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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배  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년 1월 개정) 제 36조 및 37조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협에 따른 적정 입원치료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의 필요성

에 의거하여 명지병원은 26병상(6격리음압, 20일반격리)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써 신종 감염병 환자로부터 병원내 2차 감염 예방 및 감염병 확산 완화와 음압 

유지 시설에서의 안전한 환자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적용기준

   대상 감염병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이 대상 질환이고, 추가적

으로 감염병의 진단 기준(시행규칙 제62조 제4항 관련)에 따른 상기 감염병 환

자, 의사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질병관리본부장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3. 운영목적

   운영목적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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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조직(대책본부)

1. 기    능

  1) 신종감염병과 관련되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ž의결한다.

  2) 효율적인 환자관리와 적절한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3) 신종 감염병 대유행시 필요한 의료물품,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진단

    시약 등 의료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고 보유량, 확보방안과 향후 소모량을 

    파악한다.

  4) 위험단계에 따른 효율적인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입원치료(격리)병상 내 환자의

    상시입원체계에서 격리입원체계로의 전환 및 환자 배출 계획을 결정한다.

  5) 신종 감염병 환자에게 노출된 직원에 대하여 원내 이차 감염예방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다.

2. 대책본부 구성과 조직도

병원장

대책본부장 : 진료부원장

상황실

[경영관리실]   [기획실]
[적정진료관리실][진료협력센터]

[고객서비스센터]
CDRT

(Contagious 
Diease Respose 

Team) ㆍ대내외 창구 및 업무분장
ㆍ근무인원 관리(배치/확보)
ㆍ병원상황 조정 및 보고
ㆍ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작성
ㆍ인근병원 전원 계획 수립 및 협의

소규모(5명 
이하)로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성

환자진료팀 진료지원팀 감염관리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교육수련부]

[간호부][약제팀]

    [원무팀]   [시설팀] 
   [총무팀]   [중앙공급실]
[재무구매팀]   [영양팀] 

[의료정보팀]

[감염관리실] [인사팀(교육)]

ㆍ관련 감염질환지침 마련
ㆍ병원 내 감시체계 운영 및
  보건소 보고 
  -노출의료진 관리
  -노출자 관리 
ㆍ병원직원 예방교육 및 훈련
ㆍ감염관리교육자료 개발 
ㆍ법정전염병 신고
ㆍ격리 모니터링

ㆍ병동 시설관리
ㆍ약제 및 물품구매
ㆍ환자이송
ㆍ병실소독, 진료장비 소독 
ㆍ청소, 세탁
ㆍ식사공급
ㆍ의무기록
ㆍ입원치료(격리)병동비축물품 
  관리

ㆍ환자진료
ㆍ진단검사 및 영상
ㆍ감염예방교육(환자/보호자)
ㆍ약제(백신 포함) 관리
 -입원치료(격리)병동 비축   
   약제 사용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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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자 이송 방법 구  분 부  서 이  름

타원으로  이송

상황파악
선발대

감염관리실
이꽃실(성인)

홍혜경

소아청소년과 김수진(소아)

간호부(외래) 장은아

간호부(외래) 　

이송반
충무팀 조영석 

원무팀 이정구

마무리반
총무팀 이응필

구매팀 양란화

연락반 감염관리실 허선희

입원치료  
격리병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진료팀

감염내과 이꽃실(전체적인  총괄)

진료부 주치의1

간호부(E5  팀장) 박미연

간호부(E5  병동) charge  1

간호부(E5  병동) charge  2

이송팀

간호부(병동과장) 김미경(전체적인  총괄)

간호부(E5  병동) 근무  간호사 1

간호부(E5  병동) 근무  간호사 2

간호부(E5  병동) 근무  간호사 3

원무팀 주간 :이정구,야간:원무팀1

시설팀 송경석

3. CDRT 운영과 역할 및 팀구성

  1) 운영범위: 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감염 질환 범위와 동일

   ① 외래나 응급실, 병동에서 소규모로(5명 이하) 발생 한 감염병 의심환자나 

      노출자를 신속하게 치료 또는 관찰공간으로 이동  

   ② 모든 활동 및 경과는 대책본부 상황실에 보고토록 한다.    

  2) 역할

   ① 감염병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노출자를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의 도모

   ② 소규모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효과적이고 강화된 훈련

   ③ 숙련된 팀원들로 완벽한 실전 대비

  3) 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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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환자 이송 방법 구분 부  서 이 름

타원으로 이송

상황파악
선발대

응급의학과 차명일(전체적인  총괄)

간호부(외래과장) 김정숙(전체적인  총괄)

간호부(응급실) 근무간호사  charge 2명

간호부(응급실) 근무응급구조사  charge 1명

감염관리실 이꽃실,  홍혜경

이송반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근무의사 1

간호부(응급실) 근무 간호사 1명

간호부(응급실) 근무응급구조사  charge 1명

원무팀 이정구

마무리반
총무팀 박병마

구매팀 양란화

연락반 감염관리실 허선희

입원치료 
격리병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진료팀

감염내과 이꽃실(전체적인  총괄)

진료부 주치의 1

간호부(E5 팀장) 박미연

간호부(E5 병동) charge 1

간호부(E5 병동) charge 2

이송팀

간호부(병동과장) 김미경(전체적인 총괄)

간호부(E5 병동) 근무 간호사 1

간호부(E5 병동) 근무 간호사 2

간호부(E5 병동) 근무 간호사 3

원무팀 주간:이정구,야간:원무팀1    

시설팀 송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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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각 팀별 역할

  1)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전담팀을 구성한다.

  2) 입원치료(격리)병동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이내에 병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시 훈련 한다.

  3) 팀별 업무 분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요 업무  담당부서

 대책본부장 1) 명지병원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지원업무 총괄 [진료부원장]

 상황실

1) 격리병동 운영지원
  가) 환자규모에 따라 환자진료팀, 진료지원팀, 감염관리팀 근무편성
  나) 입원치료병상 확대운영 대비 근무인력 확보
  다) 환자규모에 따라 의약품, 의료장비, 물품 등 수급
  라) 항바이러스제제, 개인보호장비, 검사키트 등 수급
2) 유관기관과의 협조, 연락체계 구축 
3) 의심(감염)환자․병원상황 등 조정 및 보고
4)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동향 모니터링
5)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현황 등 홍보, 홍보물 제작
6) 의심(감염)환자 입원치료(격리)병상 지정․해제 
  가) 타 의료기관에서 이송된 의심(감염)환자 수 및 입원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지정 및 결과 통보
  나) 기존 입원환자 인근병원으로 전원계획 수립 및 협의

 7) 회계 관리 :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재무팀에서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정리보관하고 실사 준비

[경영관리실]
[기획실]

[적정진료관리실]
[진료협력센터]

[고객서비스센터]

환자진료팀

1) 환자분류, 환자 격리치료
  가) 격리병실의 구분(의심환자, 확진환자), 입․퇴원 기준, 신종감염병 환자 진료 
  나) 원내 의심(감염)환자 발생시 진단 및 보고
2) 병원내 감시체계운영 및 교육
  가) 환자진료팀, 진료지원팀, 감염관리팀 환자의 안전수칙 점검
  나) 신종감염병환자 관련 사항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3) 격리치료 시 사용할 의약품 신청 및 관리
  가) 입원치료(격리)병동비축 약제 사용량 보고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교육수련부]

[간호부]
[약제팀]

진료지원팀

1) 병원 출입․제한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가) 출입제한구역 표시줄, 안내판 설치
2) 진료시 필요한 물품과 약품, 개인보호장비 등 구매 및 공급
3) 신종감염병 의심(감염)환자를 격리병동으로 이송
4) 환자나 사체 등 타 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으로 이송하거나
   영안실로 이송
5) 입원치료(격리)병상 지원 물품 관리 및 지원
6) 입원치료(격리)병상의 음압시설 유지·점검·보수
7) 병원오염방지를 위한 소독 실시 (병실, 이송로, 진료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독)
8) 청소, 세탁, 린넨 및 식사 공급
9) 의무기록 작성

[원무팀]
[시설팀]
[총무팀]

[중앙공급실]
[구매팀]
[영양팀]

[의료정보팀]

감염관리팀

1) 감염관리계획 수립과 개정 및 적용의 적절성 관리
2) 병원 내 감시체계운영. 모든 부서의 감염관리 지도 및 감독
3) 환자와 접촉자, 병상 출입하는 직원 등 감염관리  
4) 감염관리 교육 및 직원예방 교육, 감염교육 자료개발
5) 환자의 입ㆍ퇴원을 관리하며 보건소 신고
6) 입원치료(격리)병상 환자의(입원 및 퇴원 후)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염관리실]
[HR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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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이/선별 진료실 운영계획

1. 신종감염병 발생규모에 따른 간이/선별 진료실

  1) 단계별 외래 환자 진료확대 방안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정  의 ~ 200명 200~1000명 1000명 이상

진료인원 2명(성인, 소아) 10명 인원 확대

진료공간

간이진료실

(권역응급센터 1층 

별도의 공간)

간이진료실

격리외래(이비인후과

외래자리)

소아응급진료실

공간 확장

  2) 진료가용 인력

   ① 정원

구  분 정  원 가용인력 비  고

내과계 4 (감염1, 호흡기3) 3 (감염1, 호흡기1, 전공의1)

가정의학과 2 1

이비인후과 3 1 전공의 포함

소아과 5 3

응급의학과 7 2 전공의 포함

   ② 가용진료인력 : 10명

      - 성인 : 5명

      - 소아 : 3명

      - 응급 : 2명

   ③ 최대 진료가능 인원 : 1,000명

      - 성인 : 5명 × 100명 = 500명

      - 소아 : 3명 × 100명 = 300명

      - 응급 : 2명 × 100명 = 200명

2. 간이/선별 진료실 운영계획

  1) 간이 진료실의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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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단계(방문환자 200명 이하/일)에서 본원에 내원하는 외래 환자는 간이

      진료실에서 진료한다.

   ② 간이 진료실은 권역응급센터 1층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간이 진료실의 시설은 음압격리병실 시설기준에 준한다.

   ④ 전담 의료진은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으로 한다.

   ⑤ 간이 진료실에 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의 의료기구를 준비한다.

   ⑥ 의료진은 가운, 장갑, 마스크, 보안경, 덧신을 착용하며, 환자의 발생과

      중증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원인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변경한다.

   ⑦ 일반 외래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환자에게 바로 N95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간이 진료실로 안내한다. 

  2) 선별 진료실의 운영계획

   ① 신종감염병 발생 2 단계(방문환자 200~1,000명)로 방문 환자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경우, 간이 진료실만으로 환자의 적정진료가 어려우므로 간이 진료실 

      외에 선별 진료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선별 진료실은 안이비인후과 센터의 이비인후과 외래를 사용한다. 이 때

      이비인후과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격리 외래 구역을 차폐하고 음압을

      가동하고 방사선 촬영도 구역내에서 시행한다. 필요시 소아와 보호자 환자의

      동시 진료를 위해서 소아 응급실내 진료실을 운영한다. 

   ③ 전담 의료진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선별 진료실에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의료기구를 준비한다.

   ⑤ 의료진은 가운, 장갑, 마스크, 보안경, 덧신을 착용하며, 환자의 발생과

      중증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일반 외래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환자에게 바로 N95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간이 또는 선별 진료실로 안내한다. 

