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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Counterplans of Nosocomial Infection
Sung Dae Kim, Dong Wan Sohn, Sae Woong Kim, Yong-Hyun Cho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Although of advances in medical environment we are faced with new pathogen in hospital according to
increas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invasive procedure, population of old men, abuse of immune suppressants. Nosocomial infections are more common phenomena than other infection in clinical practice. Therefore, we should know about the exact definition, diagnostic principles, need of control of nosocomial
infection. Especially, We need to understand about it in Korea. So the 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KOSNIC) organized the Korean Nosocomial Infectious Surveillance System (KONIS) to
establish a nationwide database of nosocomial infection rate on the intensive care units of hospitals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finition, background, principles of diagnosis, the current status and
counterplans of nosocomial infection in Korea. We have full assurance that it should provide a theoretical
strategy to enforce the infection control. (Korean J UTII 200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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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 인한 내성균의 증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성인병

론

및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 항암제 및 면역 억제제 사용
현대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각종

으로 인한 면역부전 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병원성 감

소독제가 사용되며, 장갑과 가운 등 보호 장구의 착용

염의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1,2 이러한 병원성 감염

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의 노령화 현상

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 일

에 따라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노령 인구의 증가, 각종

수의 증가, 의료비의 상승, 항균제 내성 균주의 전파 등

침습적인 의료 처치의 사용 확대 및 항균제 남용과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병원감염의 관리는
현재 의료영역에서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전에서 활발한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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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병원감염의 국내외 현황과
그 대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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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러나지 않았던 경우

론

(2) 출생시 산도를 통하여 신생아가 감염된 경우

1. 병원감염의 정의
4) 병원감염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
병원감염은 “병원 환경에서 얻은 감염”이란 의미의

(1) 병원균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감염

“hospital acquired infection” 또는 그리스어원의 병원

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에서 입

을 의미하는 “nosocomial”에서 유래한 “nosocomial

원시에서 이미 존재하였던 감염의 합병증이거나

3

infection”이라고도 한다. 1992년 미국 질병관리센터

연장인 경우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2) 신생아에서 태반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

서 제정된 병원성 감염의 정의에 의하면, ‘입원 이전에

지고 증명된 감염이 출생 후 48시간 이전이나 이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후에 나타나는 경우

미생물에 폭로되어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

(예: toxoplasmosis, rubella, cytomegalovirus, sy-

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

phillis)

로 ‘입원 24-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 혹은 병원에
서 퇴원한 후에 감염의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로 정의
4

5) 감염이 아닌 두 가지 상황

한다. 또한 미국에서 2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

(1) 균집락 (colonization): 미생물이 피부, 점막, 상처,

고 감시한 National Nosocomial Infectious Surveillance

분비불, 배설물에 존재하며, 임상 증상을 보이지

(NNIS)는 병원 감염을 “감염원이나 감염원의 독소가

않는 상태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전신 혹은

(2) 염증 (inflammation): 감염원이 아닌 것 (예: chem-

국소 증세가 있으면서, 병원 입원 시 존재하였거나 잠

icals)에 의한 조직 손상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

5,6

복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정의한다.

세균에 의한

감염은 대개 잠복기를 48시간 내외로 간주하지만, 미생
물의 종류와 환자상태에 따라서 잠복기가 다양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병원감염의 정의와 관련된 고려사항
(1) 감염의 예방 가능성과 불가피성은 병원감염을 진

단하는 데 관련이 없다.
(예: 항생제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C. difficle

2. 감염을 정의하는 원칙

→ 예방 가능

질식 분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Group B strep-

1) 감염의 존재와 부위를 결정하는 데는 임상적인 증
거와 검사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tococcal bacteremia → 불가피하게 발생)
(2) 감염발생 감시를 위한 감염의 정의는 치료방법을

참조) 신생아와 유아에게는 성인과는 다른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

적용한다.

아니므로 불일치의 가능성이 있다.

2) 의사나 집도의가 진단한 (직접 관찰, 내시경검사,

3. 병원감염 관리의 필요성

기타 진단방법으로) 임상적인 감염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염으로 간주한다.

