도록 한다. 외

부 언론에서 의료기관의 집단발생에 대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발생초기에 더 많

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미디어를 통한 공중관계의 지속뿐만 아니라 직원 및 가족, 입원환자 및 보호자, 

방문객 등과 같은 의료기관과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들이 곧 

공중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전개에 대한 설명, 대책, 협조요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장 혹은 비상대책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설명문을 배포하거나 혹은 부착하도록 한다. 진료제한과 관련하여 입원거절, 

수술 지연, 타 병원 이송 혹은 퇴원유도 등의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용

하는 어휘 선택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설명문구나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 주는 것

도 필요하다. 

  기존의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특히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홈페

이지를 운 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의 공중관계의 관리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일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시 효과적인 공중관

계의 관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3)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협력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부

분이다. 발생 시 일차적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이며,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관리지침이 이미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사

회보건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할 시․도의 역학담당관

이나 보건소의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 

 

⑴보고체계 확립

  환자 발생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구두보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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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제1군 전염병의 경우는 법정전염병 신고

서식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총 설사환자/채변검

사/확진환자/의사환자/입원환자에 대한 당일 발생건수 및 누계에 대한 현황을 보

고하도록 한다(부록 5). 이 때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 항목의 정의를 확인하

도록 한다. 식품매개 감염질환 중 1군 전염병인 경우는 의심되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치료가 종결되거나 퇴원하는 경우는 변경보고를 한다. 집단발생기간동안에

는 집계의  용이성을 위해 보고시간을 일정하게 하도록 한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신고된 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는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다를 수 있

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전반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⑵ 자원의 공유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많은 내용들이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할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내용들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대상자의 편의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건소와 의논하여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 설문지를 이용한 역학조사나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효과적이

며, 접촉자나 폭로자에 대한 배양검사 등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지역사

회 보건의료 체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역학

조사서, 교육 자료, 배양검사용 배지 등 가능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적 보상

도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⑶ 관련정보의 수집 및 공유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의 경우 관련되는 다른 발생이 지역사회에 추가

로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공동원인에 노출되었다면 지역사

회 보건의료체계에서 통합관리할 때 원인규명을 위해 중복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보건소나 다른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 정보를 받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대처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발생정보를 확인

하는 등 정보를 탐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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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진행과정에 따른 감염관리 내용  

  식품매개감염을 인지하면서부터 감염관리업무는 시작되어야 한다. 발생과정에 

따라 관리단계를 식품매개감염 인지단계, 감염관리 시작단계, 감염관리 유지단계, 

감염관리 종결단계에서 진행하여야 할 감염관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매개감염 인지단계 

①전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제1군 전염병이나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한 의사 및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일단 의심되면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

록 한다. 보고내용은 자료를 남겨놓기 위하여 fax보고 하도록 한다. 

②집단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감염

관리실 및 진단검사의학과 및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집단발생인지를 확인하

도록 한다. 집단발생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종결한다. 

③ 집단발생임이 확인되고 기존체계로 감염관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책팀을 구성하여 감염관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감염관리 시작단계

①대책팀의 구성 및 관리 시작: 대책팀의 목적, 운 원칙, 역할과 업무의 분담, 구

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들이 결정되는 

대로 역학조사, 진료를 포함한 방역관리, 교육, 행정지원, 자료관리등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②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보고체계 확립: 보고형식과 내용을 확인한다. 

③공중관계 관리: 외부환경 및 의료기관의 이해당사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도록 한다. 집단발생 종결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대책팀원과 원내전반에 알리도록 한다. 

3) 감염관리 유지단계 

  집단발생에 노출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시기로서 새로운 환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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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①관리 내용의 효율성 평가: 시작단계에서 결정되어 수행한 관리내용들의 효율성

을 평가하도록 하며, 진행경과나 상황에 따라 목표를 변경 설정한다. 

②자료 집계 및 정리: 감염관리 시작단계에서 진행된 역학조사, 진료 및 방역대책

의 수행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집계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발생현황, 

진료현황, 격리현황 등을 일자별로 정리한다.

③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관리: 시작단계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면 유지단계에서 논

의 후 진행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원내에 공지하고 

전체 직원들의 참여를 격려하도록 한다. 

④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협력체계 및 공중관계 관리 지속

4) 감염관리 종결단계 

  새로운 환자의 발생이 없다면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감염관리의 종결은 병원체 보유자 확인이 끝나고 마지막 환자의 격

리가 종결 때 까지이다.  

①회의의 횟수나 범위 축소 및 종결, 진료시간의 축소 및 종결을 논의한다. 관련 

부서의 대청소 및 소독 후 청결지역의 선포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② 의료인 및 조리 종사자들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확인: 의료기관에서 무증

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을 진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다면 이 기간이 길

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진행시키도록 

한다. 

