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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modialysis room is the healthcare facility utmost demanding an infection control because dialysis patients have
chronic serious underlying conditions and high risks of bloodborne infection due to a indwelling intravascular catheter,
a frequent exposure to bloods or body fluids, and a blood transfusion as well as a hemodialysis room can be a mixing
vessel to encounter both hospital-acquired pathogens and community-acquird pathogens. Therefore the 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KOSNIC) purposed to develop a guideline for the infection control in a hemodialysis