현대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병원감염이 계속 증

(1) 다른 환자의 의무기록에 실수로 기록된 것

가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발생

(2) 추후 검사로 입증되지 않은 잠정적인 진단

함으로써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
면,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의 약 5-10% 정도에서 병원

3) 병원감염으로 간주하는 두 가지 특별한 상황
(1) 병원에서 입원 중 발생한 감염이 퇴원시까지 드

감염이 발생하고,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병원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며, 이로 인해 약 100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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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

노력을 해도 30-35% 수준 정도만이 예방 가능한 것으

해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병원감염이

로 나타났고, 70% 이상이 환자의 질병상태나 소인 등

발생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법

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의료인과

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

환자 간 사전 설명과 의료의 한계에 대해 이해가 선행

다.

되어야 한다.12

1) 의료의 질 저하 측면

3) 윤리적 측면

병원감염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뿐 아

의료의 모든 행위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거하여

니라, 심각할 경우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병

수 있으며, 병원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들이 항생

원감염은 부주의나 태만 등 의료인의 도덕적 양심에 반

제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로 인한 효과적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병원감염 자체가 인

인 치료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환자를 담당
하는 의료인으로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2) 막대한 경제적 손실 측면
병원감염으로 인한 입원 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추

4) 사회적 측면

가 항생제 사용 등을 포함한 의료비용 손실에 대하여

병원감염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병원감염이 많이

외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병원감염으로 인한 평균

발생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오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추가 재원일수는 약 4일이며 최고 68일까지 재원일수가

경우 이미지 손상 및 환자의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으

추가되고, 이로 인한 평균 추가 진료비는 $1,833이고,

므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7-11

국내 연구에서

야 할 의료 행위를 실행하려고 할 때 피해의식과 경계

보고된 바에 따르면 (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심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병원감염

Infection Control: KOSNIC) 추가 재원일수는 평균 12

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해 볼 때, 병원감염

일 (최소 0.6일-최대 20.4일)이었고 (Table 1), 이로 인

을 예방하기 위한 병원감염의 관리는 의료의 기본이라

한 추가 진료비는 평균 215만원 (최소 65만원-최대 636

고 할 수 있다.

최대 추가 진료비는 $41,628이었다.

12,13

만원)이었다.

법적인 문제 측면에서는, 병원감염 발

생이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정

4. 병원감염의 발생과 진단기준

될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하며, 명백한 의료기관의 과실
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감염은 크게 환자 자신의 구강, 장 등에 정착하

병원감염은 감염관리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고 있는 세균에 의하여 유발되는 감염이며, 크게 2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및 병원 관계자들이 최대한

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 자신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인성 감염’과 외부에

Table 1. Nosocomial infection rate according to the major
site and numbers of adding patients-day
Infection site

Infection
rate (%)

Adding
patients-day

Adding/Total
patients-day (%)

30-40

2

19

있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외인성 감염’으로 나뉜다.
외인성 감염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처치 (요
로 혹은 혈관 내 카테터 삽입, 내시경 검사 등)와 관련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

Urinary tract
Surgical
wound
Lung

20-25

7

33

있던 정상 상재균이나 일시적인 오염균에 의해 직접 혹

10-20

8

21

은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감염을 의미한다.

Blood stream

5-15

14

16

병원감염에 관한 자료는 일정한 진단 기준에 의해서

20-25

2

12

평가되어야 하므로 일차적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Others

지 기구나 물품, 혹은 의료인이나 환자의 피부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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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병원감염의 발생건수는 진단적 기준을 검사실 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도 감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

료에 두느냐 또는 임상 증상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다. 특히 이런 소견은 심부전증이나 수술 후의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쪽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무기폐 등과 같은 폐합병증 소견과 구별되어야

것이 정확하나 만일 검사실에서 세균배양을 할 수 없는

한다. 만일 이런 경우에 농성 담이나 흉부 X-선

경우에는 임상자료에 의한 진단적 기준을 참조하여 평

사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병원감염으로 진

가한다. 그러나 임상자료에 의한 진단기준을 적용할 경

단한다.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우에는 불현성 감염이나 비전형적인 임상증상 등을 발

균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운 병원감염으로

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제 감염률은 낮아질 수도 있

간주한다.