③공중관계 관리: 원내 홍보를 통해 상황종결을 알리도록 하며, 협조에 대한 감사

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④보건소 보고 종결 

⑤보고서 작성: 발생개요부터 상황종결에 대한 사례보고내용 뿐만 아니라 문제점

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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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 의 

5.1.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의 역학적 특성

5.1.1. 집단발생의 특성

  2001년 12월 서울시내 일개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의 집단감염은 외식

업체에서 공급되던 도시락과 김밥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기

관을 포함하여 동일 업체로부터 도시락과 김밥이 공급되던 수도권 지역의 여러기

관에서 총 346명의 확진환자와 553명의 설사환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유통도시락으

로 인한 국내 최대의 환자발생을 기록하 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식품매개 감

염질환이 집단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경우 다. 이는 집단급식과 외식산업의 발

달로 인해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 규모가 커지는 시대적 변화 특성(Cohen, 

2000)을 반 하는 결과로서 오염된 드레싱 소스(CDC, 2000a)나 파슬리(CDC, 

1999)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발생한 경우나 오염된 alfalfa seed(Ponka, et al., 

1995) 혹은 쵸코렛(Gill, et al., 1983)등으로 인해 집단발생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

에 발생된 경우처럼 오염된 식품이 유통망을 통해 공급됨으로써 초래된 결과 다.

  면역감소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원환자들에게서의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재원기간의 연장 및 치료비용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Dryden, et al., 1994) 사망까지 초래한다(Spearing, et al., 2000). 환자와 의료진과

의 접촉이 빈번한 의료기관의 특성과 접촉이 감염전파경로의 하나인 식품매개 감

염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높은 교차감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Farr, 1999). 이환된 대상자  

특히 병원직원의 경우는 보다 철저한 근무제한을 요구하므로 진료의 공백이 발생

하기도 한다(Opal, et al., 1989; Spearing, et al., 2000).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의

료기관에서의 식품매개감염질환의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료

기관에서의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

방관리와 조기인지 및 조기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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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본 연구대상기관에서 발생하 던 세균성이질은 대장과 원위 소장을 침범하는 

급성질환으로 병원소는 사람이며 불완전 급수와 식품 매개로 주로 전파된다. 매우 

적은 양(10
1
-10

2
개)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DuPont, et al., 1989),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기도 한다(오명돈&최강원, 

2000). 세균성이질의 위험그룹은 유목민이나 난민촌(CDC, 1994)과 같이 깨끗한 물 

공급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위생과 인구가 집한 곳에서 생활하는 인구이며, 산

업화된 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여행하는 경우(Weissman, et al., 1975), 군대

(Hyams, et al., 1991), 탁아소나 어린이집(Monhle-Boetani et al., 1995)과 같이 집

단생활을 하는 곳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식중독을 유발하는 주 원인균주가 

Campylobactor, Salmonella, shigella의 순으로 분포되고 있듯이 Shigella에 의한 식중

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www.cdc.gov.foodnet/annual/1999). 국내 세균성 이

질의 발생경향은 1970년대 기준으로 급격한 감소경향을 보이다 1990년대 후반부

터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생시기는 주로 5-6월, 9-10월에 호발하며, 1930-40년

대에는 S. dysentriae 1950-1970년대에는 S. flexneri가 주종을 차지하 으나 1990년

대 이후로는 독력은 약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S. sonnei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립보건원, 2001a). 본 연구 대상이었던 집단발생은 세균성

이질의 선진국에서의 변화추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위험시기가 아닌 12월에 발생함으로써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연중 

발생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5.1.2. 임상 증상

  본 연구대상기관 전체에서의 세균성이질에 대한 이환률은 전체 직원 4,078명 중 

3.8% 으나 원인음식에 노출이 많았던 부서인 수술실과 응급실 간호사에서는  

24.2%, 34.9%로 높았다.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중 56.3%가 음식 섭취 후 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주로 설사(88.1%), 복통(66.7%), 고열(44.9%), 후증기

(37.7%), 근육통(19.8%) 등의 증상을 보고하 는데 이는 세균성이질의 임상적 특

성, 즉 1-3일(12시간-7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임상증상은 경미하거나 증상 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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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도 하지만 고열과 구역질, 구토, 후중기, 경련성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전형적인 경우는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오는 것(국립보건원, 

2001a; 오명돈 & 최강원, 2000)등과 비슷한 임상증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발생률은 

높았던 반면 사망이나 용혈성 요독증후군, 경련, 반응성 관절염, 폐렴, 수막염, 폐

혈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과 같은 합병증(국립보건원, 2001a)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연구에서 노출된 대부분의 대상자가 유아나 환자가 아닌 정상 면역기능

