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파악 선발대 이송로 확보반 마무리반 연락반 노출 관리반

주간 
(담당자)

감염관리실 1인 
의사 1인
(성인: 감염내과, 
소아: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2인

행정직 1인
(총무)
행정직 1인
(원무)

행정직 1인
(총무)
행정직 1인
(구매)

감염관리실 1인

 병동에서 발생시
입원고객센터 1인

야간 
(담당자)

의사 1인
(응급의학과)
간호사 2인
감염관리실 1인

의사 1인
간호사 1인
보건직 1인
(응급구조사)
행정직 1인
(원무)

행정직 1인
(총무)
행정직 1인
(구매)

감염관리실 1인

업무의 
개요

1. 의료진 및 환자에게 
보호구 착용 지도 
2. 노출자 명단 확보

1. 감염환자 이송 
협조(주간)
2. 노출되지 않은 

환경소독 및 
의 료 폐 기 물 
관리

1. 보건소 연락
2. 타병원 이송
이나 입원치료 

1. 노출 의료
진 및 환자 
관리

항목 방법 비고

연락체계 감염관리실 연락➜ 보건소에 연락 방송 또는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논의)

출동 명지병원 입원치료(격리) 병상 대책본
부 중 CDRT 파견 

1. 감염 bag 지참 출동: 
   준비물(Level D보호구 의료진 숫자만큼, 여유의  
   장갑, 의료폐기물 봉투 등)
2. 환자 이송 도구(wheel chair, cart)
3. 통신도구(논의)

기타 준비
물품

1. 락스 희석통
   (물선 및 락스 용액 표시)
2. 음압텐트(구매)
3. 훈증소독업체 또는 훈증 소독기
   (구매)

1. 마무리반 bag 지참
   준비물(80배 희석한 락스 스프레이 5~6개, 1회
용 hand 타올, 격리 폐기물통(10개), 소독 물티슈, 
분무 소독통 구비)

CDRT(Contagious Disease Response Team)
1. 배경
 외래나 입원병동에서 감염환자가 5명 이하로 발생할 경우 또는 시도 및 보건소 감염병 환자 
입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 격리병상 입원 시 감염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아래와 같
이 출동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2. 절차

3. 팀구성
1) 타원으로 환자 이송하는 경우(주간/야간)



3. 감염환자 이송 환자 이송(야간) 격리 병상 입
원 확인

 진료팀 이송팀

주간 
(담당자)

주치의 1인, 
간호사 2인
(E5병동charge) 
감염관리실 1인
(환자 입원 후 투입)

간호사 2인
행정직 1인
(원무)
입원고객센터 1인
시설팀 1인

야간 
(담당자)

주치의 1인
간호사 2인
(E5병동charge) 
감염관리실 1인
(환자 입원 후 투입)

간호사 2인
행정직 1인
(원무)
시설팀 1인

업무의 
개요

1. 격리환자 입원 관리
2. 환자 진료 1. 재원하고 있는 환자 타병원으로 이송

2) 병원 입원치료 격리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입원하는 것까지만 해당)



①
- 진료실 내 환자 대기

- 환자에게 Level D 

   보호구 착용

- CDRT 구성하여 출동

   ▶ 접촉한 의료진은 환자 진료실문 나오기 전에 비어 있는 진
      료실을 전화로 확인
   ▶ 진료실 문을 닫고 나와 물을 이용한 손씻기 및 N95 마스크 
      착용(비어 있는 진료실 내에 문을 닫고 대기)
   ▶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의료진 N95 마스크 착용
      (별도의 공간에 문을 닫고 대기)
   ▶ 감염관리실 연락 
      - 연락반이 보건소 연락
      - 상황파악 선발대, 이송반, 마무리반에게 연락
   ▶ 연락반은 지속적인 보건소/질병관리본부 연락 및 상황파악

         ↓  

② 상황파악 선발대 현장 도착

▶ 응급의료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감염 bag지참
▶ 선발대 보호구 착용: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E관 1층 선별진료실에서 착용
▶ 외래 간호사 1: 
   - 환자의 보호구 착용 지도 + 환자 이송
   - 방문 닫고 창문 열기
▶ 감염관리실: 
   - 연락반과 지속적인 상황통보
   - 환자 퇴실 후 마무리반에 퇴실함을 알림
▶ 외래 간호사 2:
   - 노출 직원 및 환자 명단 확보(명단기록지 구비)
▶ 의사직 1인
   - 전체적인 통솔

         ↓

③ 이송로 확보반 출동

▶ 이송도구(wheel chair 등) 지참하여 현장 도착
▶ 보호구 착용(level D)
▶ 감염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 외래 2층: 진단검사의학과 내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외래 1층: 영상의학과 뒷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환자 이동 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
   (엘리베이터 미리 확보 등)
▶ 신관 지하 2층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및 출입차 제한
   협조