   ⑦ 간이/선별 진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와

     수납을 위한 원무를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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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격리 중환자실 운영

1.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격리)병동 운영계획

  1) 입원치료(격리)병상 상시 사용

   ① 평상시 입원치료(격리)병상 내 일반격리 구간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입원하는 응급환자를 수용한다.

   ②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입원하는 감염병 환자 중 격리음압 구간에는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며 공기주의 감염환자(결핵, 수두, 홍역, 신종호흡기 감염증 등)를,

      일반격리 구간에는 접촉주의 감염환자(VRE, 옴, 1군 법정감염병 등)를 격리

      진료한다.

   ③ 상시 20개 일반격리병실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시 격리음압병실을 사용하도록

      하며 긴급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할 수 있도록 5개 병상(격리병동의

      20%병상)을 구비한다.

  2) 환자 발생 시

   ① 환자 발생 연락 시 입원치료(격리)병상 대책본부 내 CDRT를 신속하게 구성

      하여 환자 관리를 하고 그 경과 및 요청사항을 상황실에 즉시 보고한다. 대

      책본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담팀을 구성한다. 환자의 입원

      은 입원치료(격리)병상 내 격리음압병실이 우선이며, 환자 발생이 증가하면 

      일반격리병실에 추가 입원한다.

   ② 입원치료(격리)병상에 기존 입원하고 있던 타 질환 환자들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도록 한다. 빈병실로 우선 전실하고, 병실이 없을

      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 중증외상 구역으로 이송한다.

   ③ 환자 이동 동선 : 격리외래 진료 ➔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 ➔ 5층 전실 ➔
                       병상복도 ➔ 병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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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설치 유형 안내판 내용

주 출입구 부착형
신종감염병 관련 안내문 및 내원환자 분류 안내 표지

이동경로 안내 표지

로비 입구 스탠드형
신종감염병 내원환자 분류 경로 안내표지

이동경로 안내 표지

로비 부착형
신종감염병 관련 안내문

감염교육 안내문

원무 접수, 수납 부착형
내원환자 분류 경로 안내

감염교육 안내문

격리환자 이송시 비상용 승강기를 전용으로 사용
환자 이송 동선

   

  ④ 의료진 동선

     - 입실 : 의료진전용 계단, 엘리베이터 ➔ 전실 ➔ 탈의실 ➔ 전신보호구 착용 ➔
              병상복도 ➔ 전실 ➔ 병실 (진료시행)

     - 퇴실 : 병실 ➔ 전실 ➔ 병상복도 ➔ 전신보호구탈의실 ➔ 샤워실 ➔
              탈의실 ➔ 의료진구역

의료진 동선 환자 동선

  ⑤ 안내판 설치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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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외래 대기실 스탠드형/부착형
신종감염병 유사 증상 관련 주의사항

감염교육 안내문

각 병동(게시판) 부착형

입원환자 감염교육 안내문

신종감염병 관련 안내문

내원 이동 경로 안내문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부착형

신종감염병 관련 안내문

검사 전 주의사항 안내
격리치료격리병상

전용 엘리베이터
스탠드형/부착형 일반인 출입금지 안내문

응급실(대기실) 부착형

신종감염병 관련 안내문

내원환자 분류 경로 안내

주요부서 이동경로 안내문

응급실(주출입구) 부착형
신종감염병 관련 안내문

내원환자 분류 안내

2. 격리 중환자실 운영

  1) 신종 감염병에 의한 중환자 발생 시, C관 6층의 격리중환자실 이동여부는 병

     원의 사정이나 환자노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에서 논의 한 후 그 결  

     정사항에 따른다. C관 6층의 격리중환자실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는 신속하게 

     기존의 일반 중환자들은 다른 중환자실로 이송하거나, 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격리 중환자실 자리를 확보한다. 

  

  2) C관 6층의 격리중환자실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① 간이/선별 진료실 또는 응급센터에서 중환자가 발생한 경우, 수술용 마스크

      또는 질환에 따라 N95 마스크 또는 negative pressurized isolator를 사용하

      여 미리 확보된 동선을 통해 일반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영상의학과 뒤

      쪽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C관 6층 격리중환자실로 이송시킨다.   

      

   

    간이/선별 진료실 또는 응급센터 ➔ 전용엘리베이터 ➔ C관 6층 격리중환자실

   



- 13 -

   ② 응급센터 5층의 입원치료(격리)병상에서 중환자가 발생한 경우, N95마스  

      크를 착용 시키거나(필요시 환자 개인보호장비), 또는 negative pressurized 

      isolator를 사용하거나, 기도삽관 후 C관 6층의 격리중환자실로 이송한다.  

      이동방법은 전용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된 동선을 따라 일반 환  

      자와의 노출을 최소화 하면서 5층에서 C관 5층 병동 뒤쪽의 전용 엘리베  

      이터를 이용하여 C관 6층 격리중환자실로 이송시킨다.

      ※ 단, 환자의 상태와 질환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응급센터 5층의 입원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관리할 수 있다. 

- 5층 평면도 -  

- 6층 평면도 - 

응급센터 5층 입원치료(격리)병상 ➔ 전용엘리베이터 ➔ C관 6층 격리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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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진 구성과 운영계회

  1) 단계별 입원 환자 진료확대 방안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정  의 ~ 6명 6 ~ 26명 1000명 이상

진료인원 과별 진료 과별 진료 인원 확대

진료공간 격리음압실 E5 병동 전체 공간확장

  2) 격리진료 공간

   ① 입원실

     - E5 병동 (26인 수용)

     - 격리음압실 4(1인×2, 2인×2)실, 5인실 ×3, 4인실 ×1, 1인실 ×1

   ② 중환자실(EICU)

     - 격리실 3개

  3) 진료과별 방안

   ①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간이/선별 진료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입원한다.

     - 해당 전문의에 입원 환자를 배정하며, 1명의 내과 전공의를 주치의로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배정한다.

     - 입원치료(격리)병상의 주치의는 일반 병동의 환자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진료과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②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간이/선별 진료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명의 주치의를

       배정한다.

     - 입원치료(격리)병상의 주치의는 일반 병동의 환자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진료과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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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원치료(격리)병상의 환자치료

1. 연락된 환자 진료

  1) 신종 감염병 감염(의심)환자로 판단되어 타 기관에서 이송되어온 경우, 

     타 기관 이송팀과 본원 이송팀이 사전에 확보된 동선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2)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는 권역응급진료센터 정문 앞에서 환자를 본원 이송

     팀원에게 인계한다. 이송팀원은 2명 1개조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환자를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한다.

2. 외래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1)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외래마다 

     N95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필요에 따라 Level D 보호구)를 배치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가 진찰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3) 복도의 대기환자들을 다른 대기 장소로 이전 조치한다.

  4) 환자에게 N95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의료진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이송팀에 

     연락하여 최단거리로 간이/선별 진료실로 이송한다.

  5) 진료실의 소독을 실시한다.

  6) 폭로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상용 관리한다.

   ① 의사, 간호사, 노출된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이송팀원 등

   ② 폭로된 사람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등은 국가 지침에 따른다.

  7) 외래 진료실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감염관리실에 신고하고 즉시 법정 전염병

     으로 신고한다. 

3. 응급실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1) 의심환자를 간이 진료실에서 진료한다. 

  2) 동시간대 응급실 내원환자와 의료진을 파악하여 노출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한다.

  3) 가급적 가택 격리를 하되 입원이 필요하면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입원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 한다

  4) 진료 시에는 개인보호장비(N95 마스크, 장갑, 소독용 알코올 젤 등) 착용 

     및 손씻기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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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원치료(격리)병상 입원시

  1) 입원 기준은 유동적이나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로 제한하고 임상 

     역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환자 이송로와 이송 방법은 간이/선별 진료실 또는 응급실에서 입원 결정 시,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3) 출입통제 방법

   ① 이송로 출입 통제 방법

     - 입원치료(격리)병상 전용 엘리베이터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차폐한다.

     - 환자의 이송은 정해진 곳 이외로는 할 수 없으며 일반 환자와 만나지 않는

       동선으로 또는 미리 확보된 동선을 이용한다.

   ② 입원치료(격리)병상 출입통제 방법 : D관 연결 통로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항상 닫아 놓는다. 

5. 입원치료(격리)병상에 입원중인 기존 환자의 전실지침

  1) 병동 팀장에게 격리환자 발생/입실을 알리고 현재 입원치료중인 환자는 타 병동

     (병실)로 전실 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일한 등급의 병실로 전실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상위 병실로 전실을

     하여야 할 경우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실 처리한다.

  3) 병실 이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4) 원내 병실이 없는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으로 임시 이동한다.

6. 타 병동 입원한 환자에서 신종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관리지침

  1) 전실지침

   ① 입원 환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해당 진료과와 감염관리실, 원무과로 연락한다.

   ② 의심환자의 경우 바로 수술용 마스크 또는 N95를 씌운 뒤, 접촉자(의료진)가

      직접 N95마스크, 장갑을 착용 후 신종감염병의 가능성과 1인실 격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한다.

   ③ 접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선을 선택하고, 필요시 접촉한 의료진이 최소

      인원으로 이송에 참여한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착용환자의 경우 중환자

      실내의 음압격리실로 이동시켜 진료한다.

  2) 관리지침

   ① 이송 후 환자의 침상 청소 및 소독은 해당 질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② 입원 환자의 확진 즉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간병인, 개인보호

      장비없이 환자와 노출된 의료진은 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감염관리실에서



- 17 -

      접촉자관리를 시행한다. 노출된 의료진은 진료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단, 관련증상 중 한 가지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으며, 감염

      내과 상담 후 직무 배제를 결정한다.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질병

      관리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접촉자가 있었던 병실은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는다. 접촉환자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④ 본원 내 외래나 응급실환자 및 직원에 대한 신종 감염병 의심(감염)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발열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전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 직원 감염 조기발견을 위한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발열 및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등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한다.

     -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및 인후통,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감염관리실로 즉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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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지침     *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지침

손 위생

- 벗은 후, 환자 접촉 전/후, 무균시술 전, 오염물질 접촉 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병원체가 다른 환자나 환경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손

위생

- 타액, 혈액, 체액, 기타 분비물과 접촉한 경우 장갑을 벗고 손위생

 :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음

- 동일 환자의 서로 다른 부위 처치시마다 손위생 시행

- 소독비누나 알코올겔을 사용

 : 눈에 보이는 오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물을 이용한 손씻기 시행

개인 보호 장구(PPE)

-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개인보호구 착용지침에 따라(N95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격리병동 밖으로 나오기 전 모두 벗어야 함

- 장갑

  1) 동일한 환자일지라도 서로 다른 부위의 처치를 하는 경우 장갑 교환

  2) 장갑은 다른 오염되지 않은 기구와 환경 표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갑  

  사용 후에는 즉시 벗고 다른 환자에게 가기 전에 손위생

-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1)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 가운과 보호복

  1)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의복과 피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깨끗한 가운을 착용

  2) 오염된 가운은 가능한 빨리 벗고 손위생 실시

환자 치료기구와 

물품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환자의 치료기구는 피부나 점막노출

과 의복의 오염 또는 다른 환자와 환경에 병원체가 전파되지 않도록 취급

- 재사용 기구는 적절하게 세척 ․ 소독하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과정은 원내 기구소독지침을 준수

환경 청소 및 소독

소독제명 상품명 사용농도

Sodium hypochlorite
(치아염소산나트륨)

락스 1:80(500ppm)

Quaternary ammonium
(4급 암모늄 화합물)

NewGenn HLD 1:100

Surface disinfectant 유클린
티슈타입으로 그대로 

이용

Chlorhexidine 헥시디놀액 0.5%

- 소독제로 잦은 접촉 부위를 주의해서 소독

  (침상 난간, 전화기, 화장실 세면기, 변기)

- 원내 사용 소독제

Ⅵ. 감염관리

1. 전파경로에 따른 감염관리

  1) 표준주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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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혈액 매개 병원체

- 구강 대 구강 접촉을 피함

  : 마우스피스, 호흡낭 (resuscitation bag), 기타 호흡 보조 도구

- 사용한 주사바늘, 외과용 메스와 기타 날카로운 기구를 다룰 때에는 찔리지

  않도록 주의

- 처치가 끝난 후 기구를 세척할 때, 사용한 주사바늘을 폐기할 때 주의

- 사용한 주사바늘과, 일회용 주사기, 외과용 메스 등 날카로운 물체는

  뚫리지 않는 용기에 사용 후 즉시 수거

세탁/식기 세척
- 세탁물을 가슴에 안고 옮기는 것을 피해야 하며 세탁 후 반드시 손을 씻음

- 접시, 식기를 만질 때에는 장갑을 착용

오염된 배설물 처리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병원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오염된  배설물을 

수거하여 처리

- 배설물 처리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

호흡기 위생/기침 

예절

- 기침 또는 재채기 시에 입과 코를 손으로 가린다.