을 가지고 있는 20-30대의 병원 직원들이었고, 문제를 유발한 균주가 S. sonnei 

다는 것이 사망이나 심각한 합병증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세균성이질

에 의한 사망률은 개발도상국 특히 유아의 경우에서 61% 정도로 심각하고(Islam & 

Shahid, 1986), 산업화된 선진국에서는 0.05(Ostroi, Anis, Green, 1996)-0.4% (Tauxe, et 

al., 1990)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단순한 균주의 분포 특성뿐만 아니라 위생 

및 의료수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 한다 하겠다(Kottlff, et al., 1999). 

   

5.1.3. 항생제 감수성 및 치료 성적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를 포함하여 확진자 86명에서 분리된 S. sonnei 모두 

sulfamethoxazole에 100% 내성을 보 으며 ampicillin과 piperacillin에 내성을 보

인 경우가 3명 있었다. 이는 동일 기관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분리된 S. 

sonnei에서 sulfamethoxazole에 대한 내성률이 20% 던 것(박광수 등, 1993)과 비

교하면 10여년 사이에 급속한 내성률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0

년 국내 분리균주의 항생제별 내성률에 대한 국립보건원(2001a)의 보고에서도 S. 

sonnei의 경우  ampicillin  77.4%, trimethoprime/sulfamethoxazole 95.0%, amoxillin/ 

clavulanic acid 65.7%의 내성을 보여 sulfamethoxazole 제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어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세균성이질 역시 항생제 내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부터 

trimethoprime, sulfamethoxazole, ampicillin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여 이들 약제를 

더 이상 shigellosis의 치료제로 선택할 수 없음을 보고하고 있어(Flores, et al., 

1998), 국내 이질균의 감수성 보고자료(국립보건원, 2001a)를 토대로 cipr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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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86명 중 3명이 다

른 항생제 내성패턴을 보 는데 3명 모두 원인 음식이었던 도시락이나 김밥의 섭

취 외에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은 없어 집단발생을 유발하 던 균주와는 다

른 종류에 의한 감염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3명 중 2명은 항생제

내성패턴이 달랐던 첫 번째 배양검사 후 다시 의뢰된 배양검사에서는 83명과 동

일한 내성패턴을 보이는 S. sonnei가 분리되었으며, 1명은 2번째 배양검사에서 부

터는 음성으로 판정되어 내성패턴의 변화를 알 수 없었다. 분리된 균주에 대한 분

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전자형별에 대한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정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항생제 내성패턴이 달랐던 3명의 대상자에서 음식

섭취의 기왕력이나 추적검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집단발생을 유발한 S. sonnei와 

다른 유전형질을 가진 균주라고 확인할 수는 없었다. 

  투약 후 11명이 첫 번째 대변배양검사에서 음성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확인 결

과 모두 처방된 항생제를 정확히 복용하지 않았던 경우로서 치료약제 자체에 대

한 효과보다는 복용의 수행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발생 

시 예방적 투약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약 복용도를 높일 수 있

도록 교육이나 부서책임자의 지도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

여진다. 

5.1.4. 이차 감염률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발생률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중 원인으로 추정되는 S외식업체의 도시락이나 김밥을 

섭취한 적이 전혀 없고, 이환된 가족이나 직장동료와의 접촉외에는 특별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7.8% 으며, 조사된 가족 216명에서 가족내 전파율은 3.2%

다. 이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가족 내 이차 발병률이나 접촉에 의한 이차감염

에 대한 연구들, 세균성이질에 감염된 유아의 가족내 감염률 26-33%(Kotloff, et 

al., 1999)나 S. typhi의 원내발생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추정 42%(Steere, 1979)에 비

하면 상당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 가족 내 이차 발병률이 낮았던 것이나 무증상병

원체 보유자의 발생률이 0.2%로 낮았던 것은 노출대상자들이 대부분 의료인으로 

소아나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개념이 높은 것, 가족과 독립하여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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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료인들이 많았던 것, 집단발생에 대한 인지와 대책이 비교적 빠른 시간내

에 진행되어 가족과의 접촉이 적었던 것 등과 관련 있어 보인다.

5.2.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은 총 737,291,720원으

로 이 중 가장 많은 손실은 간접비용인 진료수입손실 538,808,870원으로 전체의 

73.08%로 가장 많았고, 방역비 48,419,815원(6.57%), 진료비 50,850,750원(6.90%), 생

산력 손실 40,179,055원(5.45%), 운 비 36,764,661원(4.99%), 조사비 22,268,569원

(3.02%)이었다. 이는 식품매개 감염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진료비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보고들(Mann, et al., 1983; Dalton, et al., 1996; Roberts, 

2000)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직접비용만을 조사하 을 때 의료비용이 가장 많았다는 보고

(Spearing, et al., 2000; Dryden, et al., 1994)와도 같은 결과 다. 

