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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위생,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인 사 말

  SENIC(Study on the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프로젝트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감염관리 프로그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국내에서는 2006년 종합병
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감염감시를 목적으로 전국병원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의료관련감염 감소는 물론 국내 
감염관리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ONIS 결과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6년 44개 병원이 참여한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8년에는 227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결과중심의 중환자실 감염감시와 수술부위 감염감시 이외
에 감염관리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인 손위생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모듈이 새롭게 포함되어 질적
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위생은 다제내성균의 전파를 막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손위생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의 수행도를 평
가하여 피드백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의료관련감염 중 높은 추가
비용이 소요됨과 동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의료진 교육,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지침 순응도 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적극적인 중재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손위생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에 대한 모듈을 개발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파일럿 연구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KONIS 감시체계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지표에 
따른 감염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KONIS 감시체계를 통해 의료진의 감염관리지침에 대한 수행도 등 과정
지표를 모니터하고 타 병원과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의료현장 내 감염관리지침의 수행도 향상은 물론 
의료종사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손위생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모듈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KONIS 참여병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KONIS 참여병원의 감염관리 담당자, 
KONIS 연구자 및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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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위생은 감염예방법 중 가장 쉬우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며,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효과적인 손위생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은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고 
근무자들의 손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손위생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은 그리 좋지 않으며, 의료인들의 손위
생 실천수준은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손위생 증진사업에 대한 파일럿 연구를 진행
하였고, 2015년 웹을 기반으로 한 손위생 감시체계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2015년 개발된 
웹기반 손위생 감시체계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 졌으며 2017년부터 2018

년까지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손위생 감시체계 파일럿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2019년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osocomical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 KONIS System) 안에 웹을 기반으로 
한 “손위생 감시체계” 모듈이 포함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손위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위생 감시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인력과 시설에 제약이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식 개선과 수행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I-1.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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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준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감염관리전담자가 근무하면서 손위
생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관이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손위생 수행도 평가를 비롯한 손위생 증진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한다. 손위생 수행 여부 관찰자는 적어도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을 선정하며, 반드시 교육(참여자 교육, 워크숍 등)을 비롯한 연구자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관찰대상자는 참여기관에서 손위생 수행이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종사자 등으로 한다. 관찰장소는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중환자실이 없는 기관은 제외), 응급실, 투석실 등 병원 내에
서 손위생 수행도 평가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I-2. 참여기준과 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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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보관 

1) 자료의 보관 위치

KONIS의 각종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 서버를 둔 인터넷(웹) 기반의 전산프로그램인 KONIS WRAP에 
등록되고 보관된다. 각 참여기관은 무작위로 배정된 코드로만 구분된다. 어떤 병원의 자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병원의 이름, 주소, 연구자의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KONIS WRAP에 등록하지 않는다. 

관찰 case ID는 KONIS WRAP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증례 코드로만 구분된다. 관찰대상자의 이름 및 
진료과는 필요 시 입력하도록 한다. 

2) 인적사항의 보관과 관리

각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인적사항은 KONIS 사무국에서 따로 보관하고 관리한다. 

2. 자료의 입력 

1)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 

KONIS 사무국에서 각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설문지(Ⅰ-11 각종 양식)

에 따라 조사하여 KONIS WRAP에 등록한다. 

2) 손위생 관찰기록,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 MRSA 혈행성 감염관리 자료 등록 

  가) 손위생 관찰기록이란 참여기관에서 관찰자가 직접 관찰법으로 모니터링 한 손위생 수행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 

  나)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이란 참여기관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 제품을 월단위로 산출한 사용량/청
구량(cc(ml))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손소독제는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젤, 폼, 액상 형태

I-3. 자료에 대한 보안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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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다) MRSA 혈행성 감염관리란 원내 입원(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첫 분리된 황색포
도알균을 의미한다(내성여부 관계없이 혈액에서 분리된 모든 황색포도알균을 의미). 마지막 혈액배
양검사 양성으로부터 2주 이내 분리된 경우는 동일한 균주로 간주하며, 2주 이후 분리된 경우는 
새로운 증례로 입력한다.  

  라) 각 참여기관의 연구자는 조사한 자료를 즉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KONIS WRAP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달 15일 이후로는 전산 등록이 차단되며 참여기관의 해당 
월 통계에서 제외된다. 

3. 자료의 확인 
1)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의 확인 및 수정 

각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는 KONIS 사무국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각 참여기관의 연구자는 
수정이 필요한 변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KONIS 사무국에 연락하여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KONIS 사무국은 
각 참여기관의 수정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KONIS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각 분기에 한 번씩 일괄 수정한다. 

2) 분석통계 자료의 확인 

해당 월의 입력 자료가 다음달 14일까지 마감 되면 KONIS 사무국에서는 자료 등록에 오류가 없는 지 
1차 확인한다. KONIS 사무국은 오류가 의심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KONIS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4. 자료의 열람 

1) 참여기관  

분석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KONIS Manual에서 정해 놓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즉, 해당기
관의 월별 손위생 수행률(전체 수행률, 행위별 수행률, 직종별 수행률), 손소독제 사용률, 황색포도알균 균혈
증 발생률과 함께 KONIS 전체, 병상 규모별, 전체와 해당기관 수행률/발생률을 비교하여 열람할 수 있다.  

2) 전체 원자료(raw data)의 열람 권한 

KONIS WRAP에 등록된 전체 원자료의 열람 권한은 KONIS 책임자에게만 있으며, KONIS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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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발표 
자료는 KONIS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표한다. 각종 자료는 정기 보고, 학술지 발표, 

학술모임 발표, 연간보고서 등의 학술적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학술연구 자료활용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자료 
활용 시에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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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기관 특성 조사 설문지’를 배포한다(I-11. 각종 양식 참조). 

1. 병상 수
해당 병원의 허가된 병상 수를 의미한다. 병상 규모별로 자료를 비교 할 때 전체 참여기관이 고르게 분포하

도록 200병상 미만, 200~699병상, 700~899병상, 900병상 이상 네 군으로 구분한다. 병상 규모별 자료는 네 
군으로 구분하여 KONIS WRAP에 제시된다. 

2. 지역적 위치
지역적 위치에 따라 해당 병원의 환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참여기관을 서울지역(서울동부와 

서울서부권역), 경인지역(강원경기동부와 인천경기서부권역)과 중남부지역(중남부권역)으로 구분한다. 

지역적으로 구분된 자료의 비교는 KONIS WRAP의 분석통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으며 원자료에만 포함
된다.

3. 병원의 형태
1) 국공립병원 또는 사립병원
2)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인력구성
1) 감염관리전담자: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사직 제외)

   가) 전담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의 근무시간에 감염관리 업무에만 종사
   나) 겸임자: 감염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I-4.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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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관리 의사

   가) 감염내과 전문의: 감염내과 전임의를 수료하고 각 병원에 취직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나)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미생물 전공 전문의: 진단검사의학 분야 중 임상미생물을 주전공으로 수련을 

받은 후 임상미생물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다) 소아청소년 감염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라) 기타 감염관리의사: 위의 가), 나), 다)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기타

  의료기사, 약사 등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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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정의 
1) 손씻기(hand washing) : 일반비누나 항균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 

2)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antiseptic hand rubbing): 물 없이 손을 문지르는 피부소독제를 적용하여 
미생물을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후에 손을 씻거나 타올을 
이용한 건조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2. 손위생 수행의 다섯 가지 행위
손위생을 관찰하는 시점은 WHO의 손위생 수행의 다섯 가지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 주요용어

  가) 시술(Procedure)이란 환자의 신체로 병원체의 직접 침입이 가능한 모든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나) 체액노출의 위험(Body Fluid Exposure Risk)이란 체액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다) 환자 영역(Patient Zone)이란 환자와 환자가 직접 접촉하는 주변환경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침대난간, 

침대 옆 테이블, 린넨, 수액연결관, 기타 의료장비 등를 포함하며, 또한 의료행위 중에 자주 접촉하는 
모니터, 작동버튼, 기타 의료장비의 표면까지 포함한다. 환자영역은 지정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의료행위 중 어느 한 순간의 환자 주변 또는 환자를 
포함한 환경을 의미한다.

  라) 의료 영역(Healthcare Zone)이란 의료환경 내의 환자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I-5. 주요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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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자영역과 의료영역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의 손위생지침, 2014.

2) 손위생 수행의 다섯 가지 행위

  가) 행위 1: 환자 접촉 전(Before touching a patient)

  나) 행위 2: 청결/무균 처치 전(Before clean/aspetic procedure)

  다) 행위 3: 체액노출 위험 후(After body fluid exposure risk) 

  라) 행위 4: 환자 접촉 후(After touching a patient)

  마) 행위 5: 환자 주변환경 접촉 후 (After touching patient surroundings)

그림 2. 손위생 수행의 다섯가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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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위생의 상황 예시 

  가) 행위 1: 환자 접촉 전

배경 상황 예

의료종사자의 손으로부터 해로운 병원체가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환자 보호)

악수, 쓰다듬기 등 가벼운 접촉
이동시 보조, 침상목욕, 식사보조, 옷입히는 것,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트 교환
산소마스크 적용, 물리치료
활력증후 측정, 체위변경, 흉부청진, 복부촉진, 
환자검진, 심전도 

  나) 행위 2: 청결/무균 처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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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상황 예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 부위에 접근하기 전 
손위생을 실시하여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

구강간호, 안약점적, 흡인
시술(체강 내 시술), 입⋅코⋅귀 검사
피부병변간호, 상처드레싱
채혈 및 검체 채취
혈관계 또는 배액 폐쇄 시스템 분리 시 
침습적 기구 삽입, 투약
음식⋅약물⋅의약품⋅멸균물품 준비

  다) 행위 3: 체액노출 위험 후

배경 상황 예

체액노출 위험이 있는 행위를 끝내자마자 손위생을 
하여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의료종사자의 
의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점막 또는 피부병변 접촉 후
 - 구강간호, 안약점적, 흡입
 - 시술(체강 내 시술), 입⋅코⋅귀 검사  
 - 피부병변간호, 상처드레싱
채혈 및 검체 채취 후, 혈관계 또는 배액폐쇄 
시스템 분리 후, 기관 삽관 및 발관
소변⋅대변⋅구토물 등 오염물 취급 후
혈액 및 체액이 묻은 의료기구/환경 세척 및 
정리/청소 후
냅킨, 드레싱 거즈, 패드 등 폐기물 취급 후
침습적 기구 삽입 후, 투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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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행위 4: 환자 접촉 후 

배경 상황 예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의료종사자와
의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환자접촉 전 행위와 동일

  마) 행위 5: 환자 주변환경 접촉 후 

 

배경 상황 예

환경에 생존하고 있는 병원체로부터
의료종사자와 의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트 교환 
침상정리, 침상주변(테이블 등) 청소
수액조절, 모니터 조작 
침상 난간, 상두대 접촉/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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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위생 행위 중 예외 상황

외래 기반 검사실에서 연속적인 의료행위 즉, 영상의학과에서 X-ray 촬영이나 채혈실에서 채혈 시에는 
다음과 같이 손위생을 수행한다.

  가) 연속적인 일반 X-ray 촬영 : 환자 접촉 전, 

(촬영을 모두 마친 후) 환자 퇴실 후
  나) 연속적인 채혈 : 환자 접촉 & 채혈 전, 

채혈 후 & 환자 퇴실(채혈 과정 종료) 후
  √ 주의 : 행위 중 일상 행위 외 다른 행위가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손위생 방법
1) 손위생 방법의 선택

  가) 손에 혈액이나 체액 등 오염물이 묻은 경우,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나) Clostridium difficile 등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알코올은 아포를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비누와 물로 씻는다. 

  다)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다면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을 적용한다. 

     (1) 알코올을 이용한 손소독은 일반적으로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손에 있는 
미생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손위생의 방법

  가)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1)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받는다. 뜨거운 물은 피부염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2) 손의 모든 표면이 비누액과 접촉되도록 문지른다. 특히 손가락 끝과 엄지손가락 및 손가락 사이사
이를 주의 깊게 문지른다.

     (3) 물로 헹군 후 손이 재 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종이수건으로 건조시킨다.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사용한 수건을 이용한다. 수건은 반복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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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

출처: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의 손위생지침, 2014.

  나)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
     (1)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소독제를 손의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용한다.   

     (2) 손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접촉되도록 특히 손가락 끝과 엄지손가락 및 손가락 사이사이를 주의 
깊게 문지른다.

     (3) 손의 모든 표면이 마를 때까지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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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

출처: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의 손위생지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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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소독제 사용량 관리
1)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이란 참여기관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 제품을 월단위로 산출한 사용량/청구량
(cc(ml))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손소독제는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젤, 폼, 액상 형태가 있다. 

2) Staphylococcus aureus 분리수 

원내 입원(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을 말한다.

3) 연환자수

각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정 시간에 매일 그 날의 재원환자수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매달 마지막 날에 그 
달의 환자수를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한다. 

4) 입원환자수

입원한 당일에 퇴원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의미한다. 

5) 퇴원환자수  

입원환자가 생존(귀가, 전동, 전원 등)하거나 사망하여 퇴원한 경우를 의미한다. 

5. MRSA 혈행성 감염관리
1) MRSA 혈행성 감염

원내 입원(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을 의미한다(내성여부 관계
없이 혈액에서 분리된 모든 황색포도알균을 의미).

2) 환자 번호 

혈액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환자의 등록번호를 의미한다. 

3) 첫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일자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환자의 검사 채취 일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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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장소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검체를 채취한 장소를 의미하고, 중환자실(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생아, 응급, 기타), 병동(내과, 외과, 외상센터, 화상센터, 기타), 응급실, 기타로 분류한다.

5) 첫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시기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시기가 입원 또는 응급실을 내원해서 48시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의미한다. 

6) 균혈증 종류

황색포도알균 균주가 분리된 환자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Methicillin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지 감수성을 보이는지를 의미한다. 