-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게 하고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 호흡기 분비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

공기매개  +  표준주의 지침  

*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환자(의심/확진)인 경우 적용

환자 배치

- 음압 격리병실에 입원해야 함(1인실에 입원)

  * 1인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었고, 다른 감염이 없는

   환자끼리 코호팅

- 음압 격리 병실에 대한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

  * 격리실은 음압을 유지하며 시간당 최소한 6-12회 환기, 병실 안의 공기는

    다른 곳으로 순환되기 전에 고효율 여과

-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함 

개인 보호 장구(PPE)
- 격리 병동에서는 항상 N95 마스크를 착용

- 시행하는 처치에 따라서 추가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

환자 후송

-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격리실 (병동) 외부로 이동을 

제한한다.

-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용 마스크를(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마스크 착용) 착용

에어로졸 생성 술기
- 기도삽관, 기관흡입, 분무기(nebulizer) 치료, 기관 절개, 기관지 내시경

 : N95 마스크, 장갑, 가운, 보호 안경을 착용

비말매개  +  표준주의 지침(주된 감염경로)

* 5㎛ 이상의 큰 입자의 비말로 공기에 부유할 수 없고 가까운 거리(1m)내에서 비말 접촉으로 발생

환자 배치
- 1인실 사용

  * 1인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었고, 다른 감염이 없는

  2) 전파경로에 따른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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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팅

  * 감염환자를 모아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감염환자와 다른 환자 또는 방문객과의

    거리는 최소한 1m의 간격을 확보하고 환자 사이에 커튼을 이용하여 차단

-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함

  * 대유행 초기에는 가능하면 모든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확진을 

    해야 함 

보호 장구(PPE)

- 병실에 들어갈 경우 수술용 마스크 착용(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마스크 착용)

- 의료종사가가 환자로부터 1m 내에서 의료 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시행하는 처치에 따라서 추가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

환자 후송

-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격리실 (병동) 외부로 이동을 

제한한다.

-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마스크 착용)를 착용

에어로졸 생성 술기
- 기도삽관, 기관흡입, 분무기(nebulizer) 치료, 기관 절개, 기관지 내시경

  : N05 마스크, 장갑, 가운, 보호 안경을 착용

접촉매개  +  표준주의 지침  

* 직접/간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

환자 배치

- 1인실 사용

  * 1인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었고, 다른 감염이 없는

    환자끼리 코호팅

개인 보호 장구(PPE)

- 장갑과 손씻기

 1) 환자의 병실을 들어갈 깨 반드시 착용(장갑이 소매 끝을 덮어야 함)

 2)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대변이나 수술 창상과 같이 병원체가 많은 부위나 검체와

    접촉한 후에는 장갑을 교체

 3) 환자가 병실을 떠날 때는 장갑을 벗고 즉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위생

    :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후에는 환자의 방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곳이나

      기구들은 만지지 않음

- 가운

 1) 일회용 또는 세척 가능한 가운을 착용

 2) 환자의 병실을 떠나기 전 가운을 벗으며, 입었던 가운이 주위 환경에 닿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함

 3) 가운을 벗은 후 손위생을 철저히 함

환자 후송
- 가능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환자가 이동하는 장소의 직원에게 환자의 감염 

사실을 알림

의료기구

- 가능하면 청진기, 혈압계, 변기, 체온계와 같이 감염환자 치료에 사용된 기구를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지 않음

- 사용한 기구를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적정하게 세척, 소독하여 사용

기타
- 환자의 침상 옆에 있는 물품과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곳을 매일 소독제를 이용

하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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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 방식에 따른 관리

분 전파양식 모를 때 공기 감염 비말 감염 기 타

병실배치 원칙
- 
- 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함

- 비음압 입원 치료 병실
- 1인실 입원이 원칙

해당 

질환의 

지침에 

따름

환자이송

- 감염성이 있을 때는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

- 부득이 나갈 땐 환자에게 
- N95 마스크 착용

- 부득이 나갈 땐 환자에
게 수술용 마스크 착용

의료종사자

의 보호

마스크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가운 Level D 가운 1회용 가운 1회용 가운

장갑 청결 장갑 청결 장갑

 * Level D set(개인보호복, 마스크, 장갑, 고글, 덧신) 

 * 보호구는 환자의 발생과 증증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원인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변경한다. 

2. 격리병동의 감염관리

  1) 입원치료(격리)병실 비치 장비 및 물품

   ① 전실(탈의실)

     - 생물위해봉지

     - 손소독용 알코올

     - 세면대

     - 개인보호장비 착용법 안내포스터

       ※ 개인보호장비는 별도의 갱의실에서 착용토록 하며 병실에 들어가기 전

          착용상태 점검함.

   ② 입원치료(격리)병실

     -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 소독 등이 용이하게 한다.

     - 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 청진기, 펜라이트, 산소공급설비 및 Suction 장비, 심폐소생술 카트

       (CPR cart) 및 심폐소생술시 사용할 응급치료기구 및 약물 (기도삽관세트,

       중심정맥관 세트, 승압제 등), 인공호흡기.

     - 환자교육자료 또는 포스터

     - 병동 간호사 및 주치의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등

     ※ 기타 처치 및 시술에 필요한 기구 또는 약물은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

        하되, 사용 후 반출 시에는 별도의 밀폐 기구를 사용하여 폐기, 격리병동

        안에서 적절한 소독 후에 가지고 나오도록 한다.(감염관리팀과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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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환자 관리

  1) 환자의 격리 및 격리기간

   ① 음압병상에 환자를 입원시킴

   ② 가능하면 1인실에 배치하되, 1인실이 불가능할 경우 다인실을 사용하되

      의심, 추정, 확진 환자끼리 분류(코호팅)

   ③ 입원치료 병상을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

 ※ 전파 방식에 따른 관리

감염물질 잠복기
입원치료
유형*

입원치료병실 입원치료기간

AI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닭, 오리 
접촉 또는 분변

3~10일
D,C

(A,D,C)♯
음압 병상/
비음압 병상

-13세이상 청소년 및 성인은 

정상체온 회복 후 7일

-12세이하 어린이는 증상 발

현 후 21일

PI✝ D
음압 병상/

비음압 병상
-증상 발현 후 최소 5일간

SARS 호흡기 분비물 2~10일 A,D,C
음압 병상/

비음압 병상

-호흡기증상이 없고, 발열이 없

어진 후 10일

    ․ A: Airborne precaution C: Contact precaution D: Droplet precaution
    ․ ♯ AI 인체감염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를 할 때는 접촉 및 비말감염 주의 지침을 

따르면 되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처치를 할 경우 공기감염주의지침이 추

가됨.

    ․ ✝ 신종인플루엔자를 유발한 바이러스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알

려지면 본 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 PI: pandemic influenza

  2) 동종환자 집단 입원(코호팅)

   ① 입원치료 병상 혹은 1인실이 부족할 경우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된

      환자끼리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간은 해당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따로 지정된 구역에 AI 인체감염증 혹은 SARS 환자를 Cohorting하며,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를 각각 분리하여 머물도록 한다.

   ③ 침대 사이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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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능하면 숙련된 사람이 Cohort구역(병실)을 맡도록 하고 Cohort구역

       (병실)을 맡은 사람은 다른 병실의 환자는 보지 않도록 한다.

    ⑤ Cohort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다.

    ⑥ 표준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지침을 준수한다. 

    ⑦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의료인은 표준주의 지침 외에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 격리병동 출입 시 신종 감염병 진료 담당 의료진의 보호구 착용

호흡기경로를 통한 

전파여부
전파 또는 격리방식 마스크 가운

관계없이

공기전파 N95마스크 1회용 가운

비말전파 의료용마스크 1회용 가운

공기/비말 외 전파 해당 질환 지침에 따름

모른다

음압 또는 
비음압 격리병실

N95 등급의 마스크 Level D 가운

외래진료
가급적 N95등급의 

마스크
1회용 가운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호구는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경은 진단과 상관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에 의하여 눈, 결막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착용함.

  *** 발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방수가 되면서 발의 모든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신발

      (샌들은 적절하지 않음)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원내 신종감염병 전파방지

   ① 전파방지를 위하여 호흡기 감염관리 지침 및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 환자를 처리

   ② 가능한 모든 검사는 환자 병실에서 시행하고 환자이동은 최대한 제한한다.

   ③ 부득이하게 환자가 이동할 경우는 N95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정해진 이송경로로 빠르게 이동하여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노출을 최소화 한다. 

    ④ 이송될 지역의 직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환자 이송 직원

    - 개인보호장비(보호복, 1회용 장갑, N95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환자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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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진 이송경로를 미리 숙지하도록 하고 최단거리/최단시간에 이송한다.

    - 음압휠체어 및 운반카로 이송할 경우 휠체어 및 운반카는 검사실 안이나

      격리병동 안에 두도록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독제로 소독한다.

    - 이송 후 개인보호장비는 폐기하며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⑥ X-ray 촬영은 폐쇄된 격리병동 내의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격리

     병동 밖으로 이동을 제한(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감염관리팀과 상의)

  4) 교육 및 홍보물 부착

   ① 병원직원, 환자, 환자의 가족, 방문객에게 감염병 전파와 기타 호흡기에

      어로졸과 분비물 차단의 중요함을 교육하고 홍보한다. 

      : 신종감염병의 특성, 전파경로, 잠복기, 감염성 및 손씻기의 중요성 등 환자

        및 보호자 본인 스스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② 호흡기 에티켓/손위생 준수 방법 교육 및 원내 홍보물 게시 

     - 모든 직원,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호흡기 위생/기침 예절을 지키도록 하는

       포스터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교육한다. 

     - 기침을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가) 환자는 의료진이 실내에 있을 경우 항상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나) 환자가 N95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 손위생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한다.

   ③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제거 관련 교육 및 홍보물 게시

     - 환자 진료시 개인 보호 장구 착용 및 제거방법/시기를 교육하고 홍보한다.

     - 의료인은 개인보호구 착용지침을 반드시 숙지한다(개인보호구 착용지참조).

   ④ 기타

     -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진료 이외의 목적

       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포스터 및 안내문을 부착한다.