  1인당 발생비용은 직접비용만 1,067,601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4,294,001원이었

는데 선진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1인당 

직접비용 2,310$(Spearing, et al., 2000)이나 2,568$(Dryden, et al., 1994)보다 적게 

나타났다. 간접경비를 포함해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료비용의 차

이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원환자의 노출이 

없어 이로 인한 비용발생이 없었던 것과도  관련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1년 12월에 발생하 던 S외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

진환자 346명, 설사 553명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직접의료경비와 생산력손실

에 한해서만 추가로 추정하여 보았다. 직접의료경비는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

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1인당 외래진료비 62,798원과, 입원비 994,394원으로 산

정하고 급여손실액 328,357원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면 확진환자 346명에 대하여 

최소 479,399,859원, 설사환자까지 포함한 899명 전체에서 최대 1,24,608,303원 이

었다. 국내에서 1996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살모넬라감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59억원(박경진 & 노우섭, 1998)과 비교할 때 본 연구와는 대상질병이 살모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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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감염과 세균성이질로서 질병의 특성이 다르고, 분석대상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

은 경우까지 포함하 으며 생산력 손실을 국내 근로자의 연간 평균임금에 준하여 

진료일수에 생산성 저하율 25%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등 대상질병과 추정범위, 분

석방법이 달라 정확히 비교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식품매개 감염질환

의 집단발생에 대한 막대한 비용손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

료기관에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을 산정하 으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 

이환된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자녀가 이환된 직원들의 시간 등과 같은 

간접비용들까지 포함한다면 식품매개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 많아졌으리

라 보여진다.

  비용손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

이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경우 예방으로 인한 비용편익은 물론이고(Spearing, 

2000), 조기발견 및 조기대책으로 발생규모를 줄이므로서 얻는 비용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erts, 2000; Dalton, et al., 1996). 본 연구기관에서 역학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일한 음식이 제공되던 산하병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집단발

생에 대한 조기대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비용편익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

하리라 본다. 실제 본 연구대상기관에서 첫 번째 환자가 외래를 방문한 날, 이미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에서는 동일 업체로부터 도시락을 공급받던 다른 기관에서 

집단발생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기관에서 첫 번째 환자발생 

4일 째, 즉 집단발생임을 인식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고할 때까지 동일업체에서 도

시락이 공급되던 본 연구대상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주지도 않았으며, 본 연구기관

에서 보고하고 이틀이 지난 후 도시락 생산이 중지되는 등 실제적인 관리체계가 

진행되었었다. S외식업체 직원들에서 소규모 집단발생이 발생되었을 당시 조기관

리대책이 적절히 수행되었다면, S외식업체로부터 공급된 도시락으로 인한 첫 번째 

집단발생이 인지되었을 때 S외식업체에 대한 생산중지와 도시락이 공급되는 기관

들에게 정보제공 및 관리대책이 수행되었다면, 이로 인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부분 감소되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좀 더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의

료기관에서의 손실은 일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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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대변배양검사를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 진행하 다면 검사비용이나 

연장된 대책팀운 으로 인한 운 비용을 절감하 을 것으로 보여진다.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역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비용분석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의 제시가 궁극적으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을 결정하고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

다(Roberts, 2000). 

5.3.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모델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집단발생의 종결이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공조라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내에서 발

생한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미지에 심각한 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

로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상호협

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효과적으로 집단발생을 종결시킬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현

재 병원감염관리의 한 부분으로 집단발생관리체계(Jarvis & Zaza, 1999)나 정부가 

사용하는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국립보건원, 2000)만으

로는 이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매개 감염질환

의 집단발생의 관리나 종결은 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신고 및 보고체계의 문제로 인해 노력의 합당한 평가를 못 

받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연구기관에서의 집단발생 

감염관리과정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집단발생의 관리에서 우선순위가 적은 자료

의 보완에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는 경우도 발생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은 전염병예방법, 정부의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을 근거로 진행하여 발생초기부터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

과 공중관계 관리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부수적인 상황으로 인해 집단발

생의 종결과 관련 없이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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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감염관리 모델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감염관리의 실제 사항이 대책팀을 중심으로 운 되기 때문에 팀의 효율적 

운 을 위한 전략들이 요구된다. 둘째 대책팀으로부터 제시되는 각종 관리대책들

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업무환경에 대한 배려와 같은 행

정지원이 필요하며 각 부서 책임자들의 강력한 리더역할이 잘 수행될 때 본 감염

관리모델의 효과는 커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

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을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진행하려는 의료기관 최고 경 자의 인식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이 집단발생하 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실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진행하여야 할 부분들과 대부분이 중복된다. 