7) MRSA 균혈증 발생 시 중심정맥관 거치 여부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채취 시 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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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위생 관찰
WHO(2009)에서는 손위생 수행을 모니터 하는 표준방법(gold standard)으로 직접관찰법을 제시하고 있

고, 현재 국내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전문가에 의한 직접관찰법은 
시간이 많이 들고 관찰자에 대한 훈련과 타당도 확인이 필요하고, 관찰자, 관찰대상자가 노출되어 실제보다 
이행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호손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 선택에 비뚤림의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손위생 과정을 신뢰도 높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 손위생 관찰의 목적

  가) 의료진의 손위생 수행 정도와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나) 관찰 결과는 교육과 훈련 같은 손위생 증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중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 특정 기간 동안의 중재 전후 관찰은 중재의 효과와 증진 정도를 측정하고 교육방법과 증진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2) 관찰자 선정기준 및 역할 

  가) 관찰의 중요한 원칙은 제시된 내용과 방법에 따라 5가지 행위에서 수행되는 손위생의 관찰과 자료수
집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어느 시점을 관찰하는가에 따라 손위생 수행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찰할 시점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찰자는 5가지 행위와 손위생 방법의 적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관찰자는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지침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임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정한다. 

  다) 관찰자는 관찰대상의 손위생 행위를 관찰하며, 손위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피드백, 손위생 통계결과 
확인, 손위생 증진활동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I-6. 손위생 감시의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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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대상 선정

관찰대상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찰대상은 5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조원, 학생)의 직종으로 분류한다. 

4) 월별 최소 손위생 관찰 건수

각 기관별로 표 1의 기준에 따라 손위생을 관찰한다. 관찰 장소는 중환자실, 병동, 응급실, 투석실, 외래, 

검사실 등으로 하되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중환자실 관찰건수는 매월 관찰건수의 50%를 넘기지 
않는다. 

5) 관찰자 훈련

관찰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교육(참여자 교육, 워크숍 등)을 비롯한 연구자 모임에 참석해
야 한다. 참여기관 내 관찰자가 여러 명인 경우 참여자 교육, 워크숍 등의 내용을 전달 교육한다.  

6) 손위생 관찰 모니터링의 원칙

  가) 관찰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된 관찰자만 손위생 관찰에 참여한다. 

  나) 관찰자는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손위생 관찰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찰 시점에 행위가 일어
났다고 추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행위를 완벽하게 관찰한 경우에만 수행여부를 기록한다. 

  다) 관찰 범위는 수행 여부 관찰뿐만 아니라 수행방법, 장갑사용 등을 포함한다.

  라) 관찰대상은 의료종사자 전체 또는 일부 직종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 대상의 직종과 행위는 가능한 
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마) 관찰자는 해당부서 관리자에게 문서로 손위생 관찰활동을 사전에 고지한다. 관찰대상자는 관찰활동
이 익명 혹은 실명으로 진행되는지, 수집된 자료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병상규모 월별 관찰건수

〉 700병상 300건 이상

200~699병상 200건 이상

< 200병상 100건 이상

표 1. 최소 손위생 관찰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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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관찰자는 반드시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응급의료처치, 의료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관찰에서 제외한다.

  사) 손위생 수행여부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와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을 포함하되, 

외과적 손소독은 제외한다. 

2. 손소독제 사용량 관리
1) 손소독제 사용량 관리의 목적

손소독제 사용량 관리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전반적인 손위생 이행도를 반영하므로 손위생 모니터링의 간접
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손소독제 사용량 관리 모니터링의 원칙

  가) 손소독제 사용량 자료 수집 방법 및 장소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부서(중환자실, 병동, 검사실 등)를 조사하다가 병원 전체 사용량으로 변경하거
나 전산으로 자료를 취합하다가 각 부서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  

  나)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⓵ 구매 부서에서 해당 제품의 주문서를 매달 검토하여 수집하는 방법 ⓶ 
약국 또는 병동 및 부서에 제품 공급을 담당하는 외부 업체 통해 수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의료기관 별 구매/공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최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다) 분기별로 해당기간의 월별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 입력한다.

3. MRSA 혈행성 감염관리

1) MRSA 혈행성 감염 모니터링의 목적

  가) 손위생 증진 활동 후 손위생 수행률 향상으로 감염관리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결과지표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나) MRSA 혈행성 감염을 조사하는 이유는 의료관련감염 중 빈도와 감염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이다. 

2) MRSA 혈행성 감염 모니터링의 원칙  

  가) 원내 입원(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첫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양성자 환자의 자료
(양성 검체 채취 일자, 채취장소, 채취시기)를 모두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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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 혈액배양검사 양성으로부터 2주 이내 분리된 경우는 동일한 균주로 간주하며, 2주 이후 분리
된 경우는 새로운 증례로 입력한다.  

  다) 균혈증 종류 확인을 위해 혈액배양 검사의 항생제 감수성 패턴 결과 Methicillin 계열의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지 저항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혈액배양 양성 환자의 검체 채취 일자에 중심정맥관을 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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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위생 관찰기록지 다운로드 방법
1) KONIS 손위생 모듈에서 손위생 수행을 현장에서 실시할 때 사용하는 양식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2) 손위생 관찰기록지는 2개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손위생 관찰기록지 다운로드 방법

2. 손위생 관찰기록지 양식1
1) 관찰자 소속의 기관명, 관찰자 이름, 관찰일시(YYYY-MM-DD), 관찰시작시간(시, 분), 관찰종료시간(시, 

분)을 기록한다.

2) 번호는 손위생 수행이 필요한 시점을 의미한다.

3) 직종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의료종사자 등을 의미하며, 의사직, 간호사, 의료기사, 보조원, 

학생 중 해당 관찰대상을 기록한다, 

4) 관찰장소는 손위생을 관찰한 장소를 의미하며, 중환자실, 병동, 응급실, 투석실(인공신장실), 외래, 검사
실, 기타 중 해당 관찰 장소를 기록한다. 

I-7. 손위생 관찰기록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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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는 손위생 수행이 필요한 이유를 의미한다. 행위는 한번에 한 개 혹은 여러 개일 수 있다. 단, 환자접
촉 후와 환자주변 환경 접촉 후는 하나의 번호로 기록할 수 없다.

6) 손위생 수행여부와 장갑착용 여부를 기록하되, 손위생을 수행한 경우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이용
하여 손위생을 시행하는 경우 Handrubbing(손소독)으로 기록하고,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
행하는 경우 Handwashing(손씻기) 중 선택하여 기록한다. 

그림 6. 손위생 관찰기록지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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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위생 관찰기록지 양식 2
손위생 관찰기록지 양식 2는 하나의 양식지에 20번의 손위생 수행 관찰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방

법은 손위생 관찰기록지 양식1과 같다.

그림 7. 손위생 관찰기록지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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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위생 수행도 산출방법
KONIS 손위생 모듈에서의 손위생 수행도 계산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1) 행위별(item-by-item) 수행도

손위생 수행이 필요한 각각의 행위(예, 무균술 전, 환자 체액노출 후 등) 시 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로 실시한 손위생 행위 건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계산한다.

   

2) 통합(composite) 수행도

행위별 수행도의 분자와 분모를 모두 합해서 하나로 계산하는 것으로써 관찰한 모든 손위생이 필요하였던 
시점의 관찰건수를 분모로 하고, 이중 실제로 손위생이 수행된 건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계산한다.

2.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

I-8. 손위생 수행도 산출방법

예
환자 체액노출 후에 실시한 손위생 건수

× 100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체액 노출 시 손위생 필요 행위수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 건수

× 100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 관찰 건수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cc/ml)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

× 1,000
연환자수



3.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발생률
1) 전체 발생률

 

2) MRSA(MSSA) 발생률 

3) 입원 48시간 이전 발생률

4) 입원 48시간 이후 중심정맥관 거치 여부에 따른 발생률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발생률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전체 환자수

× 1,000
연환자수

 MRSA(MSSA) 균혈증 발생률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환자 중 

MRSA(MSSA) 분리 환자수 × 1,000

연환자수

 입원 48시간 이전 

MRSA(MSSA) 혈행성 발생률

입원 48시간 이전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환자 중 MRSA(MSSA) 분리 환자수 × 1,000

연환자수

 입원 48시간 이후 

MRSA(MSSA) 혈행성 발생률

① 입원 48시간 이후 

② 황색포도알균 혈액배양 양성 환자 중     

MRSA(MSSA) 분리된 환자

③ 혈액배양 양성 채취 시 중심정맥관 거치 

되어 있는(거치되어 있지 않는) 환자

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수 

× 1,000

연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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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1) 사이트 접속 URL : https://is.cdc.go.kr/ccbase/pages/main.jsp 하면 다음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온다.

2) 사용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그림 8. 로그인 화면

I-9. KONIS WRAP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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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신청 방법 

그림 9. 권한/부가정보 신청 버튼

 

  가)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권한/부여정보를 클릭한다. 

그림 10. 손위생 권한 신청 메뉴

그림 11. 신청 화면

그림 12. 신청 확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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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권한상태 중 표시화면

  나) 의료감염 TF 내 KONIS User(HH 참여) 권한 변경 “신청”을 클릭하여 확인을 누르면 권한상태가 
신청 중으로 바뀐다. 각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인적사항은 KONIS 사무국에서 따로 보관하고 관리되
며 권한을 승인해 주면 자료 입력이 가능하다. 

그림 14. 승인 완료 화면

4) 참여기관 등록신청 방법 

  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나) 메뉴에서 ‘KONIS’ → ‘손위생부문관리’→‘참여기관관리’를 선택한 후 [등록]버튼을 선택한다. 

그림 15. 참여기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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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록자료 중 ‘병원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미생물 검사실의 특성’, ‘중환자실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선택한다. 

그림 16. 병원특성, 미생물 검사실 특성, 중환자실 특성 기초조사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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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위생 모니터링 결과입력
1) 손위생 부문 입력화면 

  가) 로그인을 하면 왼쪽 화면에 메뉴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KONIS 폴더 + 부분을 클릭하고 “손위생
부문관리”로 이동한다. 메뉴화면은 손위생 관찰기록관리, MRSA 혈행성감염관리, CDI 감염관리, 

기타감염관리, 손소독제 사용량관리, 손위생엑셀자료 등록관리로 구성된다. 

그림 17. 메뉴보기 화면

                

그림 18. 손위생 부문관리 화면

  나) 손위생 모니터링 결과 입력화면 

그림 19. 손위생 관찰기록 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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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위생 관찰기록을 신규등록하려면 위 화면에서 [등록]버튼을 선택한다. 

   (2) 다음 [그림 20]과 같이 CASE ID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림 20. 손위생 관찰 기록 입력화면

  (3)  ‘관찰일시’는 입력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표시되며 달력 또는 수기로 수정할 수 있다.

  (4)  ‘직종’ 선택 후 추가 입력사항은 ‘기타 직종명’에 입력한다.

  (5)  ‘관찰대상자 이름’, ‘진료과’는 기관에서 필요 시 입력한다.

  (6)  ‘관찰장소’ 선택 후 추가입력사항은 ‘관찰세부장소’에 입력한다. 

  (7)  ‘행위’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세행위 등 기타 입력사항은 ‘필요 시 입력’란에 입력한다.

  (8)  ‘손위생수행여부, ’장갑착용여부‘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한다.

  (9)  연속저장 시에는 첫 저장 후 ‘기본정보’영역이 다음 입력 건의 초기값으로 설정된다. 

  (10) 입력확정여부가 “임시”인 경우에는 입력칸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장이 가능하나 “최
종”인 경우에는 모든 입력칸이 채워져야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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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준년월일에 조회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입력된 조회 화면 [그림 21] [그림 22]이 보이고 
상세보기를 누르면 이전에 입력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림 21. 입력 후 조회화면

그림 22. 상세보기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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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엑셀파일변환]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기간의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하여 저장 할 수 있다. 

그림 23. 엑셀파일 변환화면

  (13) ‘손위생부문관리’ 메뉴에서 ‘손위생 엑셀자료 등록’을 선택하면 엑셀파일을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다. 

「양식다운로드」에서 입력용 엑셀파일을 선택한 경우 업로드가 가능하다. 

      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양식을 변경하거나 이름을 변경한다면, 또는 관찰일이 
입력관찰 년월일과 일치 하지 않는 자료는 저장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그림 24. 엑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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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엑셀자료 일괄 업로드 

3. 손소독제 사용량 입력
1) 메뉴에서 ‘KONIS’→ ‘손위생 부문관리’→‘손소독제사용량관리’를 선택한 후 [등록]버튼을 선택한다. 

2) 월 단위로 선택하여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과 ‘Staphylococcus aureus 분리수’, ‘연환자수’, 입원환
자수, ‘퇴원환자수’를 입력한다. 

3)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후 입력확정여부에서 ‘최종’을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선택한다. “임시”인 경우에
는 입력칸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장이 가능하나 “최종”인 경우에는 모든 입력칸이 채워져야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26. 손소독제 사용량관리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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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손소독제사용량관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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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RSA 혈행성 감염관리 입력
1) 메뉴에서 ‘KONIS’→ ‘손위생 부문관리’→‘MRSA 혈행성 감염관리’를 선택한 후 [등록]버튼을 선택한다. 

2) CASE ID는 자동 생성된다. 

3) 병록번호 등 임의의 ‘환자번호’를 입력한다.

4) ‘첫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일자’를 선택한다.

5) ‘첫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 장소’를 선택한 후 추가입력사항은 ‘기타’에 입력한다.

6) ‘첫 혈액배양 양성 검체 채취시기’, ‘균혈증 종류’, ‘ MRSA 균혈증 발생 시 중심정맥관 거치여부’를 
선택한다.

7) 입력된 정보를 확인 한 후 ‘입력 확정 여부’에서 ‘임시’ 또는 ‘최종’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한다. 

그림 28. MRSA 혈행성 감염관리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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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보기에 들어가서 통계관리 폴더에 들어간다. 

그림 29. 통계관리 화면

1. 해당병원 월별 수행률 결과조회
1) 월별 수행률 결과조회

  가) 메뉴에서 ‘KONIS’→ ‘통계관리’→‘월별수행률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선택한다.

  나) 이 화면은 전체 참여기관의 손위생 수행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화면으로 ‘병상구분’을 클릭하여 
조회한 기간동안 전체 혹은 병상규모별 참여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I-10. 자료분석방법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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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위생 수행률 : 조회연도 각 참여기관별로 전체, 직종, 행위별 자료를 볼 수 있다. 전체 참여기관
과 해당기관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

     (2) 손소독제 사용률 : 조회연도 각 참여기관별로 손소독제 사용량을 볼 수 있고 전체 참여기관과 
해당기관의 자료를 비교 할 수 있다.