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가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병
원감염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병원폐렴

1) 의사가 의무기록지에 병원감염이 있다고 기록했을

입원 당시에는 없었던 폐렴이 입원 후에 발생한 것으

경우에는 다른 추가 자료가 없어도 병원감염으로

로서 체온의 상승, 객담성상의 변화, 흉부 X-선 사진,

간주하며,

혈액배양검사 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2) 병원감염은 환자가 입원 전에는 감염되지 않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1) 흉부 청진에서 수포음이 들리거나 타진에서 탁음

이 들리면서 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3) 입원 당시에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입원 바

로 이전에 감염된 병원감염으로 간주하며,

① 화농성 담이 새로 보이거나 또는 담의 성상이

변화한 경우

4) 병원감염에는 환자 자신이 지니고 있던 미생물이

나 병원환경에 상존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
이 포함되며,

②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③ 경기관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검사

로 얻어진 검체에서 병원균이 분리된 경우

5) 병원감염에는 피할 수 없는 감염뿐만 아니라 예방

이 가능한 감염도 포함된다.

(2) 흉부 X-선 사진에서 침윤, 폐경변, 공동이나 흉막

액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4,6

이 기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화농성 담이 새로 보이거나 또는 담의 성상이

변화한 경우

5. 각 신체 부위별 병원감염의 진단기준

②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③ 경기관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검사

미국의 질병관리센터가 마련한 각 신체 부위별 병원
감염 진단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 얻어진 검체에서 병원균이 분리된 경우
④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또

는 바이러스항원이 검출된 경우

1) 기도 감염

⑤ 조직병리 소견에서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1) 상기도감염은 귀, 코 그리고 목에 임상적 감염이

(3)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무호흡, 빠른 호흡, 서맥,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증상 및 징후는 감염 부위

천명음이나 담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

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감기증상,

에 해당되는 경우

연쇄상구균 후두염, 중이염 등이 이 범주에 속한
다. 일반사회에서 발생한 감염과 입원 후에 발생

① 화농성 담이 새로 보이거나 또는 담의 성상이

변화한 경우

한 감염을 구별하기 위해서 잠복기를 주의 깊게

②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관찰하여야 한다.

③ 경기관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검사

(2) 입원 후에 기침, 흉통 및 발열 등을 동반한 하기

도감염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면 농성 담 (purulent sputum)이나 흉부 X-선 사진에서 이상소견

로 얻어진 검체에서 병원균이 분리된 경우
④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또

는 바이러스항원이 검출된 경우

김성대 외: 병원감염의 현황과 대책 5
⑤ 조직병리 소견에서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⑥ 호흡기 분비물의 양이 증가한 경우

4) 피부 및 피하감염
(1) 화상부위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세균이 배양되기

(4)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흉부 X-선 사진에서 침

쉽기 때문에 세균의 분리만으로는 화상감염이라

윤, 폐경변, 공동이나 흉막액이 있으면서 다음 중

고 진단하기가 어려우나 화상부위의 화농성 분비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물이나 패혈증은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① 화농성 담이 새로 보이거나 또는 담의 성상이

변화한 경우
②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③ 경기관 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검사

(2) 수술창상의 감염은 화농성 분비물을 배출하는 창

상을 의미하는데 세균의 배양결과와 상관없이 병
원감염으로 간주한다.
(3) 입원 후 표피나 피하에서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

로 얻어진 검체에서 병원균이 분리된 경우

되면 세균의 배양 결과와 상관없이 병원감염으로

④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또

간주한다. 피부나 피하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는 바이러스항원이 검출된 경우

화농성 분비물의 배출이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⑤ 조직병리 소견에서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것이고 또한 감염부위에서 새로운 세균이 배양되

⑥ 호흡기 분비물의 양이 증가한 경우

면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3) 요로감염

5) 위장감염

(1)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소변에서도 세균이 발

(1) 입원 후에 임상적으로 위장염이 발생하였고 또한

견되지 않았던 사람에서 무증상 세균뇨가 나타나

대변의 배양검사에서 병원균이 발견되면 병원감

면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무증상 세균뇨란 감

염으로 간주한다.

염증상이 없이 소변 1ml당 10만 이상의 세균이

(2) 위장염으로 입원한 환자일지라도 입원 당시나 입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요로감염으로 입

원 후 대변의 배양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잠복

원한 환자의 소변에서 10만 이상의 새로운 세균

기보다 긴 입원 후에 병원체가 분리되면 병원감

이 나타나면 이것도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염으로 간주한다. 또한 입원 후로부터 증상이 나

(2) 발열, 요통, 하복부압통 등 요로감염의 임상증상

타난 시점까지의 기간이 잠복기간보다 길면 병원

이 있으면서 다음 소견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

감염으로 간주한다.

