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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외래와 검사실의 스팀멸균기 및
멸균물품 관리 중재활동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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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nterventions by Using Checklist for the Management of
Steam Sterilizers and Sterilized Items in Out-patient Clinics and
Clinical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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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sults of intervention activities on the management of steam
sterilizers and sterile items in out-patient clinics and clinical laboratories.
Methods: A checklist was developed and used to monitor and evaluate the adequacy of sterilizers and sterilized items
at out-patient clinics and clinical laboratories in a tertiary-care hospital. The checklist consisted of 7 items: condition of
the material used for packaging sterile items, maintenance of shelf-life records, sterilizer cleanliness, maintenance of
expiry date details of sterilized items, sterilization conditions, use of chemical indicators, and the results of biological
indicators. Monitoring and additional intervention activities were carried out once every week for 53 weeks from August
2007 to July 2008. The study period was divided into 2 terms, early and late intervention; the duration of each term was 6
months, and we compared the ratio of adequacy of management of sterilizer and sterilized items between the 2 terms.
Results: There were a total of 795 observations from 15 departments in 1 year. Sterility of the materials used for
packaging increased from 87.4% in the first 6-month term to 97.9% in the second 6-month term. Records for shelf-life
increased from 89.6% to 98.5% in the same period, while the figures for maintaining expiry date details of sterilized items
and for steam sterilizer cleanliness increased from 92.6% to 99.2%, and from 91.9% to 98.5 (P＜0.05), respectively.
Conclusion: Our intensive checklist-based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management of steam
sterilizers and sterile items in out-patient clinics and clinical laboratories.
Keywords: Steam sterilizer, Outpatient clinics, Hospital,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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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멸균방법에는 물리화학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중의 하나인 스팀멸균은 압력을 가한
포화스팀 상태의 습열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미생물 파괴에 이용되고
있다[1-3]. 스팀멸균은 경제적이며, 독성이 없으
며, 쉽게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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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이용되고 있
다[3,4].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대형화됨에 따라

대상 및 방법

멸균의 중요성, 편의성, 소형국산 멸균기의 질 향
상 등으로 중앙공급실 이외의 부서들, 특히 외래

2,200병상 3차 의료기관의 외래와 검사실의 15

와 검사부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스팀멸균기를

개 부서의 자체보유 스팀멸균기와 멸균물품 관

보유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리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실 및 외래

나 멸균기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이 임시직이거

등 중앙공급실 이외에서 스팀멸균기를 보유하고

나 간호보조 인력인 경우가 많으며, 관리지침과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스팀 멸균기와 멸균물품

지식에 미숙한 상태로 근무에 투입이 되고 있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적용한 후의 결과

또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담자에 의하

를 분석하고 중재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보다는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순환근무 형식으

단일군 전후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로 관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정보

이다.

와 경험의 부족으로 멸균 과정의 오류를 간과하

중재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지속

거나 문제발생시 대처가 늦어지고, 멸균을 위한

적으로 수행하였다. 방문관찰을 통해 중재활동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로 멸균을 진행

체크리스트(Table 1)를 점검하였고, 교육과 재교

하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육, 현장교육,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부서 전담자

본 연구는 3차 의료기관인 연구대상 병원의 외래

에게 협조메일 발송, 유선통화, 멸균기 공급사에

와 검사실 15개 부서에서 보유하고 운영중인 22

게의 예방점검 요청 등의 활동이 필요시마다 수

대의 스팀멸균기를 대상으로 멸균기와 멸균물품

행되었다. 구조화된 중재활동 체크리스트는 Ru-

관리 향상을 위한 적극적 중재활동을 수행하였

tala and David [1], American National Standards

고, 중재 전반기과 후반기의 결과를 비교함으로

Institute [2] 등의 문헌을 참조하여 포장상태 점

써 외래와 검사실의 멸균기와 멸균물품 관리의

검, 멸균유효일 표기, 멸균유효일 준수, 멸균기의

업무 표준 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청결도, 멸균조건의 확인, 화학적지시계 사용유
무, 생물학적 지시계의 결과 등 총 7가지 문항으

Table 1. Sterilizer, sterilized items check-list
Year. Month. Date
.