     (3)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발생률 : 입원 48시간 이전, 48시간 이후로 전체, MRSA, MSSA의 분리건수, 

연환자 당 발생률, 입원환자 당 발생률, 퇴원환자 당 발생률을 볼 수 있고, 입원 48시간 이후는 
중심정맥관 거치 여부에 따라 결과를 볼 수 있다. 조회연도 각 참여기관별로 분리건수와 발생률을 
볼수 있으며, 전체 참여기관과 해당기관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0. 월별 손위생 수행률, 손소독제 사용률 결과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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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월별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발생률

  다) [엑셀파일변환]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된 자료를 엑셀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32. 엑셀파일 변환 다운로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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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상규모별 수행률 결과 조회

  가) 메뉴에서 ‘KONIS’→ ‘통계관리’→‘병상규모별수행률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선택한다.

  나) 이 화면은 전체 참여기관의 손위생 수행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화면으로 기간을 지정한 후 조회
를 누르면 참여기관과 병상규모별로 전체 손위생 수행률, 직종별 수행률, 관찰장소별 수행률, 행위별 
수행률, 손소독제 사용률,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발생률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다) [엑셀파일변환]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33. 병상규모별 수행률 비교 화면 

3) 전체/해당기관 수행률 비교 관리

  가) 메뉴에서 ‘KONIS’→ ‘통계관리’→‘전체와 해당기관수행률비교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선택한다.

  나) 화면의 왼쪽에는 해당기관의 자료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KONIS 전체의 자료가 표시된다. KONIS 

전체의 자료는 기간을 지정한 후 ‘병상구분’을 클릭하여 병상규모별로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병상별
로 해당기관과 동일 그룹의 병상수를 갖는 병원들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다) [엑셀파일변환]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라) 전체 손위생 수행률, 직종별 수행률, 관찰장소별 수행률, 행위별 수행률, 손소독제 사용률, 황색포도
알균 균혈증 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고, 전체 참여기관과 percentile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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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체/해당기관 수행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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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위생 엑셀 업로드 양식

I-11. 각종 양식

엑셀 항목 KONIS WRAP 자동생성
필요 기관만 

입력
정의

형식 KONIS ID 자동생성
· A01부터 자동 부여되는 병원코드
(3자리)로 자동생성

· 미작성 

증례코드 CASE ID 자동생성
· 병원코드+관찰일+일련번호
[13문자]로 업로드하면 자동생성

· 미작성 

관찰구분 관찰자 정보
· 1=내부(감염관리 직원)
· 2=외부(감염관리 외 직원)

관찰자 관찰자 
· 손위생 수행 관찰자 코드(A~E)로 
5명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에서 구분

관찰일[년월일] 관찰일시 · YYYYMMDD

관찰시작[시] 시 
· 24시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 00∼23로 표기 

관찰시작[분] 분
· 60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 00∼59 중 표기 

관찰종료[시] 시
· 24시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 00∼23 중 표기 

관찰종료[분] 분
· 60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 00∼59 중 표기 

관찰대상자이름 관찰자대상이름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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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진료과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직종 직종

· 11=의사(전문의), 12=의사(전공의),
13=의사(수련의)

· 2=간호사
· 31=의료기사(임상병리사), 
32=의료기사(물리치료사), 
33=의료기사(방사선사), 
34=의료기사(치기공사), 
39=의료기사(기타)

· 41=보조원(간호조무사), 
42=보조원(일반업무원), 
43=보조원(이송요원), 
49=보조원(기타)

· 51=학생(의대생), 
52=학생(간호대생), 59:학생(기타)

직종[기타] 기타 직종명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관찰장소 관찰장소

· 11=중환자실(내과), 
12=중환자실(외과), 
13=중환자실(신경외과), 
14=중환자실(신생아), 
15=중환자실(응급), 
19=중환자실(기타)

· 21=병동(내과), 22=병동(외과), 
23=병동(외상센터), 
24=병동(화상센터), 29=병동(기타)

· 3=응급실
· 4=투석실
· 5=외래
· 61=검사실(채혈실), 
62=검사실(물리치료실), 
63=검사실(촬영실), 
64=검사실(내시경실),
69:검사실(기타)

· 7:기타

관찰장소[기타] 관찰세부장소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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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환자접촉 전] 행위[환자접촉 전]
· 1=Yes 
· 미해당=공란 

행위[청결/무균처치 전] 행위[청결/무균처치 전]
· 1=Yes 
· 미해당=공란 

행위[체액노출위험 후] 행위[체액노출위험 후]
· 1=Yes 
· 미해당=공란 

행위[환자접촉 후] 행위[환자접촉 후]
· 1=Yes 
· 미해당=공란 

행위[환자주변접촉 후] 행위[환자주변접촉 후]
· 1=Yes 
· 미해당=공란 

행위기록[환자접촉 전]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 예] 체온측정 등

행위기록[청결/무균처치 
전]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 예] 기관흡인 등

행위기록[체액노출위험 후]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 예] 소변비우기 등

행위기록[환자접촉 후]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 예] 체온측정 등

행위기록
[환자 주변환경 접촉 후]

필요 기관만 
입력

· 참여 기관에서 결정하여 표기
(필요없는 기관 공란)

· 예] 환자모니터알람 접촉 등

손위생수행여부 손위생수행여부

· 1=Handrubbing
(물없이 사용하는 손손독제 이용)

· 2=Handwashing
(물과 비누 또는 손소독제 이용)

· 3=미수행

장갑착용여부 장갑착용여부
· 1=착용
· 2=미착용

최종유무 입력확정여부
· 1=최종
· 0=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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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위생 설문조사 양식

2019 KONIS 참여기관 특성 조사 설문지

* 이 설문지는 KONIS 참여기관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손위생 증진활동 평가자료의 분석에 있어 

매개 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니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 자료는 동의 없이 절대로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작성 날짜: 2019년     월     일.

I. 참여기관 기초자료
  1. 병원의 정식 명칭

      (한글): 

  2. 병원의 주소

      (한글): 

  3. 병원 감염관리실의 정식 명칭

      (한글): 

      일반전화(지역번호 포함): (     ) -           Fax:

  4. KONIS 참여 연구자 인적사항

    ① 주 참여 의사

        이름: (한글) -

        소속 진료과: (한글) -

        일반전화: 휴대폰:

        e-mail: 

    ② 주 참여 감염관리담당자

        이름: (한글) -  

        소속: (한글) -

        일반전화: 휴대폰: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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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여기관의 특성
  1. 귀 병원의 공식적인 허가 병상 수는 얼마입니까? 

     (                  )병상

  2. 귀 병원의 형태는?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하십시오.

     ① (       )국공립병원 (       )사립병원

     ②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3. 감염관리실 인적 구성

     (1) 감염관리 간호사 인적 구성 및 근무 형태

전담자
정규직 명

계약직 명

겸임자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총 명

     *판정기준

      ① 전담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의 근무시간에 감염관리 업무에만 종사

      ② 겸임자: 감염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2) 감염관리 의사의 구성

감염내과전문의 명

임상미생물전공 진단검사의학전문의 명

소아청소년 감염분과전문의 명

타과 전문의(소속과 기재)
명

(소속과:                   )

     (3) 기타 (ex. 의료기사, 약사, 기타 등)직의 인적 구성 및 근무형태 

직종
근무형태

(전담or겸임)

고용형태

(정규직 or 계약직)
명수

의료기사   명

약사 명

기타(        )

자유롭게 기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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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손위생 시스템
  1. 손소독제의 접근성

     1-1) 귀 병원의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접근은 용이합니까?

          □ 병원 전체에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전 부서의 환자 접점지역*마다 비치

          □ 병원 전체에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주요 부서의 환자 접점지역*에 비치

          □ 병원 전체에 연속적으로 공급함

          □ 일부 부서만 비치하거나 비연속적으로 공급함

          □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사용할 수 없고,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를 함

          * 환자 접점지역(point of care): 환자, 환자의 환경을 접촉하는 환자, 의료진, 기타 치료팀이 있는 

곳, 환자 주변에서 손이 닿는 곳(의료진 손이 닿거나 2m 이내), 

            예) 환자침상, 검사실 병상, 드레싱 카트 마다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비치

     1-2)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도입 시 손소독제의 소독력* 결과를 확인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피부 

통합성**을 평가한 제품을 사용합니까?

          □ 예

          □ 아니오

          * 소독력(Efficacy):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손소독제로서의 항균 효과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소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손소독제 살균력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함

         ** 피부통합성(Skin tolerability):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도입 시 직원에게 피부의 자극, 건조 등 

적합성을 평가하여 제품을 선택함

  2. 귀 병원의 손위생용 수전의 배치 현황은 어떠합니까?

     2-1) 병동의 손위생용 수전(화장실내 수전 제외)

        (1) 손위생용 수전당 환자 수:  □ 전 병동 1:10 이상  

□ 대부분(90%)의 병동에서 1:10 이상  

□ 1:10 미만

        (2) 손위생용 수전이 있는 병실의 비율 = 손위생 수전이 있는 병실수/전체 병실 수 *100

                                             = (           )%

     2-2) 중환자실 손위생용 수전(화장실내 수전 제외)

          □ 중환자실 손위생용 수전당 환자 수 (수전 1개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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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 병원은 손위생용 수전(화장실내 수전 제외)마다 비누 또는 소독제(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제외)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 모든 수전(병실 내 수전도 포함)에 비치

          □ 환자 치료 및 간호 구역 안의 공동 손위생용 수전에 비치

          □ 주요 부서의 환자 치료 및 간호 구역 안의 공동 손위생용 수전에 비치  

          □ 비치 안됨

  4. 귀 병원은 모든 손위생용 수전(손씻는 세면대)마다 일회용 타올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 모든 수전(병실 내 수전도 포함)에 비치

          □ 환자 치료 및 간호 구역 안의 공동 손위생용 수전에 비치

          □ 주요 부서의 환자 치료 및 간호 구역 안의 공동 손위생용 수전에 비치

          □ 비치 안됨

  5. 손위생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1~5번 문항 답변에 시설, 자원이 지원되지 않거나 연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답해주세요) 

귀 병원은 2020년 이내에 손위생 시설이나 설비, 물품지원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구체적으로 기술: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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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손위생 교육과 훈련
  1. 손위생 교육

     1-1) 귀 병원은 손위생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입사 시와 매년 의무교육            

          □ 환자 접점부서 직종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 재직기간 동안 최소 한번                  

          □ 전혀 받지 않음

     1-2) 귀 병원에서 2018년 1년간 손위생 관련/훈련에 참여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 보조원           

          □ 협력업체

          □ 환자와 방문객

          □ 기타(                                                 )

     1-3) 귀 병원에는 직원이 손위생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손위생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체계: 사내 인트라넷 또는 문서 등으로 교육 참여 대상자의 손위생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원내 절차 또는 체계

  2. 귀 병원은 직원들이 쉽게 사용 가능한 손위생 지침, 홍보물 등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1) 손위생 규정, 지침(WHO 손위생 가이드라인, 질병관리본부 지침 등을 반영)

          □ 예 □ 아니오

     (2) 손위생 방법에 대한 매뉴얼(hand hygiene technical reference manual)*

          □ 예 □ 아니오

     (3) 손위생 방법, 손위생 시점 등에 대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브로셔 등)

          □ 예 □ 아니오

     (4) 장갑 착용에 대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브로셔 등)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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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위생 방법에 대한 매뉴얼(hand hygiene technical reference manual):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예방하는 

손위생의 원리, 손위생의 방법, 시점에 대한 설명과, 손위생 관찰자가 손위생을 관찰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주는 매뉴얼

  3. 귀 병원에서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손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까?

    *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감염관리 또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로 공식적인 전문 교육 

이수를 받은 자 또는 손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 간호사 등 손위생 지침, 국내외 문헌들의 학습을 

통해 손위생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춘 자

□ 예 □ 아니오

  4. 귀 병원은 손위생 관찰자를 훈련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귀 병원은 손위생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귀 병원의 손위생 교육 훈련방식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강의(집체교육)                  

□ 영상자료(온라인 교육)

□ 실습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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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손위생 모니터 및 피드백
  1. 귀 병원은 매년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비누, 일회용 종이타올 등 손위생 자원의 구입과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합니까?

□ 예 □ 아니오

  2. 귀 병원은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손위생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까?

     2-1)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       □ 예     □ 아니오

     2-2) 손위생 방법       □ 예     □ 아니오

  3. 귀 병원은 손위생 수행에 대한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비누 사용량 평가(간접적 평가)를 시행합니까? 

□ 예  ☞ 3-1)로 가시오 □ 아니오 ☞ 4로 가시오

     3-1)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 평가 주기

□ 3개월 □ 6개월

□ 매년 □ 기타(                          )

     (3-1-1) 2018년(2018.1.1~2018.12.31)에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1,000 재원환자일수 당 적어도 20L 

이상 사용/청구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3-1-2) 귀 병원의 2018년(2018.1.1~2018.12.31)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사용/청구량은 어느 정도입

니까?

□ 중환자실:  (            )L/1,000 재원환자일수

□ 병동:  (            )L/1,000 재원환자일수

  4. 귀 병원은 얼마나 자주 손위생 모니터(직접 관찰)를 시행하십니까?

□ 3개월 또는 더 자주 □ 매년

□ 비정기적으로 □ 모니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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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귀 병원의 2018년도(2018.1.1~2018.12.31) 전체 손위생 수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수점 첫번째 자리 반올림)

□ 91% 이상

□ 81-90% □ 71~80%

□ 61~70% □ 51~60%     

□ 41~50% □ 31~40%

□ 30% 이하

     4-2) 귀 병원은 누가 손위생 모니터링을 시행합니까?

□ 감염관리 담당자  □ 현장부서 직원

□ 감염관리 담당자와 현장부서 직원 둘 다

□ 기타(                                      )

  5. 귀 병원의 손위생 이행 관련 피드백과 보고 방법은 어떠합니까?

     5-1) 현장에서 손위생 관찰 후 즉시 직원들에게 결과를 피드백 합니까?    