     - 환자를 진료, 검사하는 장소 및 공공장소(대기실 등)에서 마스크, 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다.

     - 손위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손씻기 시설이나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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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1) 보호자나 방문객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하다.

  2)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이나 보호자의 출입을 관리하에 허락하며, 이 경우에는 

     방명록(환자 접촉자 관리 대상)을 기록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No
접촉자

성명

접촉

장소
환자명

접촉

시기

접촉

형태

발열

여부
연락처 비 고

1 홍길도 502호 손오공 12:00 단순접촉 N 010-000-0000 환자방문

2

3

   ① 작성된 방명록(신종 감염병 환자 접촉자 관리 대장)을 보건소에 통보하여, 

      10일간 능동적 감시를 실시한다.

   ② 모든 방문객은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의료인의 지도 감독 하에 방문

      하도록 하며, 방문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최단 시간으로 제한한다.

  3) 부득이 환자가 보호자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소아 환자 등)에는

     보호자의 능동적 감시를 시행하도록 한다.

5. 환경관리

  1) 쓰레기 관리

   ① 격리병상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격리폐기물로 간주하고 격리폐기물 통에

      담아서 처리하고 병실에서 격리폐기물 입구를 밀봉한다. 

   ② 격리병상에서 쓰레기를 꺼낼 때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

   ③ 환자의 대변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시 주의하여야 하며, 대변

      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

   ④ 화장실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은 후 시행한다.

   ⑤ 격리 폐기물의 운반경로는 음압격리병실 내 비상계단을 통해 배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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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기관리

   ① 일회용 접시나 수저를 사용하고 트레이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후

      격리폐기물에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음식물의 반입은 격리병동 내 내부 간호사가 직접 전달하고 카트를 이용

     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피한다. 

  3) 침구, 린넨과 세탁물

   ① 린넨은 사용 후 즉시 적절한 용기에 담아야 하며, 사용한 곳에서 봉지에

      넣어야 한다.

   ② 린넨과 세탁물을 담은 용기가 이송 도중에 터지거나 열리지 않도록 주의

      하며 장갑을 끼고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

   ③ 세탁물을 가슴에 안고 옮기는 것은 피해야 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

   ④ 심하게 오염된 린넨 및 침구의 경우 폐기하도록 한다(폐기 시 생물위해

      봉지에 담아 버리도록 한다). 재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오염된 세탁물과 직접 접촉 시는 장갑과 가운을 반드시 착용

   ⑥ 침대 커튼: 환자가 바뀔 때마다 교환 

  4) 환경청소 및 소독

   ① 일반원칙

     - 훈련 받은 청소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동 전담인력을 배치시킨다.

     - 소독 시 개인보호장비(1회용 가운, 1회용 장갑, N95 마스크,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한다.

     - 신종 감염병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환자 퇴원 후 공기전파질환의 경우 내부 공조를 통해 2시간 이상 병실

       환기(질환에 따른 병실 폐쇄 시간 확인) 후 소독을 실시하며, 기타 전파

       질환은 소독이 완료된 후 사용이 가능하다.

     - 환자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한다.

     - 병실 내를 쓸거나 먼지를 터는 등 먼지가 날릴 수 있는 방법보다는 바닥

       이나 표면을 축축하게 적신 후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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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액은 사용 후 폐기해야 하며 소독에 사용한 물건(대걸레 등)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해야 한다.

     - 특히 환자 진료탁자, 병실 내 수평면, 환자 또는 의료진이 만진 표면은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한다.

     - 환자 퇴원 후 제균을 위한 훈증요법은 전문 업체의 방법을 따른다. 

   ② 부위별 기구 소독방법

소독제명 상품명 사용농도 적  용

Sodium hypochlorite

(치아염소산나트륨)
락 스 1:80(500ppm)

바닥, 화장실, 가구, 

기타 환경표면 소독

Quaternary ammonium

(4급 암모늄 화합물)
NewGenn HLD 1:100

바닥, 가구, 기타 

환경표면 소독

Surface disinfectant 유클린
티슈타입으로 

그대로 이용

작은 환경 표면 수시소독.

인공호흡기 표면 소독

Chlorhexidine 헥시디놀액 0.5% 작은 환경 표면 수시소독

   * 작은 환경표면: 침대 옆의 탁자, 침대용 스탠드, bedside rail, 출입문고리,

     스위치, 전화, 리모콘 등

   * 환자의 발생과 증증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원인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변  

     경한다. 

   ③ 화장실 및 세면실 소독

구  분 소 독 방 법

변  기

- 변기 뚜껑을 닫은 후 물을 내림.

- 화장실용 솔을 이용하여 1:80으로 희석한 락스로 닦음.

- 다시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림.

- 1:80으로 희석한 락스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화장실벽과 변기 연결부

  위에 뿌림

- 희석되지 않은 락스 한 스푼을 변기에 떨어뜨림.

- 변기를 소독한 솔은 1:80 희석용액이 담긴 통에 최소한 30분 동안 담근

  후 물로 헹구고 말림.

욕조와

세면대

- 일반용 솔을 이용하여 1:80으로 희석한 락스를 이용하여 닦고 물로 헹굼.

- 1:80 희석용액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화장실벽과 욕조, 세면대 연결부

  위에 뿌림.

- 소독할 물품을 운반할 때 누출 방지 봉투에 넣어 운반하며 운반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함.

하수

배출구

- 약 0.5 리터의 물을 각각의 배출구에 흘려 보냄.

- 희석되지 않은 락스 한 스푼을 각각의 배출구에 흘려보냄.

- 살충제를 스프레이로 배출구 입구에 뿌림.

    * 환자의 발생과 증증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원인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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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의료기구

     - 되도록 1회용을 사용하고 혈압계, 체온계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재사용

       하는 물품은 사용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시행한 후 재사용한다.

     - 소독할 물품을 운반할 때 누출 방지 봉투에 넣어 운반하며 운반자는 장갑을

      착용한다.

   ⑤ 인공호흡기의 소독

범 주 시   술 기   구 소독방법

고위험
혈액 내 또는 무균성 

조직에 들어가는 기구
기관지내시경 생검 집게와 표본 솔 멸균

준위험
직간접적으로 혈액에 

접촉하는 기구

기관지내시경과 그 부속

구강, 비강, 기관내기도

인공호흡기의 호흡회로 

거품 가습기 효기 밸브

분무기, 가습기

폐기능검사기 부는 부위, 

관연결부위

인공호흡 백, 후두경 날

스릴렛, 기압모니터 탐측

이산화탄소 및 산소 

모니터 탐측, 온도계 탐측

호흡계 석션카테터와 마취장비

높은 수준 소독

저위험

점막에는 접촉하지 않고 

상처 없는 피부에만 

접촉하거나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기구

인공호흡기의 표면 낮은 수준 소독

    * 환자의 발생과 증증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원인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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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진관리

  1) 환자 입원실에 출입한 사람, 환자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명단, 대장을

     작성한다.(서식 1, 2 참조)

  2)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증상 발현 매일 기록(오후 4시 기준)하여 감염관리실로

    보고한다.

   ① 간호부 보고: 간호사

   ② 교육수련부 보고: 전공의

   ③ 교수직 보고: 감염관리실 

  3) 증상이 있는 직원은 각 질환별 지침을 참고하거나 원내 직원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개인보호장구 착용 없이 노출된 노출자에게는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필요에 따라 투여하고 감시를 시행한다. 

  4) 의료진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5) 의료진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6) 교육 훈련

   ①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 실시

     - 간호사 교육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 실시

     - 병원 그룹웨어에 신종감염병에 관한 정보 제공

   ② 교육용 포스터 부착

     - 호흡기 에티켓 

     - 손위생

   ③ 개인보호장비

     - 환자 진료 시 개인 보호 장구 착용 및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준수

     - 수준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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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간호사

기타 의료진,

면회인
미화원 기타 의료종사자

대유행경보기

위험지역

  비 격리 병동

○

Ⅰ(발열환자진료) 
○ 주방장갑

Ⅰ(발열환자 접촉)

 Ⅳ(에어로졸발생)

고위험지역

  격리 병동

  중환자실

  바이러스 

  실험실

 III Ⅲ Ⅲ
II(발열환자 접촉)

Ⅳ(에어로졸 발생)

대유행기

중간 위험 지역

 : 타 병동
Ⅱ(발열환자진료) Ⅰ Ⅲ

Ⅲ

Ⅳ(에어로졸 발생)

고위험 지역 II/ⅡI II/IⅡ III or Ⅳ 
Ⅱ

Ⅳ(에어로졸 발생)

 * 개인보호장구 (PPE) 착용 수준

 ○ : 개인보호장구 필요 없음

 Ⅰ : 수술용 마스크, 표준 예방지침

 Ⅱ : N95 (FFP2) 마스크, 표준 예방지침

 Ⅲ : N95 (FFP2)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가운

 Ⅳ : N05 (FFP3)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가운, 보호안경

    표준 예방지침 : 손씻기 강조, 장갑 (타액 체액, 혈액 접촉 시), 가운 및 마스크 (비말이 튀길 염려 있을 때)

  표. 격리병동에서 개인보호장구의 단계별 적용

구  분 격리 병동 출입 긴밀한접촉 (1m 이내) 에어로졸 생성 술기

손 씻 기 ○ ○ ○

장갑 × ○ ○

가운 × ○ ○

앞치마 ×  ○*  ○*

FFP3/FFP2 ○ ○ ○

모자 × ○ ○

보호 안경 × 위험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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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가) 마스크 : 격리병동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N-95)

       (나) 모자와 장갑 : 

          ㉠ 모자와 장갑을 낀 채로 환자를 처치, 필요시 가운과 보호안경도 착용

          ㉡ 장갑을 낀 채 눈이나 얼굴, 주변 환경 등을 만 지지 않는다.

          ㉢ 장갑과 마스크는 재활용하지 않는다.

       (다) 가운 : 다른 환자를 돌볼 때 사용하는 가운과 별도 가운 착용

     - 손씻기

       (가) 신종감염병 환자와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나) 장갑을 벗은 후에도 손을 씻는다.

       (다) 충분한 양의 휴지, 발로 여는 휴지통을 비치하고 알코올 손 소독제 젤을 비치

     - 개인보호장비 관리

       (가) 전실 및 갱의실에 보호구 착용법을 비치하고, 보호구 착용대상에게

           착용법 교육

       (나) 개인보호장비 착용 순서

          ㉠ 손씻기

          ㉡ 방수가 되는 개인보호복 착용 

          ㉢ 마스크와 보호안경 착용

          ㉣ 개인보호복의 모자 착용(머리카락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

          ㉤ 덧신을 바지 아래 단이 덮어지도록 착용

          ㉥ 장갑을 옷소매가 장갑 안으로 들어가도록 착용

           ※ 바닥이 젖을 경우가 예상되거나 바닥청소를 할 경우는 신발 위에

              부츠를 신음

       (다) 개인보호장비 벗는 순서

          ㉠ 주의점

             ․ 오염된 개인보호장비와 손으로 스스로를 오염시키거나 바이러스를

               본인 몸에 옮기지 않도록 

             ․ 병실에서 나와 별도의 탈의실에서 개인보호장비를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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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 장갑을 낀 채 덧신을 벗어 생물위해봉지에 담는다.

             ․ 보호복을 벗어 생물위해봉지에 담는다. 보호복을 벗을 때에는 

              보호복의 바깥쪽이 자신의 옷이나 맨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글을 벗어 생물위해봉지에 담음.

