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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
남소희1ㆍ허연정2ㆍ정재심3
연세사랑병원 감염관리실1,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감염관리실2,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3

The Effectiveness of Rout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dditional Ultraviolet (UV) Disinfec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Hospital Operating Rooms
Sohee Nam1, Yeonjeong Heo2, Jae Sim Jeong3
Department of Infection Control, Yonsesarang Hospital1, Department of Infection Control, H Plus Yangji Hospital2, Seoul,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University of Ulsan3, Ulsan, Korea

Received May 12, 2020
Revised June 16, 2020
Accepted June 17, 2020
Corresponding author:
Jae Sim Jeong
E-mail: jsjeong@amc.seoul.kr
ORCID:
https://orcid.org/0000-0002-3029-2556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routine and addi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with pulsed xenon ultraviolet (PXUV) disinfection in hospital operating rooms (OR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in 10 ORs of a hospital specializing in joint surgery with
174 hospital beds. We selected four surfaces with high frequency and one surface with low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hands of operating room medical staff. After regula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dditional PXUV disinfection from March to April 2020, a total of 250 specimens were collected by performing 50 culture tests on each selected surface.
Results: We found 4.8% (6/125) positive cultures after routine environmental management,
but only 0.8% (1/125) after PXUV disinfection.
Conclusion: Although we could not conclusively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routine and
addi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XUV disinfection showed a tendency to redu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Key Words: Healthcare facility environment, Environmental cleanup, Ultraviolet light, Disinfection

Introduction

감염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0-15]. 감염 환
자와 무증상 보균자로 오염된 표면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

1. 연구배경

으면 의료종사자의 손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을 다른 환자
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16-19].

환자 환경의 청결은 질병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규적 환경관리 방법

의료기관 환경은 병원균에 오염되기 쉬워 정기적인 청소가

은 환경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방

필수적이다[1-3]. 오염된 표면을 통한 의료관련감염을 예

법이다. 세척은 물리적으로 환경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환경 소독 전략이 필요하다[4,5].

방법이고, 소독은 감염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거

의료기관에서 다약제 내성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이 증가

나 비활성화시키는 과정이다[2]. 의료기관 환경관리에 대

하고[6-9], 의료기관 환경에 장기간 생존하면서 의료관련

한 표준화된 청소 및 소독방법은 실무지침이나 의료기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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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하다[8]. 또한 표준화된 지침을 지켜서 환경관리를

의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환경관리 방법에 UV자동 소독기

하여도 인간의 손으로 수행하는 환경관리 방법으로는 오염

계를 추가로 적용한 환경관리는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으

원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환경관리에 사용하는 소

나, 의료기관의 환경이 다른 국내에서는 이를 검증한 연구

독제 선택 시 작용시간, 살균효과,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

가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mercury UV보다 적용시간이

전성, 의료기구나 환경 표면과의 적합성 등 고려하여야 할

더 짧은 PXUV로 정규적 환경관리에 자외선 소독을 추가

사항이 매우 많다[2,3,8]. 이 외에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항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균제 내성균이나 C. difficile과 같이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

Materials and Methods

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소독제와
환경표면과의 접촉시간과 소독제 농도 등도 고려하여야 한
다[2,8].

1. 연구 설계

기존의 의료기관 환경관리 방법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
양한 종류의 비접촉 환경관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수술실의 정규적 환경관리와 자외선 소독 추가 환경관리

그 중 하나가 자외선(ultraviolet light, [UV]) 소독방법이

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연구이

다[2,20-22]. UV 소독방법은 UV를 방출하는 자동화된 기

다.

계를 이용하며, UV는 세균, 바이러스, 그 외 다른 미생물
의 DNA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소독효과를 나타내며, 단

2. 연구 대상

독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환경관리 방법에 추가
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8]. UV소독기는 크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174개 병상 관절전문병원의 10개

게 pulsed xenon UV devices (PXUV)와 mercury UV

수술실을 대상으로 배양검사는 Link 등[24]의 선행 연구를

devices의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8]. PXUV는

토대로 수술실 의료진의 손에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표면

xenon 램프를 사용하여 UV-B와 UV-C를 포함한 200-

4곳(순환 간호사 컴퓨터 키보드, 수술실 문, 마취 처치 카

320 nm 파장의 빛을 5-15분간 생성하여 미생물을 사멸

트, 수술실 침대)과 낮은 표면 1곳(무영등)을 선정하였다.