         ↓

④ 앰블란스 도착
▶ 연락반은 앰블란스가 신관 지하 2층에 대기 할 수 있도록 협조
▶ 앰블란스 내 환자 탑승이 가능할 시 
   ➜ 연락반이 상황파악 선발대에게  환자 이송 지시

         ↓

⑤ 환자 이송 ▶ 상황 파악 선발대에서 신속하게 환자 이송
▶ 이송반은 신속하게 환자 이송할 수 있도록 가이드

4. 감염병 환자 내원 시 처리 흐름도

 1) 외래에서 발생한 경우



         ↓

⑥

마무리반 출동

▶ 환자 발생시 연락을 받으면 80배 희석한 락스 분무 소독 
   준비(스프레이 5개 준비), 격리보호구 버릴 격리 폐기물 10
   통 준비(E관 1층 선별 진료실 내)
▶ 구매는 연락 받으면 훈증 소독 전문 업체 연락
   ➜ 환자 대기 장소 소독
▶ 환경소독 할 시 보호구 착용
   :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환자 이동 경로 소독
   - 1회용 티슈 사용와 80배 희석한 락스 스프레이를 사용하
     며 사용한 물품은 모두 격리폐기물통에 버림
   -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 문 손잡이를 집중적으로 소독
▶ 환자 이송 또는 마무리 후 연락반, 이송반, 상황 파악 선발
   대, 마무리반 모두 E관 1층 선별진료실로 집결
  - 80배 희석한 락스를 이용하여 장갑 소독
  - 보호구 탈의하여 개별 격리폐기물에 버리고 물을 이용한 
    손씻기
  - 격리폐기물통 바깥을 80배 희석한 락스 뿌리고 큰 비닐에 
담는다. 

①
- 환자에게 N95마스크

   착용

- CDRT 구성하여 출동

   ▶ 응급실 전체 의료진은 물을 이용한 손씻기 및 N95 마스크 
     착용
     ➜ 감염관리실 연락 ➜ 보건소 연락
     ➜ 상황 파악 선발대, 이송반, 마무리반 연락
   ▶ 상황 파악 선발대
     - 근무하는 의료진(되도록이면 노출된 환경에 있었던 의료
       진) 중 의사직 1인과 간호사(charge) 2인, 보건직 1인으로 
       결성
     - 응급의료센터에 비치된 감염백 지참
     - E관 1층 선별진료실에서 보호구(level D 보호구+안면보호
       대) 착용
     - 간호사 1인 + 보건직 1인:  
      * 환자가 누워 있는 카트로 E관 1층 선별진료실로 신속하
        게(환자상태에 따라 소생실로 이동 가능) 이송
      * 선별진료실 내에서 환자 보호구 착용 지도
      * 선별진료실의 문을 닫고 창문 열기
      * 환자에게 사용한 이동수단은 그곳에 비치
      * 이송하기 전까지 환자 관찰
     - 간호사 1인

 2-1) 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우(공기매개)  * 응급실 전체를 감염으로 인한 오염공간으로 판단



      * 이동 경로 미리 확보 및 상황 파악하여 연락반과 지속적
        인 통화  
   ▶ 감염관리실 1인
     - 노출된 의료진 및 환자 명단 확보
   ▶ 이송로 확보반(총무)
     - N95 마스크 착용
     - 응급실 내 이동을 막기 위해 폐쇄
   ▶ 행정직 1(원무):

   - N95 마스크 착용
   - 응급실 방문 접수를 막음
   - 로비의 1층 원무팀에서 다른 원무 직원이 기존의 다른 
     원무 업무를 보도록 함 
   - 119에 전화하여 본원의 응급실 환자 진료를 막음

   ▶ 연락반은 지속적인 보건소/질병관리본부 연락 및 상황파악
         ↓  

② - 연락반 출동

- 마무리반 출동

▶ 보호구 착용: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연락반(감염관리실): 
   - Level D보호구
   - 보건소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 환자 이송 협조
▶ 행정직(환경미화원):
   - 환자 발생시 연락을 받으면 80배 희석한 락스 분무 소독 
     준비(스프레이 5개 준비), 격리보호구 버릴 격리 폐기물  
     10통 준비(E관 1층 선별 진료실 내)
   - 응급실 내 노출된 환경 80배 희석한 락스로 분무 소독 
     실시
   - 모든 창문 열기(단, 병원 쪽 문은 닫기)
   - 10분 후 1회용 환경티슈로 모든 환경 닦고 격리폐기물에 
     버림
   - 특히 문 손잡이등을 집중적으로 소독

         ↓

③ 앰블란스 도착
▶ 앰블란스 내 환자 탑승이 가능할 시 
   ➜ 연락반이 선발대에게 선별진료실에 대기 중인 환자 이송
      지시 및 협조