노출된 직원이나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실제 진행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시

간과 노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

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리지침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대규

모 집단발생으로 진행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

다. 본 연구에서의 집단발생이 단일 원인으로 최대의 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립보건원 방역과에서는 과장을 포함한 4명이 S외식과 관련된 세균성이질의 관리

를 맡고 있어 상부에 보고할 환자 집계와 언론 발표자료를 준비하기만도 벅찬 실

정이었음을 토로하고 있었고(박태균, 2002), 실제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자 한 명이 

본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 던 집단발생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학조사나 방역관리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

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호협조를 기대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관

리하고 관리내용을 보고만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나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

할 때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측면이라면 정부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내에서 현재의 식품매개감염질환 집단발생 시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나 보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침서에서만 요구되어지는 관리대책은 실

제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전염병감시 및 관리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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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생으로 진행될 경우 신고지연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집단발생 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단감염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의심되는 경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다. 조기인지를 위하여 일상적인 병원감염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Haley, et 

al., 1984), 검사결과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결과물의 정기적 

분석(McGowan & Weinstein, 1998), 직원건강관리부서 혹은 이에 준하는 부서들

에서 집단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각 임상진료과나 감염관리 실무팀(박은숙, 1999)

과 같은 지원조직을 통해 병원감염이나 특정 질병들의 발생현황들이 보고되고 관

리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정전염병의 전산보고시스템

(박은숙 등, 2001)과 같이 의료기관내에 활성화되어 있거나, 몇몇 의료기관에서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준비 중 인 병원감염전산관리시스템(강자현 등, 2001) 등 

을 이용하는 것도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감염에 대한 조기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조기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진료를 보는 의

사들의 교육 및 실제 집단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교육,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단감염에 대한 자료들은 발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상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집단감염들이 의료환경에

서 발생한 경우, 결과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많을수록 그런 경향은 심해진다. 국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감염질환에 대한 보고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단편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보고 뿐만 아니라 학술교류 또한 

중요하다(Glanz & Yang, 1996). 1994년 스칸디나비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역학

조사에서 처음으로 alfalfa sprout가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후(Ponka, et al., 1995) 

이에 대한 보고서와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던 단편적인 유

행들이 PFGE와 같은 분자역학적 조사에 의해 같은 원인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Mermin & Griffin, 1999) 전반적인 생산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관련 국가들간에 수립되고 수행되는 것을 보면(Keene, 1999),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이에 대한 학계와 정부, 지역간 혹은 국가간 의사소통의 중요

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례라고 하겠다. 국내의 경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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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감시체계의 확립으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에 대한 

내용은 신고와 동시에 상황집계되어 보도자료로 발표되고, 매년 역학조사사례집으

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국립보건원, 2001; 2002),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개

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내에

서의 의견이므로 의료기관에서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견교환

이나 학술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분석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질환의 집단발

생은 일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위기는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

직의 미래 활동에 위협을 주며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사건

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 욱, 2002:66). 부정적 향을 주는 사

건은 물질적인 손해를 포함하여 명성 훼손 등 공중들에 미치는 심리적인 향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공중관계학적 접근방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공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관건이 될 수 있다. 위

기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일단 발생했을 때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업무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때 조직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위기관

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위기 봉쇄 및 회

복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김 욱, 2002:247). 첫 번째 단계인 계획단계에서는 공중과

의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원칙을 세우고, 대변인의 역할을 

발동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미지 회복 전략 발동 단계로서 어떻게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 부인, 변명, 정당화 혹은 사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건의 성격이

나 위기의 규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회복 

전략 활동단계로서 후속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미디어 및 공중에게 보충 설명을 

제공하고 종결 후에도 상항이나 조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대상기관에서 진행하 던 감염관리 활동내용 중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중관계와 위기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시하는 내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대 사회는 본 연구대상의 감염관리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미

디어와 인터넷의 향으로 인해 위기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중으로부터 봉쇄하

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다. 따라서 어차피 공개되어야 정보라면 직접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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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리하다. Kaufmann 등(1994)은 위기상황에서 공중관계 활동이 가지는 이점을  

① 개방적이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직은 공중들로부터 위기상황

의 원인생동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

방정책은 고객들의 평가, 조직원의 사기, 실추된 평판과 같은 조직에 미치는 피해

로부터 회복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③ 정보는 제삼자를 통해 공중에게 전

달하는 것보다는 항상 직접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왜곡과 과장을 막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은 위기 