시키고, mercury UV는 주로 좁은 영역의 UV-C스펙트럼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예: 254 nm)을 방출하는 저압 수은 가스 전구를 사용하며

G＊power program 3.1을 사용하여 카이제곱분석에 필

일반적으로 방을 소독하는데 단일주기 동안 45분 이상이

요한 표본수를 계산하였다[25]. 중간효과크기 0.30, 유의

필요하다[8].

수준 .01,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98개이

Mercury UV로 추가 환경소독을 시행한 연구에서 다

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3월 30일 7개의 수술실, 4월 1

제내성균 감염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6], C. difficile

일 7개의 수술실, 4월 2일 11개의 수술실을 대상으로 조사

infection (CDI)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14]

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적인 환경관리 후 125개의 표면, 자

1,000환자일당 감염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9].

외선 소독을 추가한 후 동일한 125개의 표면에 대한 배양

PXUV를 사용한 연구에서 환경 배양 결과 양성률은 유의

을 실시하여 총 250개의 검체를 수집하였다.

하게 감소하였으나 의료관련감염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1], 수술부위감염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4],

3. 소독방법

hospital-acquired C. difficile infection (HA CDI)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13,17], 병원 전체 감염이 유의하게

1) 정규적 수술실 환경관리

감소하였으며[15], 다학제팀 중재와 자외선 소독 추가 환

각 수술 종료 후 수술실 환경담당직원이 환경 소독제인

경관리를 시행한 경우 HA CDI 감염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4급 암모늄염을 0.25% (400배 희석, 물 1 L당 소독제 원

[18].

액 2.5 cc 첨가)로 희석한 용액을 걸레나 마대에 적셔 수술

국내 의료기관들은 공인된 기관에서 허가 받은 환경소독

실을 소독하였다. 소독제 도포량과 적용시간을 표준화하기

제로 정규적 환경관리를 하고 있으나, 항균제 내성균, 아포

위하여 연구 대상 환경표면 5곳은 표면적 1 m2당 소독제

생성 세균, 신종감염병과 같이 환경 오염 관리가 중요한 미

에 적신 거즈 10장을 사용하여 최소 1분 이상 접촉하도록

생물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23]. 국외 대부분

닦았다. 사용한 걸레는 세척하여 소독 후 건조시켜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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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
2) 자외선 소독 추가 환경관리

5. 분석방법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각 수술 종료 후 정규적 수술실 환경관리가 끝나면 사

분석하였다. 정규적 환경관리와 자외선 소독 추가 환경관

각지대 없이 수술 장비를 재배치하여 표면이 PXUV장치

리의 효과 차이를 빈도, 백분율, 카이제곱검정(Chi square

(LightStrike, XENEX Disinfection Systems, San An-

test)으로 분석하였다.

tonio, TX, USA)에 잘 노출되도록 하였다. 장비를 실행하

Results

면 30초 후 작동되어 수술실 문을 닫고 나와 접근금지 표
시판을 세워두고 소독이 완료되면 기계를 수거하였다. 1
개의 기계와 xenon 램프를 사용하여 37.16 m2 미만의 수

수술 종료 후 정규적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1차 배양 검

술실은 5분간 1회 소독이 필요하므로 연구 대상 수술실은

사를 시행한 결과 순환 간호사 컴퓨터 키보드에서 25건 중

36.2 m2로 5분간 1회 소독을 실행하였다[26].