               ➤ 고글의 안경부위를 잡고 앞으로 당겨서 머리 뒤로 젖힌다.

               ➤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마스크를 벗어 생물위해봉지에 담는다.

               ➤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머리 뒤로 젖힌다.

               ➤ 안경을 착용 하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다른 손으로 마스크 쪽의 고무줄을 옆으로 벌려서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갑을 벗는다.

               ➤ 한 쪽 손으로 장갑의 손목 부분의 바깥쪽을 잡고 손끝으로

                  잡아 당긴다.

               ➤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다른 손의 장갑 내부로 손가락을 넣을

                  후 손 끝 방향으로 밀어 장갑을 벗는다.

               ➤ 손이 장갑의 겉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함.

             ․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기 전에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함

     - 개인보호장비 부족시 개인보호장비 사용의 우선 순위

       (가) 일회용 개인 보호구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개인보호장비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개인보호장비가 눈에 띄게 오염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단으로 재사용 가능.

       (다) 개인보호장비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공급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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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확인

       (라) 수술용 마스크

          ㉠ N95 등급의 마스크가 부족한 경우 수술용 마스크 사용 가능함.

          ㉡ 단,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능한 피하도록 함.

       (마) 장갑

          ㉠ 장갑이 모자라는 경우 혈액, 체액을 직접 만지거나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착용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닿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이 타월 등의 

             다른 물건을 장갑대신 사용

       (바) 보호복

          ㉠ 보호복이 부족할 경우 수술용 가운 등을 착용

          ㉡ 두건도 함께 착용

       (사) 보안경

          ㉠ 한 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고 철저히 소독하여 재사용

          ㉡ 보안경을 소독한 경우 손 위생을 철저히 실시

   그림. 개인보호장비

[보호복과 덧신] [방진마스크] [고글] [일회용 장갑]

 개인보호장비

 : N95 등급의 마스크, 두건, 1회용 장갑, 보호 안경(고글), 보호복, 소독 가능한 신발 덮개

  (바닥이 심하게 젖을 경우에는 부츠를 신음)

    * 환자의 발생과 증증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원인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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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 환자 발생시

  감염환자가 사망하면 병동에서는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환자가 사용한 

기구나 물품에 대한 소독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감염의 위험은 없

다고 알려져 있다.

  1) 환자의 사망 선언이 있은 후 즉각적으로 사후처치를 시작하며, 사후처치 시에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이나 필요시 가운을 착용한다.

  2) 환자에게 침습적으로 사용된 관(정맥관, 위장관 튜브, 각종 가테터, 기관지

    내관, 심전도 electrode 등)은 모두 제거하여 안전한 장소에 버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개구(openings) 등은 거즈로 막아야 하며, 필요하면

    봉합한다.

  3) 항문이나 비강 등 환자의 분비물이 배액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닦도록 한다.

  4) 환자의 사후 처리가 끝나면 가능한 빨리 사체안치소로 보낸다.

  5) 사망 진단명 통보 :

    병동에서는 환자의 사망 전 진단명을 사체를 다루는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통에 넣어 경고라벨을 붙여 보내어 사체를 다루는 직원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도록 한다.

  6) 사망환자의 이동

   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② 사망환자가 중환자 병상 또는 이용 병상을 나가기 전 방수처리가 된 사체

      운반용 부대로 완전 밀봉한다.

   ③ 사체 운반용 부대 밖으로 체액이 흘러나오거나 부대 외면에 체액이 묻어서는 

      안 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④ 개인보호장비 벗은 후 손 위생을 철저히 한다.

   ⑤ 환자가 사망하자마자 장의사에게(부검할 경우 병리 의사에게)전달되어야 한다.

  7) 사망환자의 사후 처리 : 장례절차를 간소화하며 화장을 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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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신종감염병 발생시 진단검사의학과의 역할

1. 업  무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용기, 이송 방법, 의뢰 과정, 결과보고시간을 안내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사 장비, 시약, 인력을 준비한

다. 외부 기관으로 위탁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한다. 검

사용기, 시약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고관리를 한다.

2. 검사 종목의 선택

  해당 질병의 진단에 쓰이는 검사 중 선별용, 확진용 검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

준은 신속성, 정확성,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 높은 비용효율이다. 기존 

장비로는 불가능한 검사인 경우 새로운 장비의 성능을 신속하게 평가 후 검사에 

도입하도록 한다. 원내에서 직접 검사를 못할 경우에는 위탁검사를 신설하여 진

행한다. 

3. 검체 채취
  1) 각 검체마다 요구되는 채취법에 따라 채취한다. 

  2) 검체 취급 및 보관 시 주의사항

   ① 검체채취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수행한다.

   ② 검체는 파손 및 유출되지 않도록 수송 용기에 단계별로 포장하여 이송한다.

      (기본적으로 3단계 포장이 권고됨)

     ※『고위험 병원체 보존 및 안전관리메뉴얼』참조

   ③ 온도는 4℃를 유지하여 빠른 시간 내(가급적 24 시간이내 도착) 검체와 

     의뢰서를 실험기관으로 송부한다.

     ※ 개인보호장비 : 실험복 등 개인보호복, 마스크, 장갑, 필요시 보안경

   ④ 호흡기 검체 채취 후 24~48시간 이내에 수송이 어려운 경우 4℃ 보관 후

      보냉제를 넣어 운송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70℃에서 보관한다.

   ⑤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혈액이 주변에

      튀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안전한 곳에 시약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⑦ 감염위험이 있는 물질임을 냉장고, 냉동고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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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적합 검체 

   ① 역학 및 임상진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체 

   ② 검체 채취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검체 

   ③ 수송 온도 및 수송 용기가 적절하지 않은 검체

   ④ 용기 파손 및 내용물이 유출된 검체   

   ⑤ 바이러스 수송배지 면봉이 마른 검체 

   ⑥ 적절한 수송배지를 사용하지 않은 검체(예, 세균 배양용 고체 배지)

4. 검체의 위험군 분류

생물체 위험군 분류(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검     체

제4위험군 카테고리 A (infectious substances)

제3위험군 카테고리 A (infectious substances)

고위험병원체 카테고리 B (biological substances)

제2위험군 카테고리 B (biological substances)

제1위험군 비감염성 물질

5. 검체의 위험군에 따른 포장, 수송지침

  1) 카테고리 A

   ① 포장

     - 환자로부터 채혈된 1차 용기를 소독 처리한다.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 겉을 흡수제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삽입한다.

     - 2차 용기를 O-ring이 장착된 캡으로 단단히 잠근 후 밀봉된 2차 용기를

       충격완화제가 포함된 3차 용기에 삽입한다.

     - 검체 관련 정보 기입지를 2차 용기와 3차 용기 사이에 삽입한 후 3차 용기를

       포장한다.

     - 3차 포장용기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2814, 방향 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표시,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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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 및 표식이 완료된 3차 용기는 겉 표면 소독 처리 하여 채혈 장소로

       부터 수송차량까지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등)를 새로 착용하고 이송한다. 

       ※ 사용된 모든 개인 보호구 및 검체와 관련된 기구들은 반드시 고온,

          고압 멸균 처리 후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검체수송

     - 우편 수송이 불가한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다.

     -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송 가능하다.

   ③ 사후조치

     - 의심 검체를 비치하였던 장소(수송 차량 트렁크 내부)는 소독제(2%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0.25% Triton X-100, 3% acetic acid (pH 2.5),

       10% formaldehyde 등)를 사용하여 충분히 적셔서 병원체를 불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 사용했던 개인 보호구 및 소독제를 닦아냈던 기구는 폐기물 비닐에 모아서

       고온, 고압 멸균처리 하고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④ 응급상황시 대처방안

     - 포장 중에 내용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근처에 준비되어 있던 Spill 키트

       및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검체를 처리한다.

     - 또한, 처리 중에 발생되는 개인보호장비, 처리물 및 폐기물 등은 반드시

       고온, 고압 멸균하여 지정된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카테고리 B

   ① 포장

     - 3중 포장 및 P650 UN 포장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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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용기는 최대부피 1L를 넘지 않는 방수 및 누수방지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한다.

     - 1차 용기 외부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여러 개의 1차 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용기 내에 있는 경우, 1차 용기들을 

       개별 포장하거나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 1차 용기와 2차 포장용기 사이에 충분한 양의 흡수재를 넣어 누출이

       있더라도 완충재 또는 3차 포장의 상태를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차 포장용기는 견고하고 방수 및 누수방지가 가능한 용기여야 한다. 

     - 3차 포장 외부에‘감염성 물질(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로 글자

       높이가 6mm 이상 되도록 기재한다. 

     - 생물위해(Biological hazard) 표지는 2차 포장용기에 부착한다. 

   ② 검체수송

     - 등기우편으로 수송 가능하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 감염성물질임을 표기

     -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송이 가능하다.

     - 자가운전: 송부 또는 수령 기관의 관계자가 직접 수송하며, 검체를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 수송 차량 내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마스크,

       장갑 등)와 스필 키트, 삼각대 등을 준비한다.

   ③ 비감염성 물질

   위와 동등한 포장, 운송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6. 검사인력
  검사의 예상 건수와 1회에 가능한 검사 건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인력을 배치한다. 분자유전계 직원이 2교대 혹은 3교대로 계속 근무하며,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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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  사
  1) 검사실은 격리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안전상자 내에서 검사한다. 직원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 개인보호장비 

      ･ N95 마스크 수준 이상의 호흡장치

      ･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 또는 일반 실험복

      ･ 실험장갑 이중 착용

      ･ 필요한 경우, 보안경 (Goggles) 이나 안면보호대 (Face shield)

      ･ 기타 연구실별 위해성 평가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양성대조군 및 검체 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체, 음성, 양성대조군 순서로

     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3) 실험실종사자들은 실험실 생물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실험하며, 실험 수행 중

     발열, 기침, 인후통, 구토, 설사, 두통 등 감염 증상에 대하여 매일 검사자의

     체온 및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사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와

     감염관리실에 즉시 통보한다.

  4) 의심검체, 오염된 실험재료 및 기구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고압증기멸균

     처리 등으로 불활성화하여 폐기하며, 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0% 에탄올,

     10% 표백제 용액을 이용하여 10~30분간 처리한다.

8. 결과보고
  검사의 예상 건수와 1회에 가능한 검사 건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과

보고시간을 결정한다. 결과보고시간 내에 95% 이상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양성 결과를 보이는 환자는 의료진, 감염관리실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방법은 상

황에 따라 전화, 문자, 이메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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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시설 관리

1. 목  적

  시설의 음압유지와 밀폐성 보장과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주요 기계 설

비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평시에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위

기 시에는 입원치료(격리)병상이 즉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입원치료(격리)병실 유형에 대한 용어의 정리

  1) 음압 입원치료병실

   ①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시스템,

     전실 등을 갖춘 병실이다.

   ②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은 음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한다.

  2) 일반격리 입원치료병실

   ① 환자와의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별도로 마련된 일반병실로 병실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1인실 병실에는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갖춘다.

   ② 호흡기 감염병이 아닌 접촉성 감염병에도 사용가능하나, 음압병실 소진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호흡기 감염병에 제한 적용한다.