두가 입원 후에 나타나면 병원감염 이라고 간주
한다.

6) 복강내 감염

① 원심분리하지 않은 신선한 오줌을 그람염색하

(1) 합병증으로 발생하지 않은 충수염, 담낭염 등이

였을 때 세균이 보이거나 또는 소변 1ml당 1만

수술 후에 창상 감염을 동반하면 병원감염으로

개 이상의 세균이 나타나는 경우

간주한다.

② 원심분리하지 않은 소변을 고배율 (1,000배)로

(2) 충수염, 담낭염 등은 이차감염의 합병증이 발생하

확대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시야당 10개

지 않는 한 병원감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농양

이상의 백혈구가 나타나는 경우

형성, 복막염, 피하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③ 소변검사나 소변배양에서 음성이었던 사람이

에는 병원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원 중에 요로감염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때는
소변검사나 소변배양을 반복하지 않아도 병원
감염으로 간주한다.
④ 이미 요로감염증이 있는 사람의 소변배양에서

새로운 세균이 나타나는 경우

7) 패혈증
입원 당시에는 패혈증의 증상이 없었으나 입원 중에
실시한 배양검사에서 병원체가 발견되고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감염으로 간주하는데 패혈증은 검사에서
확인된 패혈증과 임상적 패혈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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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에서 확인된 패혈증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의 지원이 없는 상

① 혈액배양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가 없는 균인 경우

황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2) 의사가 병원감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

면 의사의 의무기록은 신빙성이 낮아지므로 병원

② 발열, 오한 및 저혈압이 있고 다음 중 하나가

감염에 대한 의사의 교육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

해당되는 경우

다.

․혈액에서 병원균에 대한 항원검사가 양성이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가 없는 균인 경우

3) 바이러스균에 의한 병원감염은 배양이 어렵고 또

한 잠복기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별도로 채혈한 두 개의 혈액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이 분리되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가 없는 균인 경우 (다른 부위의 감염과

7. 병원감염의 조사방법 및 감염률 산출법

관계가 있는 균인 경우에는 이차성 패혈증으
로 간주한다)
(2) 임상적 패혈증

1) 병원감염의 조사방법
병원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감염사실을 확인하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열이나 저혈압 (수축기 혈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압 90mmHg 이하) 또는 핍뇨 (시간당 20ml 이

경우에는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된

하)가 있으면서 다음 세 가지 소견을 갖춘 경우

상태일지라도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경우

① 의사가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가 많으며 또한 고열이 있으면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투

경우

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감염 환자를 정확하게

② 다른 부위의 감염이 없는 경우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병원감염 환자를 찾아

③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배양에서 균이

내는 방법은 인적 및 시간적 제한성을 고려한 일종의

분리되지 않은 경우 또는 혈액의 항원검사가

선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병원감염 실태를 조사하

음성인 경우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
하는 방법과 이 방법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기타 부위의 감염

(1) 고열환자를 찾아내는 방법

(1) 카테터를 삽입한 혈관부위나 주사부위에서 화농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즉각적인 중재가 가능하나 감

성 분비물이나 피하염이 없고 다만 염증이 있는

염이 되어 있으면서도 고열이 없는 환자를 누락될 수가

경우에는 카테터 끝이나 조직액의 세균배양검사

있다.

에서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병원감염으로

(2) 항생제를 투여하는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

간주하지 않는다.

조사대상 환자가 많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방목적으로

(2) 자궁내막염은 입원한 후에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

항생제를 투여하는 환자가 포함 될 수 있으며 또한 항

되고 분비물의 세균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

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감염환자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

나면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로 이런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3) 미생물검사에서 양성인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

6. 진단기준의 적용한계
이상과 같이 질병관리센터 (CDC)는 신체의 각 부위

정확도가 높으나 결과를 얻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병원감염률의 산출

별 병원감염에 대한 진단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

전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72시간 이후에 발생하

으나 모든 병원에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는 감염증을 병원감염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감염의 발생

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률은 일정기간 내에 퇴원한 환자에 대한 일정기간 내에