3건(12.0%)에서 NFGNB (a few)가 배양되었고 그 중 1건
은 CNS (a few)가 함께 배양되었으며, 마취 처치 카트에

4. 자료수집방법

서 25건 중 1건(4.0%)에서 CNS (a few)가 수술실 침대는
25건 중 2건(8.0%)에서 GPB (a few)가 배양되었고, 수술

하루 수술이 모두 종료된 후 정규적 환경관리 후 순환 간

실 문과 무영등에서는 배양된 것이 없었다. 자외선 소독을

호사 컴퓨터 키보드는 오른쪽 숫자를 포함한 자판기 윗부

추가하고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2차 배양 검사를 시행한

분, 수술실 문은 수술실 문 안쪽 전면부, 마취 처치 카트는

결과 마취 처치 카트에서 25건 중 1건(4.0%)에서 NFGNB

오른쪽 구석을 포함한 윗부분, 수술실 침대와 무영등은 가

(moderate)와 GPB (moderate)가 함께 배양되었고 순환

운데 윗부분에 대하여 1차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자외선 소

간호사 컴퓨터 키보드, 수술실 문, 수술실 침대, 무영등에

독 추가 환경관리 후 동일한 환경표면에 대하여 2차 배양

서는 배양 음성이었다. 정규적 환경관리와 자외선 소독 추

검사를 시행하였다[24]. 비다공성 표면의 환경 배양을 위

가 환경관리에서 모두 미생물이 분리된 마취 처치 카트의

한 CDC 지침[27]에 따라 연구자가 멸균 면봉 2개에 멸균

경우 동일한 수술실은 아니고 각각 다른 수술실에서 검체

생리식염수를 충분히 적셔서 배양 대상 환경표면마다 약

가 채집된 것으로 두 양성 결과간에 연관성이 있지는 않았

2

10 cm 면적의 배양부위를 가로 ‘S’ 모양으로 겹치게 문지

다. 수술실의 정규적 환경관리와 자외선 소독 추가 환경관

르고, 면봉을 돌려 다시 세로 ‘S’ 모양으로 겹치게 문질러

리의 효과 차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정규적 환경

세로수송배지인 Transport Media, Amies (Transport

관리에서는 총 125개 검체 중 4개가 양성으로 4.8%이었

Medium Double Swab, YUHAN LAB TECH, Seoul,

고 자외선 소독을 추가한 후에는 125개 중 1개가 양성으로

Rep. of Korea)에 넣어 GC녹십자의료재단에 검사를 의

0.8%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뢰하였다. 반쪽은 Blood agar plate, 반쪽은 MacConkey

았으나(P=.098) 환경 오염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gar가 하나로 결합된 상품화 고형배지(Bi-plate BAP/

(Table 1).

MAC, ASAN, Seoul, Rep. of Korea)위에 검체를 접종
하여 36℃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 분리된 세균은 비발효

Discussion

그람음성간균(non fermenting gram negative bacilli,
NFGNB), 그람양성간균(gram positive bacilli, GPB),

국외 선행연구[1,9,26]에서 UV 환경관리 추가 후 환경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배양검사의 양성률이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본

(MRSA),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NS),

연구에서는 미생물 분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 통

Micrococcus, fungus로 구분하였고, 미생물 수 측정은 a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Green 등[1]의 선행 연

few (배지의 1/3이 자라는 경우), moderate (배지의 1/2

구에서 수술실과 모든 환자 병실을 대상으로 접촉이 많은

이 자라는 경우), many (배지의 균을 바른 부위에 전체적

표면과 공기를 배양한 결과 자외선 소독(PXUV) 추가 환

으로 자라는 경우) 3단계로 분석하였다.

경관리에서 환경 배양 양성결과가 유의하게 감소(48% vs
31%, P=.02)하였다고 보고하였다. Napolitano 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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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rowth amount in different areas of operating room areas sampled after rout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fter additional ultraviolet disinfection
No. growth/No. total culture (%)
(amount and type of isolated organisms)

Areas

Rout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irculating nurse computer
keyboard
Operating room door
Anesthesia medical cart

3/25 (12.0%)
(a few, all NFGNB, with CNS in one case)
0/25 (0.0%)
1/25 (4.0%)
(a few, CNS)
2/25 (8.0%)
(a few, all GPB)
0/25 (0.0%)
6/125 (4.8%)

Operating room bed
Surgical light (post)
Total

Rout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dditional ultraviolet disinfection

Fisher’s exact
test (P)

0/25 (0.0%)

3.191 (.235)

0/25 (0.0%)
1/25 (4.0%)
(moderate, NFGNB & GPB)
0/25 (0.0%)

NA
0.000 (1.000)

0/25 (0.0%)
1/125 (0.8%)

2.083 (.490)
NA
4.153 (.098)

A few: grown in 1/3 of the medium, moderate: grown in 1/2 of the medium.
Abbreviations: NFGNB, Non fermenting gram negative bacilli; CN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GPB, Gram positive bacilli;
NA, not available.