         ↓

④ 환자 이송 ▶ 상황 선발대에서 신속하게 환자 이송

         ↓

⑤

마무리반 출동

▶ 환자 이송 후 연락반, 이송로 확보반, 선발대, 마무리반 모
   두 E관 1층 앰블란스 대기 장소로 집결
▶ 마무리반이 환자 대기 공간 내 80배 희석한 락스 분무
▶ 보호구(단 마스크는 제외) 탈의하여 개별 격리폐기물에 버림
    - 80배 희석한 락스 이용하여 외부 장갑 소독
    - 격리폐기물통 바깥을 80배 희석한 락스로 소독 



    - N95 마스크+장갑 새것으로 교환
▶ 다른  N95 마스크+장갑 착용 후 응급실 내 대기 

①
- 환자에게 N95마스크

   착용

- CDRT 구성하여 출동

   ▶ 접촉한 의료진 및 같은 공간 내 의료진은 물을 이용한 손씻
      기 및 N95 마스크 착용(환자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 문을 
      닫고 대기)
     ➜ 감염관리실 연락 ➜ 보건소 연락
     ➜ 상황 파악 선발대, 이송반, 마무리반 연락
   ▶ 근무하는 의료진(되도록이면 노출된 환경에 있었던 의료진)
      중 의사직 1인과 간호사(charge) 2인, 보건직 1인으로 결성
     - 응급의료센터에 비치된 감염백 지참
     - E관 1층 선별진료실에서 보호구(level D 보호구+안면보호
       대) 착용
     - 간호사 1인+보건직 1인:  
      * 환자가 누워 있는 카트로 E관 1층 선별진료실(환자상태
        에 따라 소생실로 이동 가능) 이송
      * 선별진료실(소생실) 내에서 환자 보호구 착용 지도
      * 선별진료실(소생실)의 문을 닫고 창문 열기
      * 환자에게 사용한 이동수단은 그곳에 비치
      * 이송하기 전까지 환자 관찰
     - 간호사 1인
      * 이동 경로 미리 확보 및 상황 파악하여 연락반과 지속적
        인 통화  
   ▶ 감염관리실 1인
     - 노출된 의료진 및 환자 명단 확보
   ▶ 이송반
     - 근무하는 의료진(노출되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의료진) 중
       의사직 1인과 간호사 1인, 보건직 1인
     - 보호구 착용: level D 착용
     - 노출되지 않은 환자 및 의료진을 별도의 공간으로 이송
     - 방문 모두 닫기
   ▶ 행정직 1(원무):

   - level D 착용
   -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응급의료센터 내원객을 소아응급
     의료센터로 안내

   ▶ 연락반은 지속적인 보건소/질병관리본부 연락 및 상황파악
         ↓  

② - 연락반 출동

- 마무리반 출동

▶ 보호구 착용: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연락반(감염관리실): 

 
2-2) 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우(접촉매개)    *당직의사의 판단에 따라 감염으로 인한 오염범위 결정 



①

- 환자 및 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N95마스크

  착용

- 병실 내 환자 대기

- CDRT 구성하여 출동

   ▶ 접촉한 의료진은 환자 방문을 닫고 나와 물을 이용한 손씻
      기 및 N95 마스크 착용(처치실에 대기)
     ➜ 감염관리실 연락
      - 연락반이 보건소 연락
      - 상황 선발대, 이송반, 마무리반, 입원팀에게 연락
   ▶ 연락반은 지속적인 보건소/질병관리본부 연락 및 상황파악

         ↓  

②
상황파악 선발대 현장 도착
 - 주간: 외래팀
 - 야간: 응급의료센터팀

▶ 응급의료센터에 비치된 감염 bag지참
▶ E관 1층 선별진료실에서 보호구 착용:
   - 선발대 보호구: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Level D보호구
   - 보건소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 환자 이송 협조
▶ 행정직(환경미화원):
   - 환자 발생시 연락을 받으면 80배 희석한 락스 분무 소독 
     준비(스프레이 5개 준비), 격리보호구 버릴 격리 폐기물  
     10통 준비(E관 1층 선별 진료실 내)
   - 응급실 내 노출된 환경 80배 희석한 락스로 분무 소독 
     실시
   - 모든 창문 열기(단, 병원 쪽 문은 닫기)
   - 10분 후 1회용 환경티슈로 모든 환경 닦고 격리폐기물에 
     버림
   - 특히 문 손잡이등을 집중적으로 소독

         ↓

③ 앰블란스 도착
▶ 앰블란스 내 환자 탑승이 가능할 시 
   ➜ 연락반이 선발대에게 선별진료실에 대기 중인 환자 이송
      지시 및 협조