관리의 측면에서 좀 더 고찰되고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중관계 관리를 진행하게 함으

로써 의료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간호학적 의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품매개감

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의 실제적인 업무지침을 제공함으로서 간호의 한 

전문분야로서 감염관리실무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더불어 국내 의료체계

에 적합한 실제적인 감염관리 모델이나 이론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으리

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심각성과 조기인지 및 조기관리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부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모두 보다 적극적인 대

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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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감염관리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2001년 12월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을 표본 대상으로 하여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역학적 특

성의 파악, 수행한 감염관리 내용의 분석, 경제적 손실의 파악과 감염관리 모델의 

개발을 진행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7명의 세균성이질 환자 및 의사환자가 발생

하 으며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3명을 포함하여 86명(51.5%)의 대변배양에서 모두 

S. sonnei가 분리되어 확진되었다. 167명 중 병원직원이 대부분(153명:91.6%)이었으

며, 142명(85.0%)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은 수술

실과 응급실 등에 공급되었고, 김밥은 원내 매점에서 판매되었으며 S외식업체에서 

공급되던 것이었다. 이에 세균성이질 의심가능 증상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대조군 조사를 진행한 결과 S외식업체의 음식섭취 11.9배, 수술실 근무 9.3배, 

응급실 근무 4.1배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의 가족 216명 

중 7명의 환자 및 의사환자가 발생하여 가족내 전파력은 3.2% 으며, 환자와 접촉

하는 부서와 조리부서 근무직원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발생률은 0.2%(3명

/1,421명)이었다. 확진자 86명 중 83명이 동일한 항생제 내성패턴을 보 으며 

Cotrimoxazole에 100% 내성을 보 다.  

   2) 세균성이질 집단발생의 감염관리를 위해 진료부원장을 팀장으로 비상대책팀

을 구성하여 운 하 다. 기획반, 진료반, 조사반, 교육반, 홍보반, 환경관리반으로 

역할 분담을 하 고 역학조사, 원인제거, 치료 및 격리, 교육 및 홍보, 무증상 병

원체 보유자 관리, 환경관리, 의대학생 실습중지, 비용 및 행정지원 강화, 각종 통

계자료 관리, 보건소와의 보고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하 다. 진행된 감염관

리내용의 문제점 및 대안은 대책팀의 효율적 운 과 감염관리 대책들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마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 업무효율성과 비용효율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홍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효율적 관계 구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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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균성이질의 집단발생은 환자 및 의사환자 167명, 입원 120명을 발생시켰

고 비상대책팀을 35일간 운 하 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은 총 

737,291,720원으로 간접비용인 진료수입손실이 538,808,870원(73.08%)으로 가장 많

았으며, 직접비용인 진료비 50,850,750원(6.90%), 방역비 48,419,815원(6.57%), 생산

력 손실 40,179,055원(5.45%), 운 비 36,764,661원(4.99%), 조사비 22,268,569원

(3.02%)이 발생하 다. 집단발생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환자 1인당 직접비용 

1,067,601원,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4,294,001원이 소요되었다. 

   4) 개발된 감염관리모델의 운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 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종결, 의료기관의 이미지저하 예방,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책팀이 전염병 예방법, 정부의 수인

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 병원감염관리지침의 원칙에 준하여 

운 하도록 구성하 다. 효과적인 운 을 위해 조직 및 운 체계, 활동별 감염관

리 내용, 진행경과에 따른 감염관리 내용으로 구성하 다.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 발생은 집단발생의 종결이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공조라는 측면과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홍보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협력에 대

한 고려 없이 집단발생의 종결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

되어 궁극적으로 비효과적인 감염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

된 감염관리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반 함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 감염질환

이 집단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심각성과 조기인지 및 조

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부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모두 보다 적극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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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로 분석되거나 연구되어지

기를  제언한다

1)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용손실만을 평가하 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측정해볼 것을 제언한다. 실제 

원인을 제공하 던 S외식업체와 관련된 세균성이질의 발생에서 본 연구대상기

관에서 발생한 경우는 확진환자의 48.3% 뿐이었다.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의 감염관리 혹은 지역사회의 관리대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의료기관에서의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을 감염관리차원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것을 제언한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 

3) 정부나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실무에서의 관리 내용이나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 등에 대한 평가가 진

행되어 보기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된 감염관리모델은 임상실무에서 다시 평가되지 못하

다. 의료기관에서 식품매개감염질환의 집단발생 시 적용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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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음식섭취 설문지

1. 성명                   2. 직종 및 소속              3. 전화번호              

4. 성별        남,        여                           5. 연령   만      세

6. 지난 주 월요일(1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설사, 복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있다면 어떤 증상?, 해당란에 ‘V'표. 