은 사전 효과평가로 총 54개의 환경 배양검사를 시행하였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Link 등[24]의 연구가 수술실 의

는데 이중 청소 전 55.6% 양성(10/18), 청소 후 50.0% 양

료진의 손에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표면 배양검사만 시행

성(9/18), 청소와 자외선 추가 환경관리(mercury UV-C,

하여, 자외선 추가 소독 후 효과를 규명한 이번 연구결과와

IRiS 3200m) 후 11.1%가 양성(2/18)으로 나타나 정규적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손에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환경관리는 유의한 차이(P=1.0)가 없었으나, 자외선 소독

표면은 손에 접촉이 적은 표면보다 더 오염되는 것으로 나

을 추가한 후 양성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3)고 보

타나 손에 의한 접촉이 많은 표면은 환경관리 시에 더욱 중

고하였다. 그리고 Simmons 등[26]은 정규적 환경관리 후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면의 67%가 여전히 배양 검사 결과 양성이었으나 자외

본 연구에서는 배양검사 결과만을 비교하였으나, 다양한

선 추가 환경관리(PXUV) 후 배양 검사 양성 결과가 38%

연구[4,6,13-15,17,18]에서 자외선 소독 후 감염발생률을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고 보고하였다. 환경 검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감염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

체의 경우 채집장소, 채집방법, 미생물 분류방법 등이 다양

다고 보고하였다. Catalanotti 등[4]은 200병상 지역병원

하여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유

의 13개 수술실을 대상으로 자외선 추가 환경관리(PXUV)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 검체의 수가 부

를 시행하여 수술부위감염 발생률이 class I에서 46.0%

족하였거나, 본 연구에서 배양검사 양성률 자체도 선행연

(P=.0496)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수술부위감염 발생률을

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자료수집 과정

조사하지 않아 비교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나 연구 대상 병

동안 연구대상 수술실에서 환경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시

원처럼 class I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병원은 수술부위감염

행되었을 가능성 등의 외생변수가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발생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미생물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으로 추측된다.
이번 연구에서 순환 간호사 컴퓨터 키보드가 정규적 환

않고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측정방법에

경관리 후 12.0% 양성(3/25)으로 가장 잔여 미생물 양이

서 포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선행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데

많았고, 자외선 추가 소독 후 0% 양성(0/25)으로 감소하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 전에 예측한 것보다 배양 양성률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235). 이 결과는

낮아 표본 수가 부족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

Link 등[24]의 선행 연구에서 표면 배양검사 결과를 colony

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채취방법에서 한 명의 연구자가

2

forming units (CFU)/cm 로 측정한 결과 순환 간호사 컴퓨
2

동일한 부위에서 반복하여 검체를 채집한다고 하여도 문

2

지르는 강도나 채집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

로 중앙값 0.47 CFU/cm 으로 가장 오염된 표면으로 나온

성이 있었다. 또한, 관절전문병원의 단일 기관 연구로 수술

터 키보드가 최소 0 CFU/cm 에서 최대 61.67 CFU/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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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환경, 환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수술
종류나 시간, 수술실 관리 방법 등의 외생 변수에 대한 개
별적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기관이나 수술실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다기관을 대상으로

9.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 자외선 소독은 정규적 환경관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독을 향상시키고 보완하는

10.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직 자외선 소독
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

11.

하지만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근거가 쌓이게 되면 고위험
감염병 환경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감염예방의 이점을 제
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항균제 내성균뿐만 아니라 COVID

12.

19와 같은 위험하고 전염성이 높은 신종 감염환자에 의하
여 오염된 환경을 관리하는데 비접촉 환경관리 방법은 유

13.

용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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