         ↓

④ 환자 이송 ▶ 상황 선발대에서 신속하게 환자 이송

         ↓

⑤

마무리반 출동

▶ 환자 이송 후 연락반, 이송반, 선발대, 마무리반 모두 E관 
   1층 선별진료실로 집결
▶ 보호구(단 마스크는 제외)는 선별진료실 내 전실(환자와 먼
   쪽으로 선을 그어 구획)에서 탈의하여 개별 격리 폐기물에 
   버림
    - 80배 희석한 락스 이용하여 장갑 소독
    - 격리폐기물통 바깥을 80배 희석한 락스로 소독 
▶ 선별진료실 문을 닫고 나와 N95 마스크+안쪽 장갑 탈의 후  
   손위생 
▶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3) 입원병실에서 발생한 경우



▶ 간호사 1인: 
   - 환자 보호구 착용(Level D) 지도 
   - 방문 닫고 창문 열기
   - 80배 희석한 락스를 이용하여 침상 소독
   - 침상 그대로 환자 이송
▶ 간호사 1인: 
   - 나머지 노출 환자 입원치료 격리 병상으로 이송 준비
   - 80배 희석한 락스를 이용하여 침상 소독    
▶ 감염관리실:
   - 노출 직원 및 환자 명단 확보
   - 연락반과 지속적인 상황통보
   - 병동에 부탁하여 80배 희석한 락스 준비 요청
   - 입원반에 연락하여 E5로 환자 입원 할 수 있도록 연락

         ↓

③ 이송로 확보반 출동

▶ 주간 총무 1인(야간에는 보건직 1인)
   - level D 보호구 착용
▶ 환자 이동 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
▶ 감염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 병동 내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본관의 경우: 지하 1층에서 신관 엘리베이터로 이동
   - 신관 지하 2층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및 출입차 제한
     협조
▶ 노출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 병동 내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1층 로비로 통과 하
     여 E관으로 이동

         ↓

④ 앰블란스 도착

▶ 연락반은 앰블란스가 신관 지하 2층에 대기 할 수 있도록 협조
    - level D 보호구 착용 
▶ 앰블란스 내 환자 탑승이 가능할 시 
   ➜ 연락반이 선발대에게  환자 이송 지시

         ↓

⑤ 환자 이송 ▶ 선발대에서 신속하게 환자 이송
▶ 이송반은 신속하게 환자 이송할 수 있도록 가이드

         ↓

⑥

마무리반 출동

▶ 환자 발생시 연락을 받으면 80배 희석한 락스 분무 소독 
   준비(스프레이 5개 준비), 격리보호구 버릴 격리 폐기물 10
   통 준비(E관 1층 선별 진료실 내)
▶ 구매는 연락 받으면 훈증 소독 전문 업체 연락
   ➜ 환자 대기 장소 소독
▶ 환경소독 할 시 보호구 착용
   :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환자 이동 경로 소독
   - 1회용 티슈 사용와 80배 희석한 락스 스프레이를 사용하
     며 사용한 물품은 모두 격리폐기물통에 버림
   -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 문 손잡이 + wheel chair를 



     집중적으로 소독
▶ 환자 이송 또는 마무리 후 연락반, 이송반, 상황 파악 선발
   대, 마무리반 모두 E관 1층 선별진료실로 집결
  - 80배 희석한 락스를 이용하여 장갑 소독
  - 보호구 탈의하여 개별 격리폐기물에 버리고 물을 이용한 
    손씻기
  - 격리폐기물통 바깥을 80배 희석한 락스로 소독 

①
- CDRT로부터 연락

- 이송팀 출동

- 진료팀 출동

- E5 재원환자 모두 이동

   ▶ E5병동 근무 간호사 1은 재원하고 있는 환자 현황 파악 
      - 남/녀 인원수
      - 걸을 수 있는 환자/침대 사용 환자 분류
   ▶ 원무팀, 입원고객센터, 응급의료센터 연락하여 빈병실 파악
   ▶ 재원환자 이동
      - 간호사 1: cart 사용환자➜wheel chair 환자 순으로 이동    
      - 간호사 2 : 병실 이동 안되는 환자는 권역응급센터로 이동
      - 시설팀 1: 신관 연결통로 차단 + 전용엘리베이터 마련
   ▶ 진료팀
      - 주치의 1+ 간호사 1(교대근무자 1인)
      - 음압 격리 치료실 내 입원준비
      - 보호복 착용(Level D + 안면보호대)

         ↓  

② 격리 환자 입원

▶ 연락반 : CDRT 이송반에게 환자 이동 지시
▶ 전용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환자 이동경로를 통해 입원 
   진료반으로 환자 인계
▶ 환자가 사용한 이동 수단은 그 방안에 넣어 둔다

         

 4) 입원치료 격리병상에 1~2명 입원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