 - 설사:______ 복통:_______ 발열:_______ 근육통:________

 - 설사시기-________부터_______까지       -설사양상- 물 같음:______  혈변 :_______

7. 지난 1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식사하신 식당이나 음식을 기억하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예 ;  갑을식당, 짜장면>

  * 증상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선비도시락 및 매점 깁밥인 경우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날  짜 아  침 점  심 저  녁

 

11/26(월)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27(화)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28(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29(목)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30(금)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12/1(토)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2(일)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3(월)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식당      가정

 음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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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조사년도-조사월-지역번호-기관번호-개인번호

Ⅰ. 기초조사 내용                       일련번호 : □□□□-□□-□□□-□□□-□□□□  

(1) 

작성자

(2) 설문 

작성일
   월    일 (3) 응답자  □본인  □환자의      

(4) 이름 (5) 주민번호 - (6) 성별 □남자   □여자

(7) 나이 만     세 (8) 세대주 (9)전화번호 -      -        

(10) 주소       시/군               구/읍/면               동/리             

(11)

 소 속

□ 학 교(        )   □ 학 원(        )  

□ 유치원(       )   □ 집단시설(       )

□ 직 장(        )   □ 기 타(          )

(12)학년 

반번호

(학생의 경우)

  학년   반

    번

(13) 

직 업

□ 학생 또는 원생   □ 교직원  □ 식품 취급자   □ 방문객    □ 기  타

직장명 (                        ) 

Ⅱ. 임상적 특징

 최근 3주이내 설사증상유무  □ 있 음   □ 없 음 (증상이 없으면 설문 Ⅳ로 이동)

(14)6 

발병일
  월   일   시  

(15) 최초 발병시 주요 증상 

(한가지)
　                   　

설사의 

특  징

(16) 설사양상 □ 묽으나 노란색    □ 쌀뜬 물    □ 점액성    □ 혈 변

(17) 설사기간 　    일 동안 (18) 총 횟 수 　      회

 (19) 가장 심할 때 1일설사횟수(회/일) 하루          회

동반증상

(20) 발 열 □ 있 음  □ 없 음 (24) 복 통 □ 있 음 □ 없 음

(21) 오 한 □ 있 음  □ 없 음  (25) 용변후 개운치않음 □ 있 음 □ 없 음

(22) 오 심 □ 있 음  □ 없 음 (26) 두통 □ 있 음 □ 없 음

(23) 구 토 □ 있 음  □ 없 음

(27) 검체채취 여부 □ 채취   □ 미채취   (28) 채취일                    

    (29) 분리병원체 

Ⅲ. 감염원 조사
*
 (발병 1주일 이내의 과거력)

(30) 설사

환자 접촉력

□ 있 음    이 름                    환자와의 관계               

            접촉 일시 / 장소              /                      

□ 없 음

* 장티푸스로 확인되는 경우 3주간의 감염원 조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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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2

(31) 여행

     유무 

□ 있 음    여행 일시 / 장소               /                   

            동행자                                             

□ 없 음

(32) 외식
**
  

    유무

□ 있 음    외식 일시 / 장소               /                   

            섭취음식                                           

□ 없 음

(33) 회식***
□ 있 음    회식 일시 / 장소               /                   

            섭취음식                                           

□ 없 음

(34)식수**** □ 상수도     □ 간이상수도      □ 우 물      □ 개인 펌프

(35)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36) 동거인 총           명
(37) 동거인 중 

설사환자 수
총           명

동

거

상

황

성  명 관계 성별
연령

(만)
설사증상유무 설사증상일

식품취급업 

근무 유무

□있음  □없음 □유  □무

□있음  □없음 □유  □무

□있음  □없음 □유  □무

□있음  □없음 □유  □무

□있음  □없음 □유  □무

□있음  □없음 □유  □무

Ⅴ. 집단급식 

※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식단표를 확보하여 집단발병 이전 3일동안 

제공된 음식명을 조사한 후 급식일시 및 음식명을 기입하여 인쇄한 이후 설문조사서

를 활용할 것 (장티푸스의 경우 필요에 따라 3주까지 조사필요)

    급식여부   □급식  □비급식 (“비급식”의 경우 설문종료)

섭 취 일
섭취시기

(조/중/석식)
식품명 섭 취 여 부

월  일  □ 섭취   □ 비섭취     □ 모름

□ 섭취   □ 비섭취     □ 모름

□ 섭취   □ 비섭취     □ 모름

□ 섭취   □ 비섭취     □ 모름

□ 섭취   □ 비섭취     □ 모름

□ 섭취   □ 비섭취     □ 모름

특이사항 및 의심질환                                                  _____________

** 가족외식 등 개별적 소수의 인원의 매식

*** 직장내 회식 등 관련조직의 단체매식
***** 가정, 시설내에 설치된 식수원을 지칭하며 실제 음용한 식수를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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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황일지(날자/요일)