1) 질병관리센터에서 설정한 진단기준은 검사결과에

새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를 백분율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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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socomial infection rates and distribution of major site by hospital size
Hospipal
size
≤1000beds
>1000beds
Overall

UTI

PNEU

SSI

BSI

Others

Total

No.
discharged

R

D(%)

R

D(%)

R

D(%)

R

D(%)

R

D(%)

R

D(%)

36,334
49,213
85,547

1.08
1.15
1.12

29.8
30.7
30.3

0.59
0.67
0.64

16.4
17.8
17.2

0.64
0.54
0.57

17.6
14.0
15.5

0.61
0.48
0.53

16.7
12.8
14.5

0.71
0.91
0.83

19.5
24.1
22.5

3.63
3.75
3.70

100
100
100

R, Infection rate, number of nosocomial infections per 100 patients discharged: D. distribution of infection sites
*: p=.32
UTI: urinary tract infection, SSI: surgical site infection, PNEU: pneumonia, BSI: blood stream infection

한편, 최근 병원감염 감시체계에 사용되는 병원감염률

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관련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재원일수 감염률 (patients-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3월 의료법을 개정 또는

day) 또는 기구일수 감염률 (device-day rate)이며, 1,000

제정하면서 이에 따른 감염관련 의료법이 생겨서 제 32

재원일수 또는 기구일수 당 감염 건수로 표현한다.

조를 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 위
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효율적 운영

8.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사업과 병원감염 현황

을 위해 그 하부기관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병원감염 실태조사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1996년도 이후 차례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대한

만 수행될 뿐 국가적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가 미흡

감염관리간호사회가 창립되었고, 정부 주도로 전국 15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생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기

한 Legionella균의 의한 병원감염으로 사회적 파장을

시작하였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국내 첫 실태조사로 대

일으킨 후, 병원에서 발생하는 병원감염이 사회문제화

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199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중

간 15개의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병원감염의 실태를

심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 개인의 손해를 고려

조사하여 보고하였다.14-16

한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조성되었다. 이후 1980

이 보고에 따르면 전체 85,547명의 퇴원 환자 중

년대 말부터 소수의 관심 있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

3,162례 (3.7%)의 병원감염이 발견되었고 그 중 요로감

별로 문제가 되는 병원감염에 대한 감염 관리가 시도되

염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폐렴 (17.2%),

었다. 1991년 최초로 감염관리간호사가 임명되었고, 이

창상감염 (15.5%), 혈행 감염 (14.5%) 순이었다 (Table

후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병원 서비스 평가의

2).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과는 신경외과로 14.21%이었

중요 심사항목으로 감염관리가 포함되면서 병원들의 관

으며 다음으로 신경과 (8.62%), 종양내과 (6.70%) 순이

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평가사

었으며, 일반병실에서보다 중환자실에서 유의하게 빈도

업에 힘입어 병원마다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

가 높았다 (10.74 vs 2.57, p=0.001) (Table 3).

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염대책 위원회, 감염관

가장 흔한 균주로는 Staphylococcus aureus (17.2%),

리실, 감염관리 전담직원 배치 등을 제도화하였고 병원

Pseudomonas aeruginosa (13.8%) 및 Escherichia coli

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

(12.3%) 등이었다 (Fig. 1). 병원감염의 조사방법의 민

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재 의료

감도는 45-58%였고 국내 항생제 남용, 미생물검사실의

체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항생제 사용에

수준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높은 6.3-7.8%정도 (95%

따른 비용의 증가와 병원감염으로 인해 환자에게 미치

신뢰구간 5.3-10.2%)로 예측된다.

는 직간접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

최근의 역학조사로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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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osocomial infection rates and distribution of major infection sites by services and nursing wards
UTI

No.
discharged
Service
Neurosurgery
Neurology
Oncology
Chest surgery
Internal medicine
General surgery
Orthopedic surgery
Plastic surgery
Urology
Obstetrics/Oynecology
Others
Nursing ward
General wards
ICUs
p value‡

PNEU

SSI

BSI

Others

Total

R

D(%)

R

D(%)

R

D(%)

R

D(%)

R

D(%)

R

D(%)