□ 예 □ 아니오

     5-2) 손위생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적어도 6개월 간격) 직원들에게 공유 합니까?

□ 예 □ 아니오

     5-3) 손위생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합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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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손위생 리마인더
  1. 귀 병원에는 손위생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까?

     1-1) 손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포스터 

□ 모든 병동/치료실에 부착              □ 대부분 병동/치료실에 부착

□ 일부 병동/치료실에 부착              □ 게시 안함

     1-2)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포스터(또는 스티커)

□ 모든 병동/치료실에 부착              □ 대부분 병동/치료실에 부착

□ 일부 병동/치료실에 부착              □ 게시 안함

     1-3)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 포스터 (또는 스티커)

□ 모든 병동/치료실에 부착              □ 대부분 병동/치료실에 부착

□ 일부 병동/치료실에 부착              □ 게시 안함

  2. 포스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십니까?

□ 2~3개월마다          □ 최소 연 1회          □ 안함

  3. 손위생 포스터 등 게시물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4. 손위생에 대한 리플렛이 병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병동/치료실 등 환자 접점부서에 포스터, 리플렛 이외에 다른 리마인더(스크린 세이버, 배지, 스티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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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손위생 증진을 강조하는 안전문화 정착
  1. 손위생 증진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손위생 증진팀: 통상적으로 감염관리부서에서 구성하며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고, 

손위생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역할 수행

     1-1) 귀 병원에는 손위생 증진팀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손위생 증진팀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합니까?                 

□ 매월 □ 3개월

□ 6개월                           □ 모임이 없음

□ 기타(                          )

     1-3) 손위생 증진팀에게 손위생 증진 활동(손위생 모니터링 방법 교육, 손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동 등)을 위한 근무시간 내 별도의 시간(dedicated time)을 제공합니까?   

□ 예 □ 아니오

* 근무시간 내 별도의 시간(dedicated time): 손위생 증진팀가 extra-work이 아니라 정기 업무로 인정

하여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함(이건 교육시 설명으로 풀어야 할듯요)

  2. 귀 병원의 경영진들은 손위생 증진활동 지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공약을 하였습니까?

     2-1) 원장       □ 예     □ 아니오

     2-2) 진료부원장       □ 예     □ 아니오

     2-3) 간호부원장/부장       □ 예     □ 아니오

  3. 귀 병원에서는 매년 손위생 증진 캠페인(예. 손위생의 날, 감염관리주간행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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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 병원은 다음의 손위생 증진 활동체계가 경영진의 공식적인 승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4-1) 손위생 챔피언* 지정을 위한 체계     □ 예     □ 아니오

     * 손위생 챔피언: 병원 전체나 근무부서에서 환자안전 및 손위생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홍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4-2) 손위생 우수자* 선정을 위한 체계     □ 예     □ 아니오

     * 손위생 우수자: 손위생 수행률이 90%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5. 손위생 증진활동에 환자 참여

     5-1) 귀 병원에서는 손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까?

□ 예 □ 아니오

     5-2) 귀 병원에는 손위생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환자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귀 병원에는 손위생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6-1) 손위생 사이버 교육과정     □ 예     □ 아니오

     6-2) 손위생 목표 제도적으로 매년 수립     □ 예     □ 아니오

     6-3) 사내 정보 공유 체계(원내 인트라넷 등)     □ 예     □ 아니오

     6-4) 소식지, 집담회 등 손위생 관련 의사소통 체계     □ 예     □ 아니오 

     6-5) 개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시스템(직원 개별 손위생 수행률 산출, 인사평가 반영 등)

    □ 예     □ 아니오

     * 개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시스템: 손위생 수행과 관련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

로 개별평가결과를 관찰자 또는 감염관리전문가가 피드백하거나, 동료의  조언,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 등이 있음.

     6-6) 신규직원에 대한 버디 시스템* (프리셉티 교육내용에 손위생 교육 포함 등)

    □ 예     □ 아니오

    * 신규직원에 대한 버디 시스템: 신입직원과 기관 내 손위생 문화에 대해 소개할 책임이 있는 훈련된 직원이 

짝을 맺는 것(손위생 실습교육, 기관 내 손위생 증진활동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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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소독제 사용량 입력관련

질문 1> 손소독제 사용량은 병원 전체의 사용량을 입력하면 되나요?

  답변>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병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한 양을 입력합니다. 

질문 2>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은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손소독제 사용량/청구량이란 참여기관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 제품을 형태별(젤, 폼, 액상)로 구
분하여 월단위로 산출한 사용량/청구량(cc(ml))을 의미하며, 2개 중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질문 3> 여러 종류의 검체에서 모두 분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다른 검체에서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혈액검체에서 S. aureus가 분리된 사례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록]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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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RSA 혈행성 감염관리 입력관련

질문 1> 동일 집계 감수성 균(MSSA)이 먼저 보고되고 나중에 내성균(MRSA)이 보고된 경우 균혈증 종류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MRSA 항목에만 체크합니다.

질문 2>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입력시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만 다녀간 환자에게서 분리된 경우에도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균혈증 환자 자료는 모두 입력 부탁드립니다.

질문 3> 한 환자가 계속해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더라도 최초 채취일만 입력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입원 중 한 번이라도 No growth로 결과가 나왔다가 다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 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었다면 이때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마지막 혈액배양 양성으로부터 2주 이내에 생긴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2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새로운 증례로 분류해야 합니다.

3. 손위생 관찰기록 등록

질문 1> 손위생 모니터링 시 직종별, 혹은 부서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관찰부서는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중환자실이 없는 기관은 제외), 응급
실, 투석실 등 병원 내에서 손위생 수행도 평가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관찰 대상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찰 직종과 행위는 가능한 한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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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질문 1> 입력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해당 월의 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예: 3월 자료는 4월 14일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2> C. difficile 감염관리와 기타 감염관리 항목도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C. difficile 감염관리와 기타 감염관리 항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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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중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높은 추가의료 비용이 소요됨과 동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최대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3년부터 미국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시행한 다기관 연구에서 손위생, 중심정맥관 삽입 시 최대 멸균차
단, 클로르헥시딘 피부소독, 적절한 삽입부위/적절한 종류의 중심정맥관 선택, 불필요한 카테터 제거를 포함
한 근거기반 포괄적 중재방법(Central line associated Blood Stream Infection bundle, CLABSI bundle)을 
적용한 결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LABSI bundle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중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진을 교육하고, 의료 행위를 관찰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의료진 팀워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감염예방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국외에서 CLABSI bundle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재가 시도되었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다기관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 연구
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국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중환자실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효과 평가를 위한 중재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 시행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감소를 위한 한국형 
예방모델 중재효과평가”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실정에 맞는 CLABSI 중재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개발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소를 위한 권고안” 중 수행률 감시와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웹기반의 “KONIS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감시체계”를 개발하였으며, 300병상 이상의 2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웹기반 감시체계에 대한 사용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어 KONIS 참여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운영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웹기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감시체계”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 사업으로 중환자실
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참여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CLABSI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행률 증진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1.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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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기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 중 한 개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감염관리 전담자가 

근무하고 있으면서, 감염관리 의사가 의료관련감염 사례에 대한 증례검토를 감염관리 전담자와 같이 정기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2. 감시 대상 

1) 대상 중환자실

각 참여기관의 성인 중환자실 중 대표적인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 각 1개씩을 대상으로 한다. 통합된 
한 개의 중환자실만 있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 두 개의 병상 수가 
합쳐서 30~40개를 넘는 경우 KONIS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개의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대상 환자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이 된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감시 대상 
환자에서 제외한다.  

2) 대상 의료관련감염

중환자실에 입실 3일째부터 (캘린더데이(calendar day) 기준, 입원일= 1일, 표2 참조) 발생한 혈류감염
(bloodstream infection, BSI)을 감시 대상으로 하되,  중심정맥관(central line) 관련 혈류감염이여야 한다.  

 
표2. 감염분류방법

재원일(Hospital day)
중환자실

입원/전실일=1일
2일 3일 4일

감염발생일 O O ◎ ◎
분류 중환자실 입원시 감염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II-2. 참여 기준 및 감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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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보관 

1) 자료의 보관 위치

각종 자료는 인터넷(웹) 기반의 전산프로그램인 CLABSI Prevention (KONIS CLABSI Compliance 

Monitoring Module) WRAP에 등록되고 보관된다. 각 참여기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괄 신청 받아 
KONIS 사무국에서 자체 코드화하여 전산업체에서 일괄 등록한다. 어떤 병원의 자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병원의 이름, 주소, 연구자의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CLABSI Prevention WRAP에 등록하지 않는다. 

2) 인적사항의 보관과 관리

각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인적사항은 KONIS 사무국에서 따로 보관하고 관리한다. 

2. 자료의 입력 
1)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 

KONIS 사무국에서 각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설문지(Ⅱ-13 각종 양식)

에 따라 조사한다. 

2) 감염환자와 월별보고 자료의 등록

참여기관의 연구자는 혈류감염예방수행도 감시 자료, 그 달의 감염환자자료와 월별보고 자료를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WRAP에 등록하여야 한다.  

II-3. 자료에 대한 보안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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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확인 
1)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의 확인 및 수정 

각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는 KONIS 사무국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각 참여기관의 연구자는 
수정이 필요한 변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KONIS 사무국에 연락하여 수정한다. KONIS 사무국은 각 참여기관
의 수정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KONIS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각 분기에 한 번씩 일괄 수정한다. 

2) 분석통계 자료의 확인 

해당 월의 입력 자료가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마감 되면 KONIS 사무국에서는 자료 등록에 오류가 없는 
지 1차 확인한다. KONIS 사무국은 오류가 의심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KONIS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4. 자료의 열람 
1) 참여기관  

분석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KONIS Manual에서 정해 놓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즉, 해당기
관의 혈류감염예방수행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과 함께  참여기관 전체와 해당기관 수행률을 
비교하여 열람할 수 있다.  

2) 전체 원자료(raw data)의 열람 권한 

KONIS WRAP에 등록된 전체 원자료의 열람 권한은 KONIS 책임자에게만 있으며, KONIS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5. 자료의 발표 
자료는 KONIS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표한다. 각종 자료는 정기 보고, 학술지 발표, 

학술모임 발표, 연간보고서 등의 학술적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학술연구 자료활용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자료 
활용 시에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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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기관 특성 조사 설문지’를 배포한다(II-13. 각종 양식 참조).

이렇게 조사된 기초정보를 고려한 자료의 비교는 분석통계 자료에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1. 병상 수
해당 병원의 허가된 병상 수를 의미한다. 

2. 병원의 형태
1) 국공립병원 또는 사립병원
2)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인력구성

1) 감염관리전담자: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사직 제외)

  가) 전담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의 근무시간에 감염관리 업무에만 종사
  나) 겸임자: 감염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2) 감염관리 의사

  가) 감염내과 전문의: 감염내과 전임의를 수료하고 각 병원에 취직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나)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미생물 전공 전문의: 진단검사의학 분야 중 임상미생물을 주 전공으로 수련을 

받은 후 임상미생물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다) 소아청소년 감염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라) 기타 감염관리의사: 위의 가), 나), 다)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II-4.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정보



70 II.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부문

KONIS Manual 2019

3) 기타

    의료기사, 약사 등 인력 

4. 병원 미생물 검사실의 특성

5. 중환자실 특성
1) 중환자실의 주요 환자 및 진료과 구성

실제 각 병원마다 중환자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며 해당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과 분포
도 매우 다양하여 중환자실별 수행률 및 감염률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각 참여기관에서 감시 대상인 중환자실의 진료과별 환자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Ⅱ-5. 중환자실과 진료과의 구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참여기관의 감시 대상 중환자실을 진료과 분포
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때, 심장중환자실 (coronary care unit, CCU)이 다른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간호 인력도 따로 운영
하는 경우는 감시 대상 중환자실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감시 대상인 중환자실 내에서 일부 병상을 CCU 

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간호 인력에 의해 운영되며 재원일수와 기구일수를 구분하
여 조사할 수 없으므로 감시 대상 병상에 포함하였다.

2) 중환자실 인력 구성

해당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Registered Nurse, RN)를 말하며, 간호보조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전임의를 수료하고 각 병원 중환자실 내 상주하면서, 환자 직접 진료 및 관리를 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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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에 대한 관리활동

  가) 중심정맥관 및 관련 물품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멸균대방포 크기, 피부소독제 종류, 항생물질이 코팅된 중심정맥

관 사용 여부, 의료장비(초음파 장비 등) 사용 여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조사한다.  

  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활동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예방활동을 조사한다.  

         (1)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지침 또는 규정 보유 여부
         (2) 중심정맥관 삽입체크리스트 사용여부와 형식, 환류(피드백)방법
         (3) 중심정맥관 유지 관리 방법-불필요한 카테터 제거 권고, 삽입부위의 주기적 관찰, 드레싱의 

주기적 교체, 삽입부위의 적절한 소독제 사용, 각 주입구의 적절한 소독, 중심정맥관의 접촉/

조작 전 손위생 등
         (4) 중심정맥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사용여부와 형식, 환류(피드백) 방법
  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교육 주기 및 형태
  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홍보 프로그램
  마) 중심정맥관 삽입 의료진의 자격 여부와 요건
  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결과지표 공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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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 대상 중환자실의 정의
1)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ICU)이란 위중한 환자의 집중적인 관찰과 진단적, 치료적 시술이 시행되

는 간호단위를 말한다. 이때, 대상 환자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이 된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감시 대상 환자에서 제외한다.

2) 각 참여기관의 성인 중환자실 중 대표적인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 각 1개씩을 대상으로 한다. 통합된 
한 개의 중환자실 만 있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 두 개의 병상 
수가 합쳐서 30~40개를 넘는 경우 KONIS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개의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KONIS에 참여하는 중환자실에는 심혈관계, 화상, 소아 및 신생아, 외상 관련 특화 전문 중환자실은 
감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진료과의 분포에서 신경과는 내과계열로 분류한다. 단, 내과계열이 신경과 단독으로만 50%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외과계열을 우선으로 분류한다.