.

.
Manufacturer
Sterilizer
Capacity
Decontamination
Dry
Condition
for
Sterile temp (oC)
sterilization Sterile time (min)
Dry time (min)
Grapht paper
Sterile
Pouch
item
Linen
packing
Hoil
condition
Non-packing
Linen-3 month
Record
of
Can-1 week
shelf-life
Pouch-6 month
Keeping expired dates
of sterilized items
Use of chemical indicator
1st
Results of
biological
2nd
indicator
3rd
Cleaning of sterilizer
Comment

A dept.
1

2

3

4

B
dept.

C
dept.

D E dept. F
dept.
dept.
1 2

G
dept.

H
K
I dept. J dept.
dept.
dept.

L dept.
1

2

3

M
dept.
1 2

N
dept.

O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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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실무 적용 전 감염관리전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의

문간호사와 멸균물품 관리부서인 중앙공급실 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멸균기의 일반적 특

간호사와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기술하였다. 총 관찰부서

포장상태 점검, 멸균유효일 표기, 멸균유효일

를 분모로 하여 중재 전반기 6개월과 중재 후반

준수, 화학적지시계 사용유무 등은 멸균한 물품

기 6개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포장상태

에 대한 측정이었고, 멸균기의 청결도, 멸균조건

점검, 멸균유효일 표기, 멸균기의 청결도의 중재

의 확인, 생물학적 지시계의 결과 등은 멸균기에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비교

대한 측정이었다. 멸균물품은 멸균물품 보관장에

하였고, 멸균유효일 준수, 멸균조건의 확인, 화학

보유중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전수 조사하였

적지시계 사용유무, 생물학적지시계의 결과는

고, 적합과 부적합의 기준은 15개의 부서단위로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산출하였다.
포장상태의 점검은 멸균을 유지할 수 있는 상
태인지가 주안점이었으며 포장의 훼손, 오물여부
와 포장방법의 적합성을 관찰하였다. 포장의 훼

결

과

1. 연구대상 멸균기의 일반적 특성

손은 종이나 멸균봉투에 구멍이 있거나 젖어 있

외래와 검사실의 22대 멸균기의 특성은 Table

는 경우 등이고, 오물은 사용 후 더러워진 방포

2와 같다. A사의 멸균기가 77.3%로 가장 많았다.

를 세탁하지 않고 멸균포장에 재사용한 경우 등

크기는 41 L, 21 L가 각각 40.9%, 22.7%로 많았

이고, 부적합한 포장방법은 날카로운 물품을 별

고, 250 L의 용량을 가진 경우도 18.2%인 것으로

다른 보호장치 없이 종이에 포장한 것 등이 해당

나타났다. 63.6%의 멸균기는 132 C의 온도로 작

된다.

동되었으며, 멸균시간은 5분이 54.5%로 가장 많

o

화학적지시계의 사용유무는 인식부족으로 또

았고, 30분이 31.8%로 그 다음이었다. 수술장처

는 기간직 조무원들의 교육부재로 멸균기를 자

럼 긴급멸균(Flash Sterilization) Cycle로 가동하는

체 보유하는 부서에서 화학적지시계를 청구하여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고 면 반창고 등으로 물품에 표시/고
정만하여 멸균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중재문항에 포함하여 관찰하였다.

2. 스팀멸균기와 멸균물품 관리의 효과
연구기간인 53주 동안 연구대상 15개의 부서

멸균기의 청소 상태는 도어가스켓에 끼어 있
는 물때와 이물질, 녹과 그을음 등 멸균기 내, 외
부의 오물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관찰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eam sterilizers
(N=22)

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2대의 멸균기를 보유하

Manufacturer

고 있는 15개 외래와 검사실을 대상으로 각 부서
의 책임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15
개 부서를 각각 주 1회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의

Capacity (liter)