3.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수행항목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유지 보수는 시설 설비의 공조 및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 설비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No 유지 보수 수행 항목 No 유지 보수 수행 항목

1 중앙제어장치 11 밀페구역 소음, 조도, 온도, 습도

2 TAB(차압조절) 12 자동제어 시스템

3 시설 기밀상태 13 소방설비

4 문,벽체,천정,interlock 14 도시가스 및 의료가스

5 급수,온수,비샹샤워,눈(손)세척기 15 배관, 탱크 및 Pump

6 급기 및 배기 공조시스템 16 출입관리시스템

7 감시카메라,통신 17 폐수처리

8 냉동기, 가습시 18 필터(헤파필터포함) 점검 및 교체

9 전기 안전관리 19 시설훈증(클리닝포함) 및 검증

10 전기 및 비상전력설비 20 빌트인 장비 점검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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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검의 종류

    시설의 유지보수는 시설 설비의 정상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은 최소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정기점검 : 최소 월2회 이상실시(주간 및 월간 점검으로 구분시행)

   ② 비상점검 : 가동중인 시설 설비 이상 발생시 실시

   ③ 종합점검 : 연1회(시설 설비 및 빌트인 장비검증 TAB)

   ④ 점검시 수행내역 : <별첨 : 시설 및 설비점검표참조>

  2) 유지보수 기록관리

   ① 점검결과 기록 관리

      - 정기 또는 비상 점검에 따른 기록은 수치 값을 수기로 작성한다.

   ② 월간(주간) 점검 기록 관리

      - 시설.설비 유지보수 월간(주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형태, 점검일, 점검자,

        조치사항, 사용자재, 점검인원 및 점검내용 등을 수록한다.

        * 점검에 따른 수치값의 기록은 수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종감염병 발생등 위기시, 월간(주간)점검 보고서는 일일점검 보고서로

          전환한다.

  ③ 종합 점검 기록 관리

      - 월간(주간) 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1년간 유지 보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입원치료(격리)병실 시설기준

  1) 음압 입원치료(격리)병실

   ①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② 병실(화장실과 샤워실을 포한)과 전실, 병실과 옆방, 그리고 병실과 복도를

      나누는 벽은 위칭 바닥의 슬라브면까지 직접 닿도록 하고, 공기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밀봉을 하여 기밀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③ 전실에 있는 병실쪽 문이 복도쪽 문과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전기적인

      interlock구조)로 한다.

   ④ 병원체가 음압병상등(음압병상과 이에 인접한 전실을 포함)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성능의 여과(HEPA filter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⑤ AHU(공기조화기) 시스템 운영은 자동화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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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HEPA filter(99.97%이상)박스설치 시 필터 안전성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PAO테스트 홀설치)

   ⑦ 음압의 절대치는 화장실>병실>전실>복도 순이 되도록 유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화장실의 공기가 병실 또는 전실로 유입되지 않고,

      병실의 공기가 전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병실전실, 전실복도, 음압복도 전실 일반 입원치료 병상등의 음압에 대한

      창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압계 등을 설치한다.

  2) 일반 격리 입원치료 병실

     공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음압 입원치료병실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5.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주요내용

  1) 실간 차압 점검

   ① 차압계를 확인하여 각 실의 설정차압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② 차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차압조정을 실시한다.

  2) TAB

   ① 정기적으로 실별 급기 풍량과 공조기, 배기유니트 성능을 측정한다.

   ② 픙량을 측정하여 필요 환기회수를 점검한다.

   ③ 환기회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필터교체 및 풍량 조정, 인버터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3) 필터교체 및 완전성 검사

   ① 적정주기에 따라 공조기 프리필터 미듐 필터를 교체한다.

   ② 천정 헤파 필터박스의 필터 교체 및 PAOTEST실시한다.(필터완전성검사)

   ③ 배기필터 유니트의 교체 및 PAOTEST 실시한다.(필터완전성검사)

  4) 덕트 기밀 상태점검

   ① 천정내 급기, 배기덕트의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

   ② 덕트진동, 소음발생여부를 점검한다.

   ③ 덕트누기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④ 파손, 누기 발생시 긴급조치를 한다.

  5) 실리콘 밀봉부 기밀상태  

   ① 천장, 벽이음 부위의 실리콘 부분 이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② 이상 발생시 실리콘으로 실링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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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수, 온수 작동 및 누설상태  

   ① 급수 및 배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② 세정대, 샤워실 등 급수, 온수, 배수상태 확인한다.

  7) 각 도어 인터락 작동상태

   ① 각 실별로 인터락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② 문 개방시 인전합 도어 잠김을 확인한다.

   ③ 비상시 문개방을 위한 수동조작 기능을 점검한다.(Emergency Button)

  8) 자동제어반 작동상태

   ① 상태스크린 및 자동제어 PC상태를 육안 점검한다.

   ② 상태스크린, 자동제어 PC를 통해 실내 환경상태를 확인한다.

   ③ 실내 환경과 자동제어 연결장비 제어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④ 경보발생 여부 및 정보저장 기능을 확인한다.

  9) 온, 습도 측정

   ① 공기조화기를 가동 중 실내온습도가 안정된 후 측정기준에 따라 온습도계로 

      측정한다.

   ② 습도와 습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각 실의 송풍량을 점검한다.

      (송풍량이 적을시 문제발생)

  10) 조도측정

   ① 각 실에서 조명 점등 후 조도계를 이용하여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설계시 적용된 조도 기준치(500lux)이상인지 확인한다. 

   ③ 조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등교체 및 안정기를 점검한다.

  11) 소음측정

   ① 공기조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소음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55db이상)소음발생원을 찾아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2) 공조기, 배기 유니트 점검

   ① 아날로그 차압계를 점검한다.

   ② 기준 초과시 필터를 확인한다.

   ③ MVD 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④ Blower & Motor 소음 및 진동 상태를 점검한다,

   ⑤ 공조기 정지 후 V-belt장력을 점검한다.

   ⑥ 공조기 기밀상태를 점검한다.

   ⑦ 냉난방 배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⑧ Grease주유 육안 점검 후 구리스 주입기를 사용하여 구리스를 주입한다.

   ⑨ 인버터 디지털 게이지 표시되는 Hz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⑩ 냉동기 냉매압 게이지로 고압, 저압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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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동력 및 자동제어 판넬 점검

   ① 각종차단기 및 게키블 발열, 변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각종 지시계의 작동상태의 정상유무를 확인한다.

   ③ 내부냉각팬, 점검등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④ 자동제어 전원 공급용 Power Supply 정전압을 점검한다.

   ⑤ 공조기, 배기유니트 송풍기 모터 전류, 전압을 측정한다.

   ⑥ 인버터 운전Hz를 점검한다.

   ⑦ 급, 배기 연동여부를 점검한다.

   ⑧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⑨ 센서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6. 시설 및 설비 주기별 점검 내역

  

No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공기조화기 및 배기
유니트 필터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기조화기 및 배기
유니트 윤활유 주유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기조화기 및 배기
유니트 모터소음 및 진동

* * * * * * * * * * * *

4 FAN 소음 및 진동 * * * * * * * * * * * *

5
V-Belt 장력 및 

마모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6 냉동기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7 실간 차압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8 실간 인터록 작동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9 조도 측정 * * * * * * * * * * * *

10 실리콘 밀봉부 기밀상태 * * * * * * * * * * * *

11
폐수조 및 약품탱크

수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12 자동제어 판넬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13 동력 및 전등 판넬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14 통신 설비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15
기계설비(배관 및 덕트등)

점검
* * * * * * * * * * * *

16 훈증 소독 * *

17 소독 클리닝 * *

18
헤파필터LEAK 
TEST(PAO)

* *

19 차압게 검교정 *

20 TAB 및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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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모품 교체주기

점검항목 용   도 기준 등 교체주기

Pre Filter AHU
중량법 70~85% 

포집효율
3주

Medium Filter AHU
비색법 60~90% 

포집효율
3개월

HEPA Filter AHU DOP Test 99.97 6개월

Motor/Fan베어링,Belt 외 AHU/EF 일반소모품 교체 1년

가습기 AHU
이물제거 및 히터 

소손분 교체
1년

급수필터 일반용수 및 급수
10㎛, 5㎛, 1㎛      

   
3개월

자동제어설비 진단 자동제어 센서류 등 1개월

훈증소독 병실 및 공조설비 Filter 교체 6개월

소독 Cleaning 병실 및 공조설비 병실 환경 1년

TAB 병실 및 공조설비 누기, 차압 등 1년

냉동설비 소모품 냉동기 / 소모품 교체 Oil, 드라이어 1년 또는 필요시

공조기 윤활유 공조설비 자동주입기 3개월

램프류 병실 / 기계실 20W / 32W 등 필요시

기타 소모품 기타 기타 잡자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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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육훈련

1. 직원교육

  1)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유육을 실시

   ① 간호사 교육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병원 인트라넷에 신종감염병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

  2) 교육용 포스터 부착 (별첨 참조)

   ①호흡기 위생법 및 기침 에티켓

   ② 기침 도는 재채기 시에 입고 코를 손으로 가린다.

   ③ 호흡기 분비물을 휴지로 닦는다.

   ④ 호흡기 분비물을 닦은 휴지는 가장 가까운  수거통에 버린다.

   ⑤ 호흡기 분비물이 손에 닿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한 

      경우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는다.

  3) 손씻기

   ① 알코올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② 세면대에 비누와 일회용 종이 타올을 제공한다.

2. 년 1회 위기대응 훈련

  년 1회 위기대응훈련 및 교육을 시행한다. 위기대응훈련은 보건소 관계자, 응급

이송 119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팀(상황실, 환자진료팀, 진료지원팀, 감염관리팀)과 

추가 대체 인력들이 함께 대응훈련교육을 받도록 한다. 훈련 평가 및 결과물을 

보고하고 보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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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의 준비와 사용

1.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의 준비

  1)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예방효과는 즉시 나타나고 특히 초기에는 대유행 

    백신의 개발까지의 기간에서 항바이러스제는 유일한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항바이러스제는 증상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경우, 70-80%에서 증상경감

     및 발병기간 단축효과가 있고, 입원율 및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며, 사망률의 

     감소도 기대된다.

  3) 항바이러스제제 복용방법(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의 경우)

리렌자(Zanamivir)a 타미플루b (Oseltamivir)

치료, 인플루엔자 A와B
치료목적

(인플루엔자 A와B)

예방목적

(인플루엔자 A와B)

1-6 해당없음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c 해당 없음

7-9   10mg 매일 2회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c 해당 없음

10-12  10mg 매일 2회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c 75mg/1일 마지막 노출 후 7일까지

13-64 10mg 매일 2회 75mg 1일 2회 5일간 75mg/1일 마지막 노출 후 7일까지

≧65 10mg 매일 2회 75mg, 1일 2회 5일간 75mg/1일 마지막 노출 후 7일까지

  ※ 리렌자는 흡입식이기 때문에 천식 등의 기저 기도질환이 있는 경우 제한적 사용

a. 약품 포장에 들어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

b. 경구 투약. 신기능 및 간기능 저하자에서 용량조절 필요

c. ≦15kg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들은 하루에 두 번 30mg씩 투약, 

  체중이 >15-23kg인 어린이들은, 하루에 두 번 45mg씩 투약

  체중이 >23-40kg인 어린이들은 하루에 두 번 60mg씩 투약

  체중이 >40kg인 어린이들은 하루에 두 번 75mg씩 투약

2. 대유행시 백신 접종 웃너순위

   대유행 백신의 경우 충분한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항원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접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및 백신 수급량에 따른 단계적으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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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국가 비축 물품 관리

1. 국가지원 물품을 원내 창고에서 관리하고 지원한다.

2. 진료시 필요한 물품과 개인보호장구(PPE) 등을 구매하고 공급한다.