2. 진료과 분포에 따른 중환자실의 구분
1) 내과중환자실 (medical ICU, MICU): 내과계열 단독으로 80%를 넘는 경우
2) 외과중환자실 (surgical ICU, SICU): 일반외과 단독으로 80%를 넘는 경우
3) 신경외과중환자실 (neurosurgical ICU, NSICU): 신경외과 단독으로 80%를 넘는 경우
4) 그 외의 경우는 통합중환자실 (combined ICU, CICU)로 분류하며, 다시 내과계 통합중환자실과 외과계 

통합중환자실로 중분류한다. 

  (1) 내과계 통합중환자실 (medical combined ICU, MCICU)

     ① MS-M (medical and surgical, medical dominant): 내과계열이 80%는 넘지 않으나 50% 이상인 
경우

II-5. 중환자실과 진료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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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MS-GS (medical and surgical, general surgery dominant): 내과계열이 50%는 넘지 않으나 20% 

이상이면서, 일반외과가 20% 이상인 경우 
     ③ MS-NS (medical and surgical, neurosurgery dominant): 내과계열이 50%는 넘지 않으나 20% 

이상이면서, 신경외과가 20% 이상인 경우
     ④ MS-E (medical and surgical, others): 그 외의 경우
  (2) 외과계 통합중환자실 (surgical combined ICU, SCICU)

     ① S-GS (surgical, general surgery dominant): 내과계열이 20%를 넘지 않으며 외과계열이 20% 

이상이면서, 일반외과가 외과계열의 다수인 경우
     ② S-NS (surgical, neurosurgery dominant): 내과계열이 20%를 넘지 않으며 외과계열이 20% 이상

이면서, 신경외과가 외과계열의 다수인 경우
5) KONIS WRAP에 등록된 각 참여기관의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에서 해당 중환자실의 분류는 MICU, 

SICU, MCICU, NSICU, NICU MS-M, MS-GS, MS-NS, MS-E, S-GS, S-NS 중의 하나로 구분된다. 

6) 중환자실의 종류를 MICU, SICU, NSICU, MCICU, SCICU의 다섯 군으로 대분류한다.

  표 3. 중환자실 구분 코드

중환자실 유형 중분류 코드 세부 코드

Medical ICU MICU MICU
Surgical ICU SICU SICU
Neurosurgical ICU NSICU NSICU
Medical combined ICU MCICU
    Medical and surgical, Medical-dominant   MS-M

    Medical and surgical, GS-dominant MS-GS
    Medical and surgical, NS-dominant MS-NS

    Medical and surgical, Others MS-E
Surgical combined ICU SCICU
    Surgical, GS-dominant S-GS

    Surgical, NS-dominant S-NS

 (약자) ICU; intensive care unit, GS; general surgery, NS; neur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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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과의 구분 기준
1) 해당 환자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속 진료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센터 또는 팀제 등을 통해 여러 의료진이 같이 진료하는 경우에는 주처방권이 있는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3) 병원에 따라 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범주의 진료과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혈액질환과 종양
질환을 다른 과로 나누고 있다면 혈액종양내과 범주로 정하고, 결핵전문과나 흉부내과 등은 호흡기내과
로 진료과를 정한다.

4) 감염환자의 자료를 입력할 때 진료과는 아래의 표 4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 4. 진료과 구분 코드

코드 진료과 코드 진료과

FM 가정의학과 IA 알레르기내과
II 감염내과 ER 응급의학과
MS 구강/악안면외과 ENT 이비인후과
IE 내분비내과 IM 일반내과
IR 류마티스내과 GS 일반외과
AN 마취과/통증의학과 RM 재활의학과
UR 비뇨기과 PY 정신과
OG 산부인과 OS 정형외과
PS 성형외과 TR 치료방사선과
IG 소화기내과 DM 피부과
NR 신경과 NM 핵의학과
NS 신경외과 IH 혈액종양내과
IN 신장내과 IP 호흡기내과
IC 심혈관내과 CS 흉부외과
EY 안과 ETC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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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정맥관의 정의 
삽입 부위에 관계없이 환자의 심장내부나 심장 부근 또는 큰 혈관 중의 하나에 거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혈관내 카테터로, 수액의 주입, 혈액채취 또는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된다. 

1) 감염감시 정의의 큰 혈관: Aorta (배대동맥), Pulmonary artery (허파동맥), Superior vena cava (위대정맥), 

Inferior vena cava (아래대정맥), Brachiocephalic veins (팔머리정맥), Internal jugular veins (속목정맥), 

Subclavian veins (빗장밑정맥), External iliac veins (바깥엉덩정맥), Common iliac veins (온엉덩정맥), 

Femoral veins (넙다리정맥),  Cubital fossa (팔오금)

2) Pacemaker wire, 심장내부나 큰 혈관에 삽입된 내강이 없는 기구(non-lumened devices)는 
중심정맥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중심정맥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Arterial catheters, Arteriovenous fistula, Arteriovenous graft,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Intra-aortic balloon pump (IABP) devices,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HeRO) dialysis catheters, Non-accessed central line (not accessed 

nor inserted during the hospitalization), Peripheral IV or Midlines, Ventricular Assist Device 

(VAD)

II-6. 주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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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관 내 카테터의 종류

  

2. 환자일수
각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로 

정의한다. 재원환자 수는 각 병원에서 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확인한다.  

이 기준에 의해 재원환자 수를 결정할 경우 입원 및 퇴원하는 시간에 따라 일부 환자가 재원일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빠질 수 있다. 또 입원당일 퇴원환자의 경우 재원환자수를 기준시간에 따라 재원일수 계산에 
오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오차는 의료관련감염률의 분모를 이루는 값 전체에 비하면 실제 
자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류 삽입부위 길이 비고

중
심
형
카
테
터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PICC)

상완 척측, 요측피정맥
(카테터 끝이 상대정맥에 위치)

≥20 cm
depending

On patient size
감염위험 낮음

비터널형
중심정맥관

피부를 통하여 삽입
빗장밑, 넙다리, 목정맥

(카테터 끝이 상대정맥에 위치)

≥8 cm
depending

On patient size

대부분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의 원인

터널형
중심정맥관

피하에 터널 있음
빗장밑, 목정맥

(카테터 끝이 상대정맥에 위치)

≥8 cm
depending

On patient size

피하터널의 커프가
카테터 트랙을 따라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음

이식형포트
피하에 터널이 있고 

포트 삽입

≥8 cm
depending

On patient size

감염위험 낮음
카테터관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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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테터 (catheter) 사용일수
각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로 정의한다. 기구환자 수는 각 병원에서 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중심정맥관은 삽입 부위에 관계없이 환자의 심장내부나 심장 부근 또는 큰 혈관 중의 하나에 거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한 환자에서 중심정맥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종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센다. 

4.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CLABSI 발생 건수)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감염원이나 감염원이 형성하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국소적 혹은 

전신적 임상 양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감염증을 대상으로 한다. 

2) 중환자실 입원 당일에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3) 중환자실 입원 당시에 감염증의 잠복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중환자실 입원 2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은 
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전에 이미 노출된 감염원에 의한 감염으로 간주하여 제외한다.

4)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2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은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으로 간주한다.

5) 감염증은 [부록] 의료관련감염의 진단 기준에서 정의한 혈류감염증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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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의 종류에 따라 주요 감염발생 기전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간 사용하는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감염은 주로 삽입부위의 피부 상재균이 중심정맥관을 따라서 이동하여 중심정맥관의 끝을 오염시키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간 사용하는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의 상당 부분은 중심정맥관 연결부위
(catheter hub)가 오염되어 중심정맥관 내강에 균이 정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다른 부위의 감염에서 균혈증이 발병하여 미생물이 혈류를 타고 와서 중심정맥관에 달라 붙어 집락되
기도 하고, 드물게는 오염된 수액이 주입되어 혈류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시 균의 오염을 최소
화하고, 중심정맥관이 불필요한 경우 빨리 제거하여야 한다.

1. 중심정맥관 삽입과 제거
1) 삽입부위

   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각 부위의 장점 및 감염합병증과 기계적인 합병증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성인 환자에서 중심정맥관을 가능한 한 대퇴정맥에 삽입하지 않는다.

   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횟수를 줄이고 물리적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초음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시술은 반드시 잘 훈련된 의료진이 해야 한다.

2) 중심정맥관 종류

중심정맥관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최소 수의 포트와 내강이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3) 제거

매일 중심정맥관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II-7.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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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시 무균술 및 피부소독
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만지기 전후, 중심정맥관 삽입 전후, 중심정맥관 조작 전후, 중심정맥관 교체 

전후, 드레싱 전후에 비누와 물로 혹은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소독
제로 소독한 후에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나) 중심정맥관을 삽입, 소독, 조작할 때 무균적으로 한다.

다)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그리고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하여 중심정맥관 교체 시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 및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멸균 방포를 사용하는 최대멸균차단(maximum barrier precaution)

을 적용한다. 

라) 중심정맥관 삽입 전 그리고 드레싱 교체 전에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클로르헥시딘으로 
피부 소독을 한다. 만약 클로르헥시딘 사용이 금기인 경우에는 요오드 팅크제(iodine tincture), 아이오
도퍼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삽입부위에 소독제가 충분히 마른 후에 삽입한다.

3.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드레싱 방법 및 드레싱 교체주기
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멸균된 거즈나 멸균된 투명한 반투과성 필름을 이용하여 드레싱 한다.

나) 환자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삽입부위에 출혈이나 액체가 샐 때에는 멸균된 거즈로 삽입부위를 드레싱 
한다.

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드레싱은 투명 필름을 이용한 경우 7일마다 교체한다. 거즈를 이용한 경우 
2일마다 교체한다.

라)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이 젖거나, 헐거워지거나, 눈으로 보았을 때 오염되어 있으면 즉시 교체한다.

마)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항균제 연고나 크림을 바르는 것은 진균이나 내성균 집락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혈액투석용 중심정맥관의 경우 항생제 연고(포비딘-아이오다인 연
고, Bacitracin/ gentamicin/polymyxin B연고 등)를 삽입부위에 도포할 수 있다. 단, 항생제 연고가 
중심정맥관 재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17



80 II.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부문

KONIS Manual 2019

1.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수행도 평가
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중재를 시행

하고 그 중재가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수행도에는 삽입수행도 관찰과 
카테터 유지 상태 관찰, 의료진 지침수행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 중심정맥관 삽입 수행도 관찰은 중환자실에서 삽입한 건에 한하여 삽입 시 무균술을 준수하였는지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때 관찰자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에 대한 기본교육과 혈류감염 예방 
지침 수행도 평가방법 등에 관해 교육받은 관련 의료진이 시행한다.

다) 카테터 유지상태 관찰과 의료진 지침 수행도는 감염관리 전담자가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중환자
실을 방문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다. 

2.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혈류감염 감시 
1) 기본원칙

  가) 감시 대상인 중환자실에서 1개월 단위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시를 수행한다.

  나) 그 달의 첫째 날에 재원하고 있는 중환자실 재원환자와 그 달에 새로 입원하는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혈류감염에 대한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다)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발생한 경우, 감염환자 기록지(부록. 중심정맥
관 관련 혈류감염 감시)에 기록하고 조사된 건수를 웹에 입력한다.

  라)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은 중환자실 입원 당시에는 감염의 증거가 없고 감염증의 잠복기 상태(입원 2일 
이내, 캘린더데이(calendar day) 기준: 시간이 아닌 달력의 날짜인 하루를 기준으로)가 아니었던 환자에
게 발생한 것으로, 중환자실을 퇴원/퇴실 2일째까지 의료관련감염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하여야 한다. 

  마) 중환자실에서 퇴원 2일 이내에 발생한 것은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으로 간주하며,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날을 감염 발생일로 한다.

II-8. 감시의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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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중환자실에서 퇴원 2일 이내에 혈류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달이 바뀐 경우에도 퇴원한 날이 감염 
발생일이므로 지난 달의 자료에 포함시킨다. 

2) 세부방법

각 참여병원마다 처방전달, 의무기록 및 진료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획일화된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으
나, KONI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고한다.

  가) 원칙적으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의무기록 분석(활력징후, 입원경과, 간호기록, 미생물 및 방사선 
검사 결과, 항균제 처방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발견한다.

  나) 각 참여병원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급적이면 모든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례를 
찾아내도록 노력한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검사결과
     (2) 중환자실 의료진의 보고
     (3) 의무기록 분석
     (4) 발열 환자 명단
     (5) 항균제 처방 환자 명단
     (6)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지 
     (7) 그밖에 각 병원에서 고안한 방법 등
  다) 연구자의 환자 방문

대부분의 의료관련감염 발견 방안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보다는 의무기록 분석, 미생물 자료 
분석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매일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의료관련감염 발견의 민감도를 높인다
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KONIS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감염관리전담자는 최소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에 대해 평가한다.

     (2) 감염관리 의사는 최소 주 1회 이상 감염관리전담자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 함께 토의한다. 특히 
중심정맥관 혈류감염 증례로 분류된 환자에 대한 임상 자료를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
으로 감염률 자료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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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정맥관 삽입 수행도 체크리스트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관련 의료진이 작성한다. 

중심정맥관 삽입 체크리스트
관찰자  □시술자  □담당간호사  □책임간호사  □감염관리간호사  □ 기타 

병원:                 환자 등록번호 삽입일시    YYYY-MM-DD (00: 00)

시술자 진료과

삽입장소    □MICU □MCICU □SCICU □SICU □NSICU □ 기타(                    )

삽입위치

   □ Subclavian (빗장밑) (Lt, Rt)
   □ internal Jugular (속목) (Lt, Rt)
   □ Femoral (넙다리) (Lt, Rt)
   □ Cubital fossa (팔오금) (Lt, Rt)
   □ 기타(Text)

MBP

준수

삽입 전 손위생을 준수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시술자가 모자를 착용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시술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시술자가 멸균가운을 착용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시술자가 멸균장갑을 착용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Ana 환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대공포를 적용 하였습니까 ?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삽입부위의 피부 소독에 알코올로 희석된 2% 
chlorhexidine gluconate를 사용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피부소독제가 충분히 마른 후 삽입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시술 중 무균영역을 유지하였습니까? □  예 □ 아 니 오 □  관찰못함

II-9. 감시기록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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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테터 유지 상태 체크리스트
매주 1회 일정 요일을 정해 유지 상태 체크리스트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중환자실 방문 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하며, 관찰이 어려운 경우 관찰 불가로 체크한다. 