4180
2703
3119
2157
23,651
9735
7007
2766
3229
12,957
13,973

6.15
4.44
1.41
0.65
1.17
0.55
0.71
0.22
0.64
0.10
0.73

43.4
51.5
21.1
10.8
27.1
12.9
21.5
12.0
47.7
30.2
55.4

3.33
2.55
1.38
1.67
0.78
0.39
0.16
0.07
0.12
0.02
0.11

23.4
29.6
20.6
27.7
18.1
9.1
4.7
4.0
9.1
4.7
8.2

1.34
0.11
0.06
1.81
0.06
1.68
1.71
1.18
0.30
0.12
0.24

9.4
1.3
1.0
30.0
1.5
39.1
51.5
60.0
22.7
37.2
18.5

1.08
0.70
1.70
0.70
1.00
0.61
0.19
0.04
0.06
0.05
0.05

7.6
8.2
25.4
11.5
23.1
14.1
5.6
2.0
4.5
16.3
3.8

2.32
0.81
2.15
1.21
1.31
1.08
0.56
0.40
0.21
0.04
0.19

16.3
9.4
32.1
20.0
30.2
25.0
16.7
22.0
15.9
11.6
14.1

.01*
14.21
8.62
6.70
6.03
4.33
4.31
3.33
1.81
1.33
0.33
1.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1,250†
7617†

0.80 31.2
2.97 27.6
.001

0.36
1.72
.001

13.9
16.1

0.63 24.7
1.77 16.5
.001

0.32 12.6
3.26 30.3
.001

0.45 17.5
1.02
9.5
.001

2.57
100
10.74 100
.001

R, Infection rate, number of nosocomial infections per 100 patients discharged: D. distribution of infection sites.
*: χ2test for total infection rate, †: Includes cases transferred to other wards, ‡: χ2test for site-specific infection rate
UTI: urinary tract infection, SSI: surgical site infection, PNEU: pneumonia, BSI: blood stream infection

MRSA 14.4%

Others 12.1%
C. freundii 1.4%

S. aureus 17.2%

X. maltophilia 1.6%

MSSA 2.8%

S. marcescens 2.4%
Enterobacter spp. 4%
Acinetobacter spp.
5.7%

P. aeruginosa
13.8%

CNS 6.6%
E. coli 12.3%

Candida spp. 7.6%
Enterococcus
spp. 7.6%

K. pneumoniae 7.7%

Fig. 1. Distribution of nosocomial pathogens (n=3,772)

국의 중환자실 병원감염률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

개월간 감시를 수행한 결과가 있다.17-19 전국이 44개

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전국병원감염감시

병원 76개 중환자실이 참여하여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체계 (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에 대해 전향적으로 조사하였

tem, KONIS)를 구축하고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3

다. 병원감염률은 1,000 재원일수 또는 기구일수 당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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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osocomial infection rates, by number of hospital beds, July through September 2006
NI rate
No. of ICU unics
Patient-days
Infection rate*
No. of infections
Pooled mean
95% CI
UTI rate†
No. of UTI
Pooled mean
95% CI
BSI rate‡
No. of BSI
Pooled mean
95% CI
PNEU rate§
No. of PNEU
Pooled mean
95% CI

No. of hospital beds
≥900

700-899

400-699

All

26
39,719

30
38,783

20
25,523

76
104,025

317
7.98
7.15-8.91

323
8.33
7.47-9.29

206
8.07
7.04-9.25

846
8.13
7.60-8.70

143
3.60
3.06-4.24

162
4.18
3.58-4.87

102
4.00
3.29-4.86

407
3.91
3.55-4.31

95
2.39
1.95-2.92

78
2.01
1.61-2.51

31
1.21
0.85-1.72

204
1.96
1.71-2.25

79
1.99
1.60-2.48

83
2.14
1.73-2.65

73
2.86
2.27-3.60

235
2.26
2.00-2.57

*: No. of UTIs, BSIs, or PNEUs / No. of patient-days)x1,000, †: No. of UTIs / No. of patient-days)x1,000,
patient-days)x1,000, § : No. of PNEUs / No. of patient-days)x1,000
Abbreviations: UTI, urinart tract infection; BSI, bloodstream infection; Pneu, pneumonia; CI, confidence interval

염 건수로 구하였다.
결과로는 총 846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는데, 요로
감염이 407건, 혈류감염이 204건, 폐렴이 235건이었다.