비상대책본부

일 시 상     황     내     용 집행자 조  치  사  항

*기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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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비상대책팀 보고

           날짜 12/5(수) 12/6(목) 12/7(금) 12/8(토) 12/9(일) 12/10(월)

설사의심환자수(누적)

직

종

별

교수

전공의

인턴

간호사

보조수/원

사무직원

청소원

학생

직원가족

기타

배양확진환자수(누적)

입원환자수(확진/의심)

퇴원환자수(확진/의심)

재원환자수(확진/의심)

직

종

별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보조수/원

학생

청소원

직원가족

기타

1차 재검 결과(양성)

1차 재검 결과(음성)

2차 재검 결과(양성)

2차 재검 결과(음성)

재원환자중 발생

의심환자수

확진환자수(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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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발생 현황                     ( 2001. 12. 18. 16:00PM 현재 )

총설사환자 채변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입원환자

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입원 
입원

누계
퇴원

퇴원

누계
재원

신촌세

브란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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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fection Control Model for Outbreak of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in Hospital.

Park, Eun Su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occurrence of outbreak of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in the hospital 

impedes the objective of existence the health care facility. It can result in 

serious damage of the image of the hospital, and the control and management 

needs to be in cooperation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Therefore, a distinct 

infection control model from outbreaks of other nosocomial infections in the 

hospital or food-borne infectious diseases in the community is compulsory.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to develop an infection control model for the 

outbreak of a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in a hospital. The model was 

constructed from the sample study from an outbreak of shigellosis in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on December in 2001. The infection control model 

was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system 

and contents of the infection control program, and financial cost of the 

outbreak. Data was obtained through reviews of daily records for all situations, 

conference records, medical records, questionnaires for water/food-borne 

infection, nurse's duty schedule, overtime work bill and others. The risk factors 

for symptoms of shigellosis were test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 128 -

results were as follows.

1)A nosocomial outbreak of shigellosis affected 167 hospital employees, medical 

& nursing students, employee's family members and patient's care givers, of 

which 86 cases were confirmed in fecal culture. Most case involved in the 

outbreak was hospital staffs 91.6%(153/167). They commonly had the same 

lunch box or seaweed rolled rice 142(85.0%). The lunch box was supplied to 

OR and ER, and the seaweed rolled rice was sold from the cafeteria, and they 

were supplied from the same S-catering facility. A case controlled study was 

done to define the risk factors for the symptoms of shigellosis. The odds ratio 

of eating S-catering facility food was 11.9, working at OR 9.3, working at ER 

4.1 in the significant level. The secondary infection rate was 3.2%(7/216) among 

the associated family members, and the asymptomatic case rate was 

0.2%(3/1,421) in departments of patient care and food services. Eighty three 

cases out of 86 cases had the same antibiotics resistant pattern, and all of them 

had resistance to Cotrimoxazole.

2) We had epidemiology investigation, removal of infection source,  medical 

treatment and isolation, educ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relationship(PR), 

prevention and control of asymptomatic case, environmental control, 

withdrawal of medical students' training, strong financial support, analysis and 

management various datum, construction of cooperation and reporting system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The difficulties of the infection control program 

were holding the strategy to have a cost effective infection control with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cooperation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management of public relationship.      

3) The outbreak cost of the hospital was more than ￦730,000,000(US $608,333). 

Indirect cost(loss of medical service fee) was the greatest ￦538,808,870(73.08%), 

and medical cost ￦50,850,750(6.90%), infection control costs ￦48,419,815(6.57%), 

lost productivity costs ￦40,179,055(5.45%), team operation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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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4,661(4.99%), and investigative cost  ￦22,268,569(3.02%). This outbreak 

resulted  in a direct cost of ￦1,067,601 and included indirect cost ￦4,294,001 

per case.

4) The goal of this infection control model to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outbreak is efficacious infection control. The model has three objects of 

termination outbreak, prevention to damage of hospital image, and construction 

of cooperation system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The team which entrusted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managed the outbreak based on the law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government guideline for epidemiology 

investigation of water/food-borne infection and poisoning, and guideline of 

infection control. 

  The infection control model which is presented from this research result will 

become a sample model to help lead the efficiency of infection control for a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outbreak in a hospita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raises the importance of early recognition and management for 

contribution to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and health care facilities to 

prepare more active countermeasur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shigellosis, outbreak, financial cost, 

model of infec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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