중심정맥관 유지상태 체크리스트
관찰자  □담당의사   □담당간호사   □책임간호사   □감염관리간호사   □ 기타 

병원:                   환자 등록번호 관찰일시    YYYY-MM-DD (00: 00)

삽입일자      YYYY-MM-DD 진료과

관찰부서     □MICU     □MCICU     □SCICU     □SICU     □NSICU     □ 기타(text)

카테터 종류 중심정맥관 종류 관찰한 카테터 삽입 위치

비터널식(non-tunneled)

□CVC (non-HD)
□PICC
□Temp. HD catheter
□Swan-Ganz

□ Subclavian (빗장밑) (Lt, Rt)

□ internal Jugular (속목) (Lt, Rt)

□ Femoral (넙다리) (Lt, Rt)

□ Cubital fossa (팔오금) (Lt, Rt)

□ 기타(Text)터널식(tunneled)

□Hickman
□Chemoport
□Perm. HD catheter
□기타

1) 드레싱이 밀폐되었는가?

*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 거즈나 필림
드레싱으로 잘 밀착되어 있는 경우 
“예” 에 표기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2) 드레싱이 건조되었는가?

*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드레싱이 혈액, 
체액으로 오염되거나 젖어 있는 경우 
“아니오‘에 표기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3) 연결부위가 밀폐되어 있는가?

* 3-way hub나 injection port가 뚜껑으
로 덮여 있으면 “예”에 표기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4) 연결부위가 오염되어 있는가? 

* 3-way hub나 injection port가 혈액 등
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 "예"에 표기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5) 카테터 삽입상태 확인  ⃞ 관찰가능  ⃞  관찰불가 

  ⃞ 문제없음
  ⃞ 발적
  ⃞ Pus 
  ⃞ oozing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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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진 지침 수행도 체크리스트
매주 1회 일정 요일을 정해 지침 수행도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중환자실 방문 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하며, 관찰이 어려운 경우 관찰 불가로 체크한다. 

  

6) 카테터 유지필요성 평가  ⃞ 유지 필요  ⃞ 유지 필요 없음

  ⃞ 중심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TPN
이 있다.

  ⃞ CVP 측정이 필요한 환자이다
  ⃞ 반드시 중심정맥으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 
  ⃞ 말초혈관 사용이 불가능하다. 
  ⃞ 투석하는 환자이다.
  ⃞ 기타                

의료진 지침 수행도 체크리스트
관찰자  □담당의사    □담당간호사    □책임간호사    □감염관리간호사    □ 기타 

병원:                   환자 등록번호 관찰일시    YYYY-MM-DD (00: 00)

삽입일자      YYYY-MM-DD 관찰대상 의료진 직종  □ 의사  □ 간호사

관찰부서     □MICU    □MCICU    □SCICU    □SICU    □NSICU    □ 기타(text)

1) 카테터 조작 전 손위생을 수행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2) 카테터 조작 후 손위생을 수행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3) Hub 사용 전 소독을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4) 삽입 부위 드레싱 과정
드레싱을 제거할 때 청결장갑을 착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삽입부위 소독할 때 멸균장갑을 착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관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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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률 입력기록지 
1) CLBSI 발생건수 

  가)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전향적으로 감시하여 발생률을 모니터링 한다.

     (1) 감염관리전담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중 중심정맥 카테터를 삽입한 모든 환자들의 KONIS 

진단기록지를 작성한다. 

     (2)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의 진단은 부록의 2018년 KONIS manual의 진단기준 및 진단기록지를 참고
하여 진단한다.  

   

2) 환자일수, 카테터 사용일수 

  가) 환자일수
      각 의료기관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수를 기록하여 합산한다(KONIS 월별 기록지 참조). 

  나) 카테터 사용일수 
      각 병원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중심정맥관을 가지

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수를 기록하여 합산한다. 한 환자에서 중심정맥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종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카운트 한다.(KONIS 월별 기록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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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정맥관 삽입 수행도
매월 부서별 세부 항목(ex, 손위생, 모자착용 등)의 전체 관찰수를 분모로 하고 이 중 실제로 수행한 건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계산한다.

2. 중심정맥관 유지상태 수행도
매월 부서별 세부 항목(ex, 드레싱 밀폐, 드레싱 건조 등)의 전체 관찰수를 분모로 하고 이 중 실제로 수행한 

건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계산한다.

3. 의료진의 중심정맥관 지침 수행도 
매월 부서별 세부 항목(ex, Hub 사용 전 소독 여부, 드레싱 제거할 때 청결장갑 착용 여부 등)의 전체 

관찰수를 분모로 하고 이 중 실제로 수행한 건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계산한다. 

II-10. 감시 결과 산출방법

수행률(%)
관찰 세부항목 수행 건수

× 100
관찰 세부항목 관찰 건수

수행률(%)
관찰 세부항목 수행 건수

× 100
관찰 세부항목 관찰 건수

수행률(%)
관찰 세부항목 수행 건수 

× 100
관찰 세부항목 관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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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ine associated BSI 감염률 
1000 기구 명-일 당 발생 건수로 계산한다.

  

5. 기구사용비 

    
       

× 
     

Central line utilization ratio 

  central line-days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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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BSI Prevention (KONIS CLABSI Compliance Monitoring Module) 웹 사

이트 결과 자료 입력 방법

1) 로그인 

http://ecrf.kr/clabsip/login.asp에 사용자 가입 후 로그인하며 KONIS의 승인 완료 후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림 35. 로그인 화면

II-11. KONIS CLABSI Prevention 프로그램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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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화면 

  가)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Home 화면으로 이동한다. Home 화면은 각 참여기관의 등록 및 입력현
황, Q&A Board, 새소식 안내, 공지사항으로 구성된다.  

  나) 다른 메뉴에서 Home 화면으로 이동할 때 상단 메뉴의 HOME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림 36. HOME 화면 

3) HOME 웹 상단 메뉴 

구분 설 명

PREV   - 클릭하면 전 단계로  이동

MANUAL   - CLABSI Prevention User Guide 사용자 설명서 

ADMIN   - 사용자 정보 :사용자ID(수정불가), 패스 워드수정 후 SAVE클릭 

LOGOUT   - 웹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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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상단 메뉴 

구 분 설 명

HOME   - 웹 첫 페이지로 이동 

NewCase   - 사례 등록페이지로 이동 

SubjectList   - 입력된 관찰 자료 페이지로 이동 

Query/Board   - 의견 게시판 등의 페이지로 이동  

5) 웹구성 용어 및 사용

구 분 설 명

최종

  - 입력 최종 자료

LIST   - 입력된 자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 

Save   - 입력 자료 저장                

Delete   - 입력된 자료 삭제              

Modify   - 입력된 자료 확인                    

임시/최종

  - 입력상태 

  - 임시: 부분입력, 최종: 모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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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입력 화면

그림 37. 자료 입력 화면 

그림 38. 입력화면 선택

  가) A. 삽입수행도 관찰, B. 카테터 유지상태, C. 의료진 지침 수행도, D. 감염률 중 선택 후    

   을 클릭합니다. 

  나) 버튼 클릭 시, 다시 Hom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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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입력

  가) 삽입수행도 관찰 입력

그림 39. 삽입수행도 관찰 입력

   (1) 기초정보 : 관찰자, 삽입일시, 삽입장소, 삽입위치, 중심정맥관 삽입 수행도 각각 항목을 입력하고 

를 클릭하여 저장 한다.

   (2) 삽입 수행도 관찰 항목 중 미입력된 자료가 있어도 저장 가능하므로 최종 클릭 전에 반드시 입력 
한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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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 카테터 유지상태 입력화면

그림 40. 카테터 유지상태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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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 의료진 지침 수행도 입력화면

  라) D. 감염률 입력화면

그림 41. 감염률 입력화면

    (1) 해당되는 연월일에 환자일수, catheter 사용일수, CLABSI 발생 건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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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 조회화면

그림 42. 상단화면-subject list 

그림 43. 자료입력 후 조회화면

  가) 입력한 환자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 메뉴 Subject List를 클릭한다.

  나) 검색이 필요한 경우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를 클릭하여 조회한다. 

  다) 입력된 세부자료를 보고자 할 경우는 관찰자란의 데이터와  비고란의   클릭하면 이전에 
입력된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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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엑셀 업로드

  가) Subject List 화면에서 클릭하면 업로드용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나) 엑셀로 입력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림 44. Excel 업로드 

10) 자료 잠금

그림 45. 최종 및 잠금선택

  가)  을 클릭하면 로 변경되고 자료변경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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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조회 화면

그림 46. 결과조회 화면 

1) ① [그래프]

  각 참여 기관의 입력 사항을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곳이다. 

그림 47. Home-시술현황 그래프

  

II-12. 자료 분석방법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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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통계]

 

그림 48. 통계 조회 화면 

  가)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분석통계 자료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삽입수행도 관찰
중환자실 

구분
수행도 항목 조회월 해당 참여기관 전체참여기관

손위생 준수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모자착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마스크 착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멸균가운 착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99II.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부문

KONIS Manual 2019

     (2) 카테터 유지 상태 수행률

멸균장갑 착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멸균대방포 사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Chlorhexidine 

피부소독제 사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소독제 완전 건조 후 

시술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시술 중 무균영역을 

유지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중환자실 

구분
수행도 항목 조회월 해당 참여기관

전체

참여기관

드레싱 밀폐

관찰건수

밀폐유지건수

수행률(%)

드레싱 건조

관찰건수

건조유지건수

수행률(%)

연결부위 밀폐

관찰건수

밀폐유지건수

수행률(%)

연결부위 오염

관찰건수

오염건수

수행률(%)



100 II.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부문

KONIS Manual 2019

     (3) 의료진 지침 수행도

     (4) 기구 관련 연간 감염률

중환자실 

구분
수행도 항목 조회월 해당 참여기관

전체

참여기관

조작 전 손위생 수행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조작 후 손위생 수행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Hub 사용 전 소독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청결장갑 착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멸균장갑 착용

관찰건수

수행건수

수행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 종합

C-line 사용일수

기구사용비

C-line associated BSI 건수

C-line associated BSI 감염률

환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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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Excel]

  가) ③번의 버튼을 클릭하면 HOME 화면에서 보여지는 study status 화면이 다음과 같이 엑셀로 다운 
받아진다.

그림 49. 연구진행 현황 엑셀파일 

4) ④ [Status]

  가) ④번을 누르면 지금까지의 입력 사항을 년도별/검색일자별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50. Home-status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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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eport 

그림 51. Report 조회 화면 

그림 52. 입력 상세조회 화면 

 1) HOME 화면에서 Report 조회화면을 클릭하면 각 수행도에 따른 입력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결과를 Excel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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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엑셀 업로드 양식

1) 삽입수행도 관찰 

II-13. 각종 양식

삽입수행도 관찰 일괄등록

엑셀 항목 KONIS WRAP 자동생성
필요 기관만 

입력
정의

번호 자동생성
·자동생성

·미작성 

관찰자 관찰자 

·삽입수행도 관찰자 코드

·1=시술자

·2=담당간호사

·3=병동책임간호사

·4=감염관리간호사

·9=기타

삽입일자[년월일] 삽입일시
·YYYY-MM-DD

·“-” 입력해야 등록 가능

삽입[시] 시 
·24시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00∼23로 표기 

삽입[분] 분
·60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00∼59 중 표기 

삽입장소 삽입장소

·1=MICU

·2=MCIUC

·3=SICU

·4=NSICU

·5=SCIICU



104 II.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부문

KONIS Manual 2019

삽입위치 삽입위치

·1=Subclavian

·2=Internal jugular

·3=Femoral

·4=Cubital fossa

·9=기타

손위생 준수
시술자가 카테터 삽입 전 

손위생을 준수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모자착용
시술자가 모자를 착용하

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마스크 착용
시술자가 마스크를 착용

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멸균가운 착용
시술자가 멸균가운를  

착용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멸균장갑 착용
시술자가 멸균장갑을 착

용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대공포 사용
환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

는 대공포를 적용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피부소독제 사용 

삽입 부위 피부 소독에 

알코올 희석된 

2% Chlorhexidine 

gluconate를 사용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피부소독제 건조
피부소독제가 충분히 마

른 후 삽입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무균술 준수
시술 중 무균영역을 유

지하였다. 

·1= 예

·2= 아니오

·3= 관찰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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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테터 유지상태 관찰 

카테터 유지상태 관찰 일괄등록

엑셀 항목 KONIS WRAP 자동생성
필요 기관만 

입력
정의

번호 자동생성
·자동생성

·미작성 

관찰자 관찰자 

·유지필요성 평가 관찰자 코드

·1=담당의사

·2=담당간호사

·3=병동책임간호사

·4=감염관리간호사

·9=기타

관찰일자[년월일] 관찰일시
·YYYY-MM-DD

·가운데 “-” 입려해야 등록 가능

관찰[시] 시 
·24시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00∼23로 표기 

관찰[분] 분
·60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00∼59 중 표기 

관찰부서 관찰장소

·1=MICU

·2=MCIUC

·3=SICU

·4=NSICU

·5=SCIICU

카테터 종류 카테터 종류
·1=non-tunneled

·2=tunneled

카테터 삽입위치 관찰한 카테터 삽입 위치

·1=Subclavian

·2=Internal jugular

·3=Femoral

·4=Cubital fossa

·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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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 밀폐 드레싱 밀폐여부

·1= 예(밀폐되어 있음)

·2= 아니오

·3= 관찰불가

드레싱 건조 드레싱 건조 여부

·1= 예(건조되어 있음)

·2= 아니오

·3= 관찰불가  

연결부위 밀폐 연결부위 밀폐여부

·1= 예(밀폐되어 있음)

·2= 아니오

·3= 관찰불가  

연경부위 오염 연결부위 오염 여부

·1= 예(오염됨)

·2= 아니오

·3= 관찰불가 

카테터 삽입 상태 관찰 가능 여부
·1= 관찰불가

·2= 관찰가능 

카테터 삽입 상태 관찰한 경우
2=관찰가능한 

경우만 입력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중심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TPN이 있다.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CVP 측정이 필요한 

환자이다.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반드시 중심정맥으로 투

여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말초혈관 사용이 불가능

하다.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투석하는 환자이다.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유지필요 없음
·1= 예

·2= 아니오

카테터 유지 필요성 평가 기타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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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진 지침 수행도 

의료진 지침 수행도 일괄등록

엑셀 항목 KONIS WRAP 자동생성
필요 기관만 

입력
정의

번호 자동생성
·자동생성

·미작성 

관찰자 관찰자 

·의료진 지침 수행도 관찰자 코드

·1=담당의사

·2=담당간호사

·3=병동책임간호사

·4=감염관리간호사

·9=기타

관찰일자[년월일] 관찰일시
·YYYY-MM-DD

·가운데 “-” 입려해야 등록 가능

관찰[시] 시 

·24시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

기 

·00∼23로 표기 

관찰[분] 분
·60분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표기 

·00∼59 중 표기 

관찰부서 관찰장소

·1=MICU

·2=MCIUC

·3=SICU

·4=NSICU

·5=SCIICU

관찰대상 의료인 직중 관찰대상 의료인 직종
·1=이사

·2=간호사

손위생 수행
카테터 조작 전 

손위생을 수행하였다.