‡

: No. of BSIs / No. of

문으로 생각되며, 외과중환자실은 중환자실에서 가장
단기간 재원하기 때문에 병원감염의 기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4).20,21

요로감염은 397건을 기구일수 감염률은 4.61이었고, 기
구사용률은 0.83이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9.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

182건으로 기구일수 감염률은 3.16이었고, 기구사용률

은 0.55이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161건으로 기

미국에선 원내 감염감시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구일수 감염률은 3.80이었고, 기구사용률은 0.41이었다.

여 The Stud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SENIC)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폐렴은 400 - 699병상 사이의

이라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이고 병원 전체를

병원이 900병상 이상인 병원에 비해 인공호흡기 사용률

대상으로 감염발생 감시체계가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이 낮았음에도 폐렴의 발생률이 의미 있게 더 높았다.

감염관리지침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감염발생

이는 비교적 작은 중소병원이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에 비

감시를 통한 효과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은 원내감염을

해 병원감염의 예방과 대책이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병

중환자실의 유형에 따라서는 요로감염, 혈류감염과

원은 오히려 감염이 18%까지 증가하였다.4-6

폐렴에서 모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다른 유형의 중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5월 보건복지부가 80병상 이

환자실에 비해 기구일수 감염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외

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 준칙’을 발표

과중환자실은 모두 가장 낮았다. 이는 신경외과 환자들

하였고, 1995년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병원감염관리

이 중환자실에서 가장 장기간 재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병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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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심각성이나 예방을 위한 관리의 중요성은 나름대

서 대상 병원의 병원감염관리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

로 인식시켰다 할 수 있겠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병

라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된 행위에 따른 수가를 차등하

원감염관리를 토착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생각한다. 다행

여 가산 지급하는 제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

히도 지난 2004년 3월에 개정된 의료법이 공포되면서

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제4조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병원감염
예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제37조의 3에 ‘병원감염의 예

결

론

방’에 관한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따

병원감염관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

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병원감염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하나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의 절감에 크게 공헌한다

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첫째, 감염관리는 성격상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기만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하고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지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병원감염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들은 정책수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겠

립기구인 감염대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

다.

으나, 실제 실행부서인 감염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효과

다시 말해서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은 병원이 감염관

적인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리를 철저히 하면 모든 병원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따

따라서 시행규칙에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

라서 병원감염은 의료인과 병원의 전적인 책임으로 오

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병원당국이나 의료인은

감염관리실과 같은 감염관리 전담부서 또는 실행부서의

본의 아니게 병원감염 노출을 꺼릴 수밖에 없고, 그러

설치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하는 것이

다 보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해 질 수밖에 없었던

필요하다.

것이다. 그러나 병원과 의료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둘째,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과 같은 기구 설

다 하더라도 약 반수의 병원감염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을 통해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

것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고,4-6 따라서 병원감염의

엇보다 감염관리실과 같은 실행부서를 직접 이끌어 갈

약 반수는 예측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

전문인력인 감염관련 전문의사와 감염관리간호사 등과

실이라 하겠다.

같은 감염관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자격에 대해서 명시

따라서, 이제는 병원감염이 일개 의료기관의 문제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정 규모의 병원 및 종합병원

아니라 국가적인 보건문제임을 인지하고 병원감염 관리

에서는 1명 이상의 감염관련 전문의사와 1명 이상의 감

를 국가사업의 하나로서 인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

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한다. 즉, 정부와 보건당국이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병

또한 전임인력을 대신해서 겸임인력 또는 part-time 인

원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책임을 갖

력을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고 하도록 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하겠다. 세계적으로 항균제 내성률이 높은 우리나라에

셋째, 현재는 병원당국이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행위,
즉, 재료, 인력, 시설 등에 따른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서 국가적 차원의 병원감염 및 항균제 내성감시 및 관
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곳에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으로

이를 위한 사업으로 중환자실 중심의 병원감염감시

감염관리비용을 의료수가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및 표준관리 모델 제시와 주요 임상 분리주의 항균제

보상은 물론, 투자의 필요성을 유도하여 모든 의료기관

내성률 추이 분석, 내성 특성 및 지역 간 내성균의 유

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으로 병원감염관리를 수행하게 될

전학적 상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것이다. 또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해

내 내성 정보 database를 구축하여 내성정보의 환류 체

김성대 외: 병원감염의 현황과 대책 11
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내성균의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 및 조기 진단, 내성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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