3. 구매팀 구성 및 비상 연락망

구  분 성 명 직 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팩  스

구매 

접수 및 발주

양란화 구매팀장 031-810-5164 010-9042-8508 031-810-5669

한종윤 주임 031-810-5166 010-5758-1317

장정화 사원 031-810-5163 010-5330-6273

이효상 사원 031-810-5158 010-7399-2723

 물품관리 및 

불출

우상욱 계장 031-810-5177 010-8945-5675

양유석 사원 031-810-5177 010-8940-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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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

신종 감염병 환자 접촉자 관리장부(SARS, AI 인체감염증)

• 환자가 최초 증상 발현 이후에 밀접한 접촉을 한 모든 의료인을 기록하여 관리함 

• 환자와 접촉 후부터 마지막 접촉 후 10일 동안 환자진료를 담당한 의료인 중 신종  

  감염병(SARS, AI 인체감염 등)의 유사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함 

• 이 관리 장부는 신종 감염병 관리팀에서 기록하고 관리함.

◈ 환자명 :                      

◈ 입원일 :                       ◈ 퇴원일 : 

성  명 직  종 부  서 연락처

접 촉

내 용

접촉시작일

접촉종료일

관찰내용기록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관찰종료

결과

증상유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체온(℃) 

오전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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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

보건의료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감시

1. 기본정보

이 름 성별/나이 /
연락처

(근무지/핸드폰)

직 종 근무지

폭로날짜

AI환자와 접촉형태,

환자 환경 혹은 바이러스

2. AI 감염환자를 치료한 후 10일 동안 체온 측정(2회/일, 오전, 오후) 및 아래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감시

   ○ 38℃이상의 발열

   ○ 기침

   ○ 급성 호흡기 질환 발생

   ○ 근육통 혹은 피로

   ○ 위장관 증상(설사, 구토, 복통 등)

※ 만약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즉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업무에서

   배제. 관할 보건소에 알림

1일 2일 3일 4일 5일

날짜

/    /

날짜

/    /

날짜

/    /

날짜

/    /

날짜

/    /

AM BT : AM BT : AM BT : AM BT : AM BT : 

PM BT : PM BT : PM BT : PM BT : PM BT : 

ILI Sx

no      yes      

ILI Sx

no      yes      

ILI Sx

no      yes      

ILI Sx

no      yes      

ILI Sx

no      yes      

6일 7일 8일 9일 10일

날짜

/    /

날짜

/    /

날짜

/    /

날짜

/    /

날짜

/    /

AM BT : AM BT : AM BT : AM BT : AM BT : 

PM BT : PM BT : PM BT : PM BT : PM BT : 

ILI Sx

no      yes      

ILI Sx

no      yes      

ILI Sx

no      yes      

ILI Sx

no      yes      

ILI Sx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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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3]

시설 및 설비 주간 점검표

점검시설 공조기/EF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확 인 자                    (서명)

구분 점검항목 기준치 점검결과 비 고

공

조

기

 PRE+MEDIUM FILTER 차압(SA) 0~40mmAq

 FILTER 교체 및 세척여부 교체 여부

 MVD 작동상태 개도율(ON/OFF)

 공조기(SA) 운전 소음 및 진동 이상 소음 발생

 가습 밸브 작동 상태 가습 밸브 상태

 냉,난방 밸브 작동 상태 냉,난방 밸브 상태

 HEPA FILTER 차압(EA) 0~50mmAq

 응축수 배출 상태 배출 여부

 모터 운전 HZ 60(Hz)이하

 급배기 휀모터 전류(A) 정격전류이하

 전동기 표면온도 적외선 측정

 급,배기 연동점검
 급,배기 

연동가능유무

 공조기 벨트 늘어짐 
유격거리 

10~15mm

E

F

 MVD 작동상태 개도율(ON/OFF)

 모터 운전 HZ 60(Hz)이하

 배기유니트(EA)운전 소음 및 진동 이상 소음 발생

특기사항 기술 :



- 52 -

[서식_4]

시설 및 설비 주간 점검표

점검시설 밀폐구역/가스설비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확 인 자                     (서명)

구분 점검항목 기준치 점검결과 비 고

밀폐

구역

 작업실간 차압 상태 및 조정 -10~-60Pa

 HEPA Filter 풍량/풍속 점검
 (환기회수)

10회 이상/hr

 온도 상태 23±3℃

 습도 상태 50±10%

 Silicon 밀봉부 기밀 상태 실란트 파손여부

 Door Interlock 점검 상호 열림 시험

 출입통제용 설비 점검 가동 확인

 전등 상태 점검 작동 상태

 비상시 수동개방장치 

조작기능점검
작동 상태

 비상시 500lux

가

스

설

비

 O2봄베 점검 압력 상태

 VACUUM봄베 점검 압력 상태

 예비 탱크 점검(O2) 봄베 충전 여부

 저장실 배관 점검 누기 시험

특기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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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5]

시설 및 설비 월간 점검표

점검시설 배관, 덕트설비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확 인 자                       (서명)

구분 점검항목 기준치 점검결과 비 고

배

관

설

비

 배관 및 부속장치의 누수 상태 배관연결부 점검

 부속장치의 작동 상태 밸브류 작동 시험

 배관의 고정 상태 벽면 및 장비 고정

 배관관통부의 기밀 상태 슬리브 기밀 상태

 배관의 노후 및 부식 상태 부식 발생 여부

 배관의 변형 상태 외관 상태

 배관 보온재의 상태 파손 여부

덕

트

설

비

 덕트 및 부속장치의 누기 상태 연결부 누기 여부

 댐퍼류의 작동 상태 가동 상태

 덕트의 고정 상태 벽면 및 장비 고정

 덕트관통부의 기밀 상태 슬리브 기밀 상태

 덕트의 노후 및 부식 상태 부식 발생 여부

 덕트의 변형 상태 파손 여부

 VAV 작동 상태 표시등 점검  

 덕트 보온재 상태 파손 여부

특기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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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6]

시설 및 설비 월간 점검표

점검시설 가스/통신/CCTV/소방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확 인 자                       (서명)

구분 점검항목 기준치 점검결과 비 고

기

타

설

비

 인터폰 동작 상태 동작 시험

 화상전화 동작 상태 동작 시험

 CCTV 상태 점검 화면 검색

 피난구 유도등 점등 상태 점등 점검

 소화기 액 충진 상태 및 점검표 점검표 확인

 자동제어 경보발생 및 저장기능 작동 상태

특기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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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7]

장비 이력 카드

기계번호 AHU-26 형    식 수평형

MCC판넬 MCC5 판넬위치 E6공조실

송         풍         기 모                   터

제조회사 ICM(주) 제조회사 현대

형    식 S F BC3.5DS X 2 형    식 S F HS-5.5/4 R F HS-3.7/4

풍    량
S F 5516 cmm

전    류
S F 20.3/11.7 A

R F 260 cmm R F 13.8/8 A

정    압
S F 140 mmAq

전    압
S F 220/380 V

R F 80 mmAq R F 220/380 V

용    량
난방 52,126 kcal/h

출력(마력)
S F 7.5KW(HP)

냉방 72,811 kcal/h R F 3.7KW(HP)

벨    트

S F B-96 X

베 어 링

S F 부하 6208
반부

하
6208

R F B-77 X 2 R F 부하 6206
반부

하
6206

베 어 링
S F 부하 SN-509 반부하 SN-509

필    터
PRE 대 : 4

R F 부하 SN-508 반부하 SN-508 MEDEUIM 대 : 4

수 리 보 수 사 항 수 리 보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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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

조직구성(조직도 및 역할)

※ 기준 2014.12.01

병원장

대책본부장 : 진료부원장

상황실

CDRT
(Contagious Diease Respose Team) 
소규모(5명 이하)로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성

[경영관리실]  [기획실]  [적정진료관리실] 
[진료협력센터] [고객서비스센터]

ㆍ대내외 창구 및 업무분장
ㆍ근무인원 관리(배치/확보)
ㆍ병원상황 조정 및 보고
ㆍ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작성
ㆍ인근병원 전원 계획 수립 및 협의

환자진료팀 진료지원팀 감염관리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교육수련부] [간호부] [약제팀]

[원무팀] [시설팀] [총무팀] [중앙공급실]
[재무구매팀] [영양팀]  [의료정보팀]

[감염관리실]  [인사팀(교육)]

ㆍ환자진료
ㆍ진단검사 및 영상
ㆍ감염예방교육(환자/보호자)
ㆍ약제(백신 포함) 관리
  -입원치료(격리)병동 비축   
   약제 사용량 보고 

ㆍ병동 시설관리
ㆍ약제 및 물품구매
ㆍ환자이송
ㆍ병실소독, 진료장비 소독 
ㆍ청소, 세탁
ㆍ식사공급
ㆍ의무기록
ㆍ입원치료(격리)병동비축물품 
  관리

ㆍ관련 감염질환지침 마련
ㆍ병원 내 감시체계 운영 및
  보건소 보고 
  -노출의료진 관리
  -노출자 관리 
ㆍ병원직원 예방교육 및 훈련
ㆍ감염관리교육자료 개발 
ㆍ법정전염병 신고
ㆍ격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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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

원 내 비 상 연 락 망

※ 기준 2014.12.01

구  분 부  서 성  명 직  위 연 락 처 핸 드 폰

 대책본부장 진료부원장 김형수 진료부원장 031-810-6530 010-3967-0071

상황실

상황실 팀장 이영수 실장 031-810-5151 010-7764-1298

경영관리실 이영수 실장 031-810-5151 010-7764-1298

기획실 유정현 실장 031-810-6530 010-8997-4851

적정진료관리실 김용균 실장 031-810-6450 010-3166-7460

기획팀 박미라 팀장 031-810-5021 010-3947-1277

홍보팀 안광용 팀장 031-810-5091 010-2743-6001

QI팀 구진옥 팀장 031-810-5051 010-9588-8558

진료협력센터 주광자 팀장 031-810-5031 010-3370-9779

고객서비스센터 김정애 팀장 031-810-5023 010-5207-0657

환자진료팀

환자진료팀장 박상준 과장 031-810-6035 010-7737-1084

호흡기내과 박상준 과장 031-810-6035 010-7737-1084

감염내과 이꽃실 과장 031-810-6036 010-4072-9638

이비인후과 송미현 과장 031-810-6350 010-3667-4572

소아청소년과 김수진 과장 031-810-7020 010-4490-0128

가정의학과 김홍배 과장 031-810-6650 010-2750-7532 

응급의료센터 김인병 과장 031-810-7119 010-5483-3563 

중환자실
김효정 팀장 031-810-6380 011-9642-1618

박명희 팀장 031-810-7380 010-2558-7765

진단검사의학과 김문정 과장 031-810-7081 010-8288-8913

영상의학과 박찬섭 과장 031-810-6121 011-9974-5419

교육수련부 이리나 사원 031-810-5102 010-8088-3295

간호부

장보경 부장 031-810-5271 010-4254-2151

김정숙 과장 031-810-5919 010-8259-3690

박미연 팀장 031-810-7119 010-9044-1707 

약제팀 임영선 팀장 031-810-6081 010-6352-0532

진료지원팀

진료지원팀장 이장혁 행정부원장 031-810-5012 010-4708-1865

원무팀 이정구 팀장 031-810-5183 010-6276-8097

시설팀 송경석 팀장 031-810-9959 010-5701-5549

총무팀 박병마 팀장 031-810-5131 010-9109-6293

중앙공급실 김미자 팀장 031-810-6164 010-9167-9663

구매팀 양란화 팀장 031-810-5164 010-9042-8508

영양팀 하지민 팀장 031-810-6321 010-5205-3980

의료정보팀 지선숙 팀장 031-810-5251 010-9023-2996

감염관리팀

감염관리실장 이꽃실 실장 031-810-6032 010-4072-9638

감염관리실 홍혜경 팀장 031-810-5062 010-9863-6780

HR팀(인사팀) 홍기표 팀장 031-810-5146 010-832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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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외 비 상 연 락 망