·1= 예(밀폐되어 있음)

·2= 아니오

·3= 관찰불가

손위생 수행
카테터 조작 후 

손위생을 수행하였다.

·1= 예(건조되어 있음)

·2= 아니오

·3= 관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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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률

기구소독
Hub 사용 전 소독을 

하였다.

·1= 예(밀폐되어 있음)

·2= 아니오

·3= 관찰불가  

삽입부위 드레싱 과정 
드레싱을 제거할 때 

청결장갑을 착용하였다.

·1= 예(오염됨)

·2= 아니오

·3= 관찰불가 

삽입부위 드레싱 과정 
삽입부위 소독할 때 

멸균장갑을 착용하였다.

·1= 관찰불가

·2= 관찰가능 

감염률 일괄등록

엑셀 항목 KONIS WRAP 자동생성
필요 기관만 

입력
정의

번호 자동생성
·자동생성

·미작성 

관찰부서 관찰장소

·1=MICU

·2=MCIUC

·3=SICU

·4=NSICU

·5=SCIICU

CLABSI 감염률[년] ·YYYY

CLABSI 감염률[월] ·MM 

환자일수 환자일수
·숫자로 표기

·최대 8자리까지 입력

카테터 사용일수 카테터 사용일수
·숫자로 표기

·최대 8자리까지 입력

CLABSI 발생 건수 CLABSI 발생 건수
·숫자로 표기

·최대 8자리까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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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2019 KONIS 참여기관 특성 조사 설문지

* 이 설문지는 KONIS 참여기관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 감염예방활동 

평가자료의 분석에 있어 매개 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니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 자료는 동의 없이 

절대로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작성 날짜: 2019년     월     일.

I. 참여기관 기초자료
  1. 병원의 정식 명칭

      (한글): 

  2. 병원의 주소

      (한글): 

  3. 병원 감염관리실의 정식 명칭

      (한글): 

      일반전화(지역번호 포함): (     ) -           Fax:

  4. KONIS 참여 연구자 인적사항

    ① 주 참여 의사

        이름: (한글) -

        소속 진료과: (한글) -

        일반전화: 휴대폰:

        e-mail: 

    ② 주 참여 감염관리담당자

        이름: (한글) -  

        소속: (한글) -

        일반전화: 휴대폰: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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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여기관의 특성
  1. 귀 병원의 공식적인 허가 병상 수는 얼마입니까? 

     (                  )병상

  2. 귀 병원의 형태는?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하십시오.

     ① (       )국공립병원 (       )사립병원

     ②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3. 감염관리실 인적 구성

     (1) 감염관리 간호사 인적 구성 및 근무 형태

전담자
정규직 명

계약직 명

겸임자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총 명

     *판정기준

      ① 전담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의 근무시간에 감염관리 업무에만 종사

      ② 겸임자: 감염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2) 감염관리 의사의 구성

감염내과전문의 명

임상미생물전공 진단검사의학전문의 명

소아청소년 감염분과전문의 명

타과 전문의(소속과 기재)
명

(소속과:                   )

     (3) 기타 (ex. 의료기사, 약사, 기타 등)직의 인적 구성 및 근무형태 

직종
근무형태

(전담or겸임)

고용형태

(정규직 or 계약직)
명수

의료기사   명

약사 명

기타(        )

자유롭게 기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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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생물검사실 검사
  * 귀 병원에 미생물검사실이 있습니까? 

    □ 예    ☞ 1)로 가시오.   □ 아니오    ☞ IV. 중환자실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가시오

  1) 미생물검사실에서 혈액배양의 질 관리를 위해 다음 중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① 혈액배양 검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 예     □ 아니오

      ② 검체량이 일정량 이하이면 검체를 반려한다.     □ 예     □ 아니오

      ③ 혈액배양 실명제를 시행한다.     □ 예     □ 아니오

      ④ 혈액배양 오염도를 모니터링 한다.     □ 예     □ 아니오

      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배지 판독에 참여한다.     □ 예     □ 아니오

  2) 혈액배양을 시행할 때, 균 배양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  ☞  2-1)번 질문으로 □ 아니오  ☞ 3)번 질문으로

    2-1) 혈액배양에서 균이 자란 시각 (자동화기계에서 균이 자란다는 알람이 울린 시각)을 병동에 보고하여, 

담당 의료진이 미생물검사실에 별도의 문의 없이 혈액배양 검체에서 균이 자랄 때까지 걸린 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중심정맥관 말단(tip) 배양검사를 시행합니까?

□ 예  ☞  3-1)번 질문으로 □ 아니오 ☞  IV. 질문로

    3-1) 중심정맥관 말단(tip)의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Qualitative culture       ☞ IV. 중환자실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가시오

□ semi quantitative culture (roll plate method) -☞ 4-2)번 질문으로

□ Quantitative culture     ☞ IV. 중환자실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가시오

    3-2) 중심정맥관 말단 (tip)의 Semi quantitative culture(roll plate method)의 보고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

니까?

□ Few/many등 정량적으로 보고한다.

□ Colony count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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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환자실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 

  1) 귀 병원에는 몇 개의 중환자실이 있습니까?  (      ) 개

  2) 전체 중환자실의 정식 명칭을 열거하고, 각 중환자실의 주요 환자 구성은 어느 진료과에 속합니까? 

     예) 외과계중환자실(신경외과)

     중환자실 1 : 

     중환자실 2 : 

     중환자실 3 : 

     중환자실 4 :

     (중환자실 개수에 맞게 서술해 주십시오)

  3) 귀 병원에서 KONIS에 참여하게 될 각 중환자실의 병원 내 정식 명칭을 써 주십시오.

     (KONIS 타입에 맞추어 작성해주세요)

     참여의 우선 순위는 내과계, (일반)외과계...의 순입니다. 

     중환자실 1 : 

     중환자실 2 :

  4) KONIS 참여 중환자실 인력 구성

    - 참여 예정인 중환자실의 운용 중인 병상 수와 간호사(RN에 한정함) 수를 기입해주십시오.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수 전담전문의 수

중환자실 1 병상 명 명

중환자실 2 병상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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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CCU(coronary care unit)의 보유 형태

(다음의 ①, ② 중 선택; ②의 경우 소속된 중환자실을 표시합니다)

□ ① CCU가 KONIS 참여 중환자실 1. 또는 2.와는 다른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다.

□ ② CCU가 [    ]중환자실 1 또는 [    ]중환자실 2와 같은 공간에 있다

(아래 세부 사항 선택)

   □ CCU 전용병상이 있고, 이 병상에는 다른 환자가 입원하지는 않는다.[병상수:     ]

   □ CCU 전용병상이 있으나, 이 병상에 다른 환자가 입원하기도 한다.[병상수:     ]

   □ CCU 전용병상 없이, 다른 과와 공유하여 병상을 운용한다.[병상수:     ]

                                               

* 용어의 정의: 다음은 중환자실 분류에 사용할 기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①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의 정의: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위중한 환자의 집중적인 

관찰과 진단적, 치료적 시술이 시행되는 간호단위.

   ② 내과계 중환자실(medical ICU, MICU): 내과(신경과 포함) 환자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③ 외과계 중환자실(surgical ICU, SICU): (일반)외과 환자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④ 신경외과계 중환자실(neurosurgical ICU, NSICU): 신경외과 환자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⑤ 통합 중환자실(combined ICU): 내과계와 외과계 환자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단독으로는 80%를 넘지 못하

는 경우. 외과환자의 경우 일반외과와 신경외과의 주 구성에 따라 GS- & NS-oriented로 구분한다.

* 참여기관 선정: KONIS 운영위원회 보고사항(06.3.9)-참여기관 선정의 원칙과 연구대상

   ① 대표적인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 2개, 성인(≥15세)

   ② 통합된 1개의 중환자실만 있는 경우도 가능

   ③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 2개의 병상 수가 대략 30~40개를 넘는 경우에는 1개의 중환자실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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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심정맥관 및 관련물품
  1) 귀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멸균대공포의 크기를 기입해 주십시오.

     ex) 가로 (    )cm X 세로 (    )cm (    )

     * 한 환자에게 여러 장의 공포를 이용하여 대공포를 대체할 경우, 전체 크기를 작성합니다.

  2) 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피부소독제는 무엇인가요?

□ 0.5% 클로르헥시딘 수용액 

□ 2.0% 클로르헥시딘 수용액 

□ 0.5% 클로르헥시딘 알코올 용액

□ 2.0% 클로르헥시딘 알코올 용액

□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83% 에탄올

□ 포비돈 용액

□ 알코올 함유 포비돈 용액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3) 귀 병원에서 항생물질이 코팅된 중심정맥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예 ☞ 3-1)번 질문으로           □ 아니오 ☞ 4)번 질문으로

     3-1) 언제 사용합니까?

□ 모든 중심정맥 삽관 대상 환자

□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소 활동을 진행함에도 감염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 사용

□ 기타(                     )

     3-2) 중환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테터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Chlorhexidine/silver sulfadizadine coating catheter

□ Minocycline/rifampicin coating catheter

□ Silver/platinum coating catheter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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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 병원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초음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할 수 없다.

  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의 의료장비 중, 현재 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① All-in-one cart for catheter insertion     □ 예     □ 아니오

      ② Chlorhexidine-impregnated sponge for catheter dressing     □ 예     □ 아니오

      ③ Chlorhexidine bathing towel     □ 예     □ 아니오

      ④ Sutureless catheter securement device     □ 예     □ 아니오

      ⑤ Needleless device     □ 예     □ 아니오

      ⑥ Antiseptics-impregnated mechanical connector valve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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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활동

  1) 귀 병원은 직원들이 쉽게 사용 가능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지침 또는 규정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귀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전체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 2-1)번 질문으로

□ 일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 2-1)번 질문으로

□ 사용하고 있지 않다. ☞ 3)번 질문으로

     2-1) 현재 사용 중인 중심정맥관 삽입 체크리스트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 시술자 본인이 기록하는 자가 체크리스트

□ 제 3자가 관찰하여 기록하는 체크리스트

□ 자가 체크리스트 + 제 3자가 기록하는 체크리스트

     2-2) 중심정맥관 삽입 체크리스트로 측정된 순응도 자료는 의료진에게 어떻게 환류(피드백) 하십니까?

□ 지침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즉시 환류한다.

□ 일정 기간 단위로 순응도를 평가하여 환류한다.

□ 환류하지 않는다.

  3) 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중심정맥관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3-1) 불필요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도록 하는 활동

□ 전체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3-2)번 질문으로

□ 일부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3-2)번 질문으로

□ 시행하고 있지 않다. ☞ 3-3)번 질문으로

     3-2) 불필요한 카테터의 제거를 권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 해 주십시오.

□ 중심정맥관 전담 관리팀이 라운딩을 하면서 부적절한 카테터는 제거하도록 권고한다.

□ 의료진이 카테터 유지의 필요성을 매일 평가하여 기록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 전산프로그램의 팝업창 등을 통해 카테터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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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삽입부위의 주기적 관찰

□ 전체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일부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시행하고 있지 않다

     3-4) 삽입부위 드레싱의 주기적 교체

□ 전체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일부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시행하고 있지 않다

     3-5) 삽입부위 소독 시 2% chlorhexidine/alcohol 제제 사용

□ 전체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일부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시행하고 있지 않다

     3-6) 각 주입구의 소독(decontamination)

□ 전체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일부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시행하고 있지 않다

     3-7) 중심정맥관 접촉/조작 전 손위생

□ 전체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일부 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 시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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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중심정맥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전체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 4-1)번 질문으로

□ 일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 4-1)번 질문으로

□ 사용하고 있지 않다. ☞ 5)번 질문으로

     4-1) 현재 사용중인 중심정맥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는 누가 작성합니까?

□ 감염관리실 직원

□ 담당의료진

□ 감염관리실 직원 + 담당의료진

     4-2) 중심정맥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로 측정된 순응도 자료는 의료진에게 어떻게 환류(피드백) 하시나요?

□ 지침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즉시 환류한다.

□ 일정 기간 단위로 순응도를 평가하여 환류한다.

□ 환류하지 않는다.

  5) 중환자실 직원을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입사시와 주기적으로 교육            □ 매년 교육     

□ 재직 중 적어도 한번                 □ 전혀 시행하지 않음

  6) 중환자실 직원을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강의   □ 인쇄된 교육자료 배포

□ 동영상 강의자료 시청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7) 귀 병원에서 지난 1년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해 수행한 홍보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캠페인                              □ 포스터 게시

□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리플릿 배포

□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현황에 대한 알림판 부착

□ 스크린 세이버를 통한 홍보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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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귀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진만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1)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 삽입술을 시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이 있다

□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삽입술을 실습 과정이 있다

□ 특정 시험에 통과한 의료진만 삽입술을 시술할 수 있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9) 중심정맥관 드레싱은 누가 시행합니까(복수응답)?

□ 의사  

□ 간호사

□ 중심정맥관 관리(드레싱) 전담 인력

  10)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결과지표를 공유합니까?

     10-1)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결과를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공유한다.      