내용을 관찰하고 확인하였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의 6개월을 중
재 전반기로 하고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의 6개
월을 중재 후반기로 구분하여 멸균기와 멸균물
품관리의 적합성 비율을 비교하였고, 월별로도
멸균기와 멸균물품관리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중
재 이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Chicago, IL,

Temperature (oC)
Sterilization
Time (mininute)

Classification

N

%

A
B
C
D
41
21
60
250
767
196
132
121
5
10
20
30

17
3
1
1
9
5
2
4
1
1
14
8
12
2
1
7

77.3
13.6
4.5
4.5
40.9
22.7
9.1
18.2
4.5
4.5
63.6
36.4
54.5
9.1
4.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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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onitoring by checklist (N=795)
Classification
Sterile item packing condition
Record of shelf-life
Keeping expired dates of sterilized items
Cleaning of sterilizer
Condition for sterilization
Use of chemical indicators
Results of biological indicators
*Chi-Square test;

1.
3.
5.
7.

Categories

First 6 months
n (%)

Later 6 months
n (%)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Inadequate
Adequate
Inadequate

354/405
51/405
363/405
42/405
375/405
30/405
372/405
33/405
403/405
2/405
390/405
15/405
401/405
4/405

382/390
8/390
384/390
6/390
387/390
3/390
384/390
6/390
388/390
2/390
386/390
4/390
387/390
3/390

(87.4)
(12.6)
(89.6)
(10.4)
(92.6)
(7.4)
(91.6)
(8.1)
(99.5)
(0.5)
(96.3)
(3.7)
(99.0)
(1.0)

(97.9)
(2.1)
(98.5)
(1.5)
(99.2)
(0.80)
(98.5)
(1.5)
(99.5)
(0.5)
(99.0)
(1.0)
(99.2)
(0.8)

P
<0.001*
<0.001*
<0.001†
0.001*
1.000†
0.130†
1.000†

†

Fisher’s exact test.

Sterile item packing condition
Keeping expired dates of sterilized items
Condition for sterilization
Results of biological indicators

2. Record of shelf-life
4. Cleaning of sterilizer
6. Use of chemical indicators

를 방문한 횟수는 총 795회이었다. 중재전반기 6

Fig. 1. Monthly number
of inadequate cases from
August 2007 to July
2008.

다(Table 3).

개월은 27주로 총 방문 횟수는 405회이고, 중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멸균조건의

후반기 6개월은 26주이고 총 방문 횟수는 390회

확인은 스팀멸균의 필수요소인 온도, 멸균시간,

이었다.

건조시간 등의 멸균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중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로 중재활동

요한 활동이었다. 거의 모든 부서가 멸균기의 초

이전과 이후의 비교에서 7항목의 중재활동 점검

기 설치 시의 사양대로 멸균조건을 변경하지 않

표의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관리상태가 통계적으

고 사용하고 있었고 변경하게 되더라도 멸균기

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5). 구체적으로 살

제조업체에 의한 예방점검이나 멸균기 수리 이

펴보면 포장상태는 적합이 87.4%에서 97.9%로,

후 전문가에 의한 변경이었기 때문에 통계에 유

멸균유효일 표기는 89.6%에서 98.5%로, 멸균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효일 준수는 92.6%에서 99.2%로, 멸균기의 청결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도는 91.6%에서 98.5%로, 화학적지시계의 사용

생물학적지시계의 결과는 일상적으로 음성으로

은 96.3%에서 99.0%로 관리 이행도가 증가하였

판별되었고, 양성일 경우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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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시적인 고장이나 멸균기의 에러 상황으로

정기적인 중재 활동이어서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서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었

제외하였으나 반복연구 시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주요한 중재활동이라고

중재활동 점검표에서 7가지 항목의 부적합 건

생각한다. 주 1회 관찰중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연구기간 동안 중재활

멸균업무를 수행하는 외래와 검사실 현장에서

동 효과의 흐름을 월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Fig.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1). 중재전반기인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

멸균업무가 담당자 없이 순환하면서 수행되는

월간의 부적합 건수의 감소율이 높았다.