※ 기준 2015.04.22

구  분 부  서 성  명 직  위 연 락 처 핸 드 폰

비상연락

휴대폰

덕약구보건소 010-2056-5157

경기도북부청 010-9433-5157

덕양구

보건소

보건소 김성태 소장 031-810-5062 031-810-5062

보건행정과 박순자 과장 031-8075-4001 010-5106-6101

질병예방팀 강영호 팀장 031-8075-4056 010-2373-2805

질병예방팀 박형순 감염병담당자 031-8075-4058 010-2113-3369

질병예방팀 최예원 감염병담당자 031-8075-4063 010-8299-6476

방역담당 유형근 방역담당자 031-8075-4059 010-3003-8265

검사담당 장진영 검사담당자 031-8075-4060 010-9899-3068

명지병원

감염관리실 홍혜경 팀장 031-810-5062 010-9863-6780

전략사업팀 이장현 팀장 031-810-5028 010-8555-7135

전략사업팀 연제원 담당 031-810-5025 010-3036-4384

시설팀 박근일 주임 031-810-5294 010-790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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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한 경우 입원환자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한 경우

①

- 진료실 내 환자 대기
   (환자는 Level D 보호구 착용)
- 접촉한 의료진 : 손씻고 N95 마스크 착용
   (비어 있는 진료실 내에 문을 닫고 대기)
- 감염관리실 연락→ 보건 당국 연락
- CDRT은 E관 1층 간이진료실에 집결
   : Level D +안면보호대 보호구 착용
   (응급의료센터 내 감염 bag 비치)

- 환자/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N95마스크 착용
- 병실 내 환자 대기
- 접촉한 의료진 : 손씻고 N95 마스크 착용
   (처치실에 대기)
- 감염관리실 연락→ 보건 당국 연락
- CDRT은 E관 1층 간이진료실에 집결
   : Level D +안면보호대 보호구 착용
   (응급의료센터 내 감염 bag 비치)

↓ ↓

②

- 상황파악 선발대 현장 도착
▶ 외래 간호사 1:
- 환자의 보호구 착용 지도 후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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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파악 선발대 현장 도착
   ▶ 주간: 외래팀
   ▶ 야간: 응급의료센터팀
   ▶ 간호사 1 :

- 환자 보호구 착용(Level D) 지도 및 침상소독
- 침상 그대로 환자 이송
▶ 간호사 2 :
- 나머지 노출 환자 입원치료 격리 병상으로
  이송 준비
- 80배 희석한 락스를 이용하여 침상 소독  
▶ 감염관리실 :
 - 노출 직원 및 환자 명단 확보
 - 연락반과 지속적인 상황통보
 - 입원반에 연락하여 노출환자 이송 준비
▶ 의사직 1인
 - 전체적인 통솔

↓ ↓

③

- 이송로 확보반 출동(level D 착용)
▶ 이송도구(wheel chair 등) 지참하여 현장 도착
▶ 감염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및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 이송로
- 외래 2층: 진단검사의학과 내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외래 1층: 영상의학과 뒷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신관 지하 2층 앰블란스 대기

- 이송로 확보반 출동(level D 착용)
▶ 주간 총무 1인(야간에는 보건직 1인)
▶ 감염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및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 이송로
 - 병동 내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본관의 경우 : 지하 1층에서 신관 엘리베이터로 
              이동
 - 신관 지하 2층 앰블란스 대기
▶ 노출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 병동 내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1층 로
   비로 통과 하여 E관으로 이동

↓ ↓

④
앰블란스 도착
   ▶ 연락반이 상황파악 선발대에게  환자 이송 지시

앰블란스 도착
   ▶ 연락반이 상황파악 선발대에게  환자 이송 지시

↓ ↓

⑤
환자 이송
   ▶외래 간호사 1이 환자 이송

환자 이송
   ▶ 간호사 1이 환자 이송

↓ ↓

⑥

마무리반 출동
   ▶ 환경소독 할 시 보호구 착용

  :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환자 이동 경로 소독
▶ 구매: 훈증 소독 전문 업체 연락
▶ CDRT 모두 E관 1층 간이진료실로 집결 
  후 보호구 탈의

마무리반 출동
   ▶ 환경소독 할 시 보호구 착용

  :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환자 이동 경로 소독
▶ 구매: 훈증 소독 전문 업체 연락
▶ CDRT 모두 E관 1층 간이진료실로 집결 
  후 보호구 탈의

[붙임_3]

환 자 흐 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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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우(공기매개) 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우(접촉매개)

①

- 응급실 전체 오염으로 간주

- 응급실 전체 의료진 손씻고 N95 마스크 착용

- CDRT은 E관 1층 간이진료실에 집결

   : Level D +안면보호대 보호구 착용 (응급의료

     센터 내 감염 bag 비치)

- 환자/같은 공간 내 의료진은 손씻고 N95마스크 착용

- 노출의 범위: 당직의사의 판단

- CDRT은 E관 1층 간이진료실에 집결

   : Level D +안면보호대 보호구 착용

   (응급의료센터 내 감염 bag 비치)

↓ ↓

②

- 상황파악 선발대 결성
▶ 근무하는 의료진(되도록이면 노출된 환경에
   있었던 의료진) 중 의사직 1인+간호사
   (charge) 2인, 보건직 1인으로 구성
▶ 간호사 1인+ 보건직 1인
- 환자가 누워 있는 카트로 E관 1층 선별
  진료실로 신속하게(환자상태에 따라 소생실로
  이동 가능) 이송
- 선별진료실 내에서 환자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이송 전까지 환자 관찰
▶ 간호사 1인
- 이동경로 미리 확보 및 연란반과 지속적인 교신
▶ 감염관리실:
- 노출 직원 및 환자 명단 확보(명단기록지 구비)
▶ 의사직 1인
- 전체적인 통솔

- 상황파악 선발대 결성
   ▶ 근무하는 의료진(되도록이면 노출된 환경에 
     있었던 의료진) 중 의사직 1인+간호사(charge)
     2인, 보건직 1인으로 구성
   ▶ 간호사 1인 + 보건직 1인: 

- 환자가 누워 있는 카트로 E관 1층 선별
  진료실로 신속하게(환자상태에 따라 소생실로 
  이동 가능) 이송
- 선별진료실 내에서 환자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이송 전까지 환자 관찰
▶ 간호사 1인
- 이동경로 미리 확보 및 연란반과 지속적인 교신
▶ 감염관리실:
- 노출 직원 및 환자 명단 확보(명단기록지 구비)
▶ 의사직 1인
- 전체적인 통솔

↓ ↓

③

- 이송로 확보반 출동(level D 착용)
▶ 감염환자 이동로 출입 제한 및 앰블란스 
   대기 장소 마련
▶ 이송로
- E관 1층 앰블란스 주차장
▶ 총무
- 응급실 내 이동을 막기 위해 폐쇄
▶ 원무
- 응급실 방문 접수를 막음
- 로비 1층 원무팀에서 다른 원무 직원이 
  기존의 다른 원무 업무를 봄 

- 이송로 확보반 출동(level D 착용)

▶ 근무하는 의료진(노출되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의료진) 중 의사직 1인과 간호사 1인,  

   보건직 1인

▶ 노출되지 않은 환자 및 의료진을 별도의 

   공간으로 이송(방문 모두 닫기)

   ▶ 행정직 1(원무) : level D 착용

    -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응급의료센터 내원

      객을 소아응급의료센터로 안내

↓ ↓

④
앰블란스 도착

   ▶ 연락반이 상황파악 선발대에게  환자 이송 지시

앰블란스 도착

   ▶ 연락반이 상황파악 선발대에게  환자 이송 지시

↓ ↓

⑤
환자 이송

   ▶간호사 1 + 보건직 1이 환자 이송

환자 이송

   ▶ 간호사 1 + 보건직 1이 환자 이송

↓ ↓

⑥

마무리반 출동
   ▶ 환경소독 할 시 보호구 착용

  :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환자 이동 경로 소독
▶ 구매: 훈증 소독 전문 업체 연락
▶ 응급실 내 노출된 환경 80배 희석한 
  락스로 분무 소독 실시
▶ CDRT 모두 E관 1층 앰블란스 대기 
   장소로 집결하여 보호구 탈의
▶ 다른 N95 마스크+장갑 착용 후 응급실 내  
   대기

마무리반 출동
   ▶ 환경소독 할 시 보호구 착용

  : Level D보호구+안면보호대
▶ 환자 이동 경로 소독
▶ 구매: 훈증 소독 전문 업체 연락
▶ 응급실 내 노출된 환경 80배 희석한 
   락스로 분무 소독 실시
▶ CDRT 모두 E관 1층 간이진료실로 집결 후  
   보호구 탈의
▶ 다른 N95 마스크+장갑 착용 후 응급실 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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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격리 병상에 1~2명 

입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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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chair/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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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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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교육시간 장소 교육대상 참석인원 교육내용

2014. 8. 13

60분
C관 4층 

회의실
의사직, 간호사 19명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원내 입원 시 처리절차

원내 

그룹웨어
전직원 265명 

원내 에볼라 출혈열 의

심환자 방문 시 원내 

절차

2014. 9. 2 50분

신관 4층 

권역응급의

료센터 

회의실

경영진 10명
국가지정 입원격리병상 

운영지침 검토

2014. 9. 24 60분
신관 7층 

제 1강의실

의사직, 간호사, 

행정직
8명

원내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이송절차

2014. 10. 15 60분
C관 4층 

회의실

의사직, 간호사, 

행정직
14명

재난모의훈련 관련 사

항

2014. 10. 31 75분
C관 4층 

회의실

의사직, 간호사, 

행정직
11명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모의 훈련 평가 결과 

검토

교육일자 교육시간 장소 교육대상 참석인원 교육내용

2014. 10. 23 30분
E관 1층 

외상센터
CDRT 팀원 17명 보호구 착용법

2014. 10. 27 30분
E관 1층 

외상센터
CDRT 팀원 17명 보호구 착용법

2014. 10. 29 70분

감염내과 

외래, E5 

병동 

CDRT 팀원 17명

에볼라 의심환자 외래 

방문 시 격리병상 입원 

절차

[붙임_4]

교육 및 훈련

1. 2014년 교육 및 훈련 실적

  1) 교육 실적

  2) 훈련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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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교육자 교육 대상 교육내용

간호부, 

교육수련부, 

기획팀, HR팀 

상의(4분기)

신규직원 신규 직원 대상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

3월
유한캠벌리 

교육담당자
CDRT 팀원 보호구 착용법

5월
유한캠벌리 

교육담당자

E5 병동간호사,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보호구 착용법

HR팀 

상의(4분기)
감염관리 원내 교육 원내 전 직원 기본적인 감염관리원칙

덕양구 보건소 

담당자와 상의 
외부인사

전염병 담당 부서 

및 의료진
신종전염병 개요 및 관리방법

2. 2015년 교육 및 훈련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