□ 예 □ 아니오

     10-2)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원장)에게 보고한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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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용어 정리<출처: KONIS 2018 ICU manual>

[부록]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시

감염발생일(Date of Event, DOE)

감염발생일은 감염 진단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 최초의 요소가 7일간의 진단기준 충족기간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날이다.

7일간의 진단기준 충족기간(7-day Infection Window Period)

진단기준 충족기간은 7일간이며 감염 진단의 요소 중 가장 먼저 양성으로 확인된 검사를 시행한 날

(예, 검체 채취일, 방사선 검사 시행일 등)을 기준으로 전후 3일간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부위별 감염 

진단기준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정의하기 위해 다음의 진단 검사를 고려한다.

  1) 검체검사(laboratory specimen collection)

  2) 영상검사(imaging test)

  3) 시술 또는 검진(procedure or exam)

  4) 의사의 진단(physician diagnosis)

  5) 치료의 시작(initiation of treatment)

진단검사가 진단기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부위별 감염의 경우, 진단기준 요소로 사용되는 국소증상 

또는 증후(예, 설사, 국소 통증, 농 배출)에 대한 최초 기록을 진단기준 충족기간 정의에 사용한다.

진단기준 충족기간

3일 전

최초 진단검사 양성

또는 

진단검사가 없는 국소 증상 및 증상에 대한 최조 기록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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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염(Present on Admission, POA)과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

감염발생일이 입원당일 (calendar day 1)과 입원 전 2일, 입원 다음날에 해당한다면 기감염 (Present on 

Admission, POA)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NHSN에서는 감시 및 동일감염 불가기간 설정을 위해 감염발생일

이 입원 전 2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염발생일은 재원 1일 (hospital day 1)째로 본다. 감염발생일이 

입원3일째 또는 3일 이후에 해당한다면 의료관련감염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으로 간주

한다.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기증을 위해서 치료를 유지하는 환자에서는 뇌사 판정일 당일이나 그 이후로 배양

검체가 채취되었다면, 해당 건은 의료관련감염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기구 (device) 

및 재원 명-일 (patient day)를 계산하는데 포함된다. 만약, 뇌사판정을 받았으나 장기기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의료관련감염 보고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원일 감염발생일(DOE) 분류 

입원 2일 전 재원 1일

기감염(POA) 
입원 1일전 재원 1일

1 재원 1일

2 재원 2일

3 재원 3일

의료관련감염(HAI)4 재원 4일

5 재원 5일

동일감염 불가기간(Repeat Infection Timeframe, RIT)

동일감염 불가기간(이하, RIT)은 동일한 종류의 감염을 새로운 감염으로 보고하지 않는 14일의 기간이다.

RIT는 기감염과 의료관련감염 둘 다에 적용한다. 감염발생일이 14일간의 RIT 기간의 첫 번째 날에 해당한

다. 14일간의 RIT 동안에 같은 종류의 감염의 진단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새로운 감염으로 보고하지 않는

다.

RIT 내에 다른 병원체에 의해 같은 종류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 기존 감염에 추가로 발견된 병원체만 추가한

다. BSI, UTI, PNEU의 경우에는 감염 대분류 수준에서 RIT를 적용하고, 그 외는 세부 분류 수준에서 

RIT를 적용한다. RIT의 설정은 Transfer rule에 따라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을 포함하여 한 번의 입원기간

에만 적용한다. 동일한 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경우라도 전 입원의 RIT가 다음 입원 시까지 이어지지 않는

다. 또한 RIT 동안에는 기구 관련성 여부를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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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류감염 진단의 결정 과정

의미 있는 균혈증이 발생하였는가?


다른부위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가?


중심정맥관 사용과 관련이 있는가? 

이차 혈류감염 진단가능기간(Secondary BSI Attribution Period)

이차 혈류감염 진단가능기간은 혈액배양 양성 결과를 원발부위 감염의 이차 혈류감염으로 간주하기 위해 해당 

혈액 검체가 채취되어야 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진단기준 충족기간(infection window period)과 동일감염 

불가기간(repeat infection time frame)을 포함하며, 감염 발생일에 따라 14~17일이다.

이차 혈류감염 진단을 위해서는 

  1) 특정 부위별 감염(요로감염, 폐렴 등)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이차 혈류감염 진단가능기간(infection window period + repeat infection timeframe) 내에 채취한 

혈액에서 동정된 미생물이 특정 부위별 감염의 감염부위 검체에서 동정된 미생물과 최소 1가지 이상 

일치하고, 감염부위 검체에서 미생물을 확인하는 것이 해당 부위별 감염의 진단을 충족하는 요소인 경우

   (2) 진단기준 충족기간(infection window period) 내에 채취한 혈액검체에서 동정된 미생물이 특정 부위별 

감염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요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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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기준<출처: KONIS 2018 ICU manual>

중심정맥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1) 정의: BSI가 발생한 환자 중 2일을 초과하여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고 감염  발생일 또는 그 전날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삽입일을 1일로 계산함).

2) 설명

 (1) BSI가 발생한 환자가 2일을 초과하여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고 감염발생일 또는 그 전날 중심정맥

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central line(s) 항목에 "Yes"라고 표기한다.

포트가 삽입된 상태로 입원 또는 전실한 환자에서 그 포트만이 유일한 중심정맥관인 경우, 포트에 

주사침을 삽입한 날을 Day 1로 한다. 포트를 제거하거나 또는 퇴실하는 날 까지 BSI: central lines에 

적용대상이 된다. 단순히 포트에서 주사침을 제거하여도, 환자는 BSI: central lines 감시에서 제외되

는 것이 아니며, 중심정맥관 기구일수에 포함된다.

 (2) 2일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감염발생일 또는 그 전날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No"로 표기한다.

 (3) 중심정맥관과 말초정맥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BSI가 발생하였을 때에 말초정맥관에 의한 

것이 명백할 경우(말초정맥관 삽입부위에 고름이 있고 혈액 및 고름부위 배양검사에서 동일 균주가 

증명된 경우)에는 central line(s)에 "No"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중심정맥관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종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센다.

 (5)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Femoral arterial catheters, Intra-aortic 

balloon pump (IABP) devices,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HeRO) dialysis catheters, 

Impella heart devices 등은 central lines에서 제외한다.

검사로 확인된 혈류감염(BSI-LCBI): 다음의 진단 기준 1, 2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진단 기준 1]

① 임상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배양(culture) 또는 비배양검사(non-culture based testing)를 시행한 

결과, 1개 또는 그 이상의 혈액검체에서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가 분리되고, 혈액 검체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경우

   비배양검사(non-culture based testing)의 예: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 of flight (MALDI-TOF) mass spectrometry (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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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준 2]

① 발열(>38℃)이나 오한(chills) 또는 저혈압(hypotension) 중 적어도 1개의 증상이 있고, 독립적으로 

채혈한 두 개 이상의 혈액검체에서 피부상재균(Corynebacterium spp.[not C. diphtheriae], Bacillus 

spp.[not B. anthracis], Propionibacterium spp.,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including 

S. epidermidis], viridans group streptococci [Streptococcus mitior, S. mitis, S. mutans, S. 

salivarius], Aerococcus spp., Micrococcus spp.)이 분리되고, 혈액검체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

의 감염과 관계 없는 경우

[주의사항]

① 검사실적으로 확인된 혈류감염(LCBI) 진단기준에서 중심정맥관 말단부의 배양은 혈액배양을 대신할 

수 없다.

② 중심정맥관 말단부의 반정량적 배양으로 확인된 화농성 정맥염의 경우, 혈액배양을 하지 않았거나 음성

이라면 심혈관계감염-동정맥감염(VASC; 부록 참조)으로 분류되므로 혈류감염에서 제외한다.

③ 가성 균혈증(pseudobacteremia)은 의료관련감염이 아니다.

[진단기준의 해석]

① 기준 1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혈액배양: 한 번의 혈액 채혈 중에서 적어도 한 병(bottle)에서 미생물이 

자라는 것으로 미생물 검사실에서 보고되는 경우

② 기준 1에서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recognized pathogen) : S. aureus, Enterococcus spp, 

E. coli, Pseudomonas spp, Klebsiella spp, Candida spp. 등 피부상재균이 아닌 균

   - Campylobacter spp., C. difficile, Enteropathogenic E. coli, Salmonella sp., Shigella spp., 

Listeria spp., Yersina spp. 이차패혈증의 원인균은 될 수 있지만 BSI-LCBI의 단독 원인균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 Blastomyces, Histoplasma, Coccidioides, Paracoccidioides, Cryptococcus and 

Pneumocystis.은 전형 적인 지역사회 관련 감염의 원인균이며 의료관련 감염의 원인균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제외한다.

③ 기준 2에서“독립적으로 채혈한 혈액검체”는 같은 날 또는 연이은 날에 최소한 두 개의 독립적으로 

채혈한 혈액검체이면서, 채혈한 경우마다 피부 소독이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예) 다른 부위의 말초정맥 채혈, 말초정맥 채혈과 중심정맥관 채혈의 조합, 같은 중심정맥관의 다른 

lumen을 통한 채혈 등 채혈 부위가 다르거나 같은 부위에서 다른 시각에 채취하면 각각 따로 소독이 

되어야 하므로 따로 채혈한 것으로 간주]

④ 중심정맥관을 통한 혈액검사 시 말초정맥을 통한 혈액검사보다 오염률이 높을지라도 검체가 채취된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양성검사결과는 포함한다.

⑤ 혈액검체 중 하나에서 미생물이 종(species) 수준까지 확인되었고, 짝지은 한검체에서는 속(genus) 

수준까지만 확인되었다면, 두 균주는 동일한 균주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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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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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별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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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KONIS 운영규정

                                                                  제정: 2013.07.09.

개정: 2016.12.0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감시체계 (surveillance system)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산하 감시체계로서 “전국의
료관련감염감시체계”라 칭한다. 본 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이하 ‘KONIS’)이라 한다. 

제2조. (목적) KONIS는 자발적으로 전국의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의료관련감염감시를 수행하고, 감시 자료를 정기적으로 등록하여 전체 의료관련감염
률을 조사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KONIS 자료를 분석하여 각 참여병원이 병원별 특성에 따른 의료
관련감염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며, 전체 참여병원에서 공동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는 함께 의료관련감염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KONIS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KONIS Manual 발간
2. KONIS WRAP(Web-based Report and Analysis Program)의 운용
3. 분기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고
4. 연구자 교육 및 상담
5. 자료 정확성 평가
6. 기타 의료관련감염 관련 연구 사업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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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참여 병원

제4조. (참여 병원의 자격) KONIS 참여병원은 KONIS Manual에 정의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관련감염감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참여병원이 입력한 자료의 정확성을 KONIS 운영위
원회에서 확인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조직) 감시체계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과 회의를 둔다. 

1. 총책임자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운영위원회
4. 참여병원회의

제6조. (총책임자) KONIS의 총책임자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이 맡는다. 총책임자는 KONIS를 
대표하여 감시체계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장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구이사이다. 

4. 운영위원은 KONIS 각 부문 책임자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 책임자에는 중환자실 부문 
책임자와 수술부위감염 부문 책임자 등이 있고, 전문위원은 감염관리, 임상미생물, 성인감염, 소아
감염, 역학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선임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KONIS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은 한번에 1/3 이상 교체할 수 없다. 

7.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8.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임원회의에서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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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10.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KONIS 참여병원의 자격 심사
    2) KONIS 운영 규정 개정안의 심사
    3) KONIS Manual 및 KONIS WRAP 개정안의 심사
    4) KONIS 결산 및 예산 심사
    5) KONIS 자료 활용 학술연구의 심사
    6) 기타 KONIS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참여병원회의)

1. 참여병원회의는 각 참여병원의 KONIS 책임자로 구성되며, 사업보고, 사업계획 등 KONI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참여병원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총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9조. (재정) KONIS의 재정은 연구비, 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연도) KONIS의 회계연도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직
전까지로 한다. 

제11조. (관리) KONIS 재정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칙과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5장. 자료 활용 및 보고

제12조. (결과 보고)

1. KONIS 자료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 연간보고서 발행
2) KONIS WRAP에 분기별 자료 분석 결과 보고
3) 년 1회 KONIS 참여자 심포지움 개최
4) 학술지에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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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 활용)

1. KONIS의 각종 자료는 KONIS 정기 보고, 학술지 발표, 학술모임 발표, 연간보고서 등의 학술적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 

2. 학술 연구를 위한 KONIS 자료의 제공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학술연구 자료활용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3. KONIS 자료 활용 시에 어떤 병원의 자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되지 않으며, 

참여 병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7월 9일 임원회의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된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9일 임원회의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132 KONIS 운영규정

KONIS Manual 2019

제정: 2013.07.09.

개정: 2016.12.09.

제1조.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이하 KONIS)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 요약
서 (양식 1)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 KONIS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참여병원의 KONIS 참여 연구자 혹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연구계획에 대해서 연구팀이 구성되며, 연구팀의 구성은 1.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운영위원 혹은 연구자 2. 집필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운영위원 3. 통계 분석을 담당할 연구자 
등의 5인 내외로 구성된다. 

제4조. 연구팀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원고를 작성
하고 최종 원고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투고한다. 

제5조. 다음은 authorship 에 대한 기준이다. 

1. 제1저자는 원고의 작성, 편집, 투고 등을 수행한다. 연구계획을 작성한 운영위원이나 연구자 혹은 
그가 지명한 연구자에게 1차 권한이 있다. 제1저자로 지명된 위원이 원고의 작성을 완결하지 못한 
경우 연구팀 내의 위원이 책임과 권한을 인계받을 수 있다. 

2. 교신저자는 연구팀 중에 연구계획의 작성 및 원고의 작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연구자이다. 일반적
으로 연구계획을 처음 작성한 기관의 운영위원이나 연구자이다. 

3. 참여저자: 연구팀원들이 기여도 순서에 따라 참여저자가 된다. 

4. 저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한다.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학술연구 자료 활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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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일반 사항은 일반 관례와 운영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3년 7월 9일 임원회의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된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9일 임원회의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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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연구계획요약서

연구 제목: 

연구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배경

목적

방법

통계 분석

결과물 (발표예정 학술
지, 학술대회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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