부서는 상대적으로 관리의 정도가 미흡하였고
교육과 중재활동의 흐름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

고

찰

생하였다. 따라서 멸균업무 담당자를 정할 수 없
는 상황이라면 질 관리를 위하여 중앙공급실, 의

연구 대상 병원의 규모와 전반적인 중증도가
증가하면서 외래와 검사실의 멸균기와 멸균물품

공학과, 해당부서 책임자간의 연결을 공식화하여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그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근거에 기반한 지침이

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직원교육에 어려

정해져 있지 않아 멸균기와 멸균물품관리의 적

움이 있었다. 또한 지식과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합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였고, 실제 업무에서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작성된 체크리스트

적용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의 내용은 반복연구를 통하여 수정보완 되어야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육이 필요하였으며, 연구

하고, 교육내용도 표준화된 지침서로 재정비될

결과로서 또한 멸균기의 생물학적 모니터 적용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멸균기와 멸균물품

주기[5,6]에 따라 주 1회의 방문은 매우 적절하였

관리를 위한 요소로서 중재활동 체크리스트에 7

던 것으로 판단되었다[7].

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체크리스트의 다른 항목과 달리 생물학적 지

엄밀한 의미에서 이 7가지 문항이 멸균기와 멸균

시계의 사용 적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물품의 관리를 위한 모든 점검사항을 대표한다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대상 병원

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에서는 본 연구 이전에 이미 생물학적지 지시계

멸균처리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로 멸균과정을 확인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

세척단계에서부터 모니터가 되어야 하고[6,7] 멸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다른 멸균기

균 후의 보관상태도 관리항목으로 포함되어야

와 멸균물품관리 항목에 비하여 적합도가 중재

한다. 소독과 멸균을 진행하기 이전에 세척의 중

기간 중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물학적 지

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 수술간

시계 사용을 위하여 중앙공급실 간호사가 직접

호협회저널에 발표된 Cynthia (2008)의 고찰에 의

test-pack을 배부한 후 다시 배양결과를 확인하는

하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는 세척을 하지 않

방식으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각

고 고수준의 소독액에 물품을 침적시키는 것이

한 멸균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재기간 중

라고 하였다[8].

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래와 검사부서들의 준비실에 해당하는 오염
제거 장소에도 음압, 적정온도와 습도, 환기시설,

중재활동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모니터 하는

에어건(airgun)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멸

과정에서 교육자료 비치와 재교육으로 개선되지

균기 주변은 다른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

않는 경우 부서의 책임자에게 협조 메일을 발송

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멸균 후에는 멸균유지가

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과 재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비 멸균 물품과

실무자에 대한 교육, 부서 전담자에게 협조메일

구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관장이 구비되어야

발송, 유선통화, 공급사의 예방점검 요청 등은 비

한다[3]. 이상적인 시설과 재원의 확보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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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업에서 멸균업무를

적지시계 사용유무, 생물학적지시계 사용결과의

진행하는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적

항목이 포함되었다. 중재기간을 전반 6개월과 후

인 관심이 중요하다.

반 6개월로 구분하여 멸균기와 멸균물품관리 실

멸균기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중앙공급실의

태가 향상되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멸균기들은 화학적지시계(chemical indicators)를

결과: 12개월의 중재활동 이후 포장상태는 97.9%,

통한 확인, 생물학적지시계(biological indicators)

멸균유효일 표기는 98.5%, 멸균유효일 준수는

를 통한 확인, 물리적인 확인(physical indicators)

99.2%, 멸균기의 청결도 98.5%의 적합도를 나타

등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나[9], 국내 대부분의

내었고, 중재활동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외래나 검사실의 소형멸균기들은 자동화된 출력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증가를 나타

기능이 없는 멸균기들로서 물리적인 확인(physi-

내었다.

cal indicators)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결론: 자체 멸균기를 보유하고 있는 외래와 검

서 주 1회 생물학적 모니터가 현재로서는 주요한

사부서의 멸균기와 멸균물품 관리에 대한 체크

멸균확인 수단이지만, 추후로는 Process Challenge

리스트를 이용한 중재활동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Device (PCD)와 같은 최신의 모니터 방법들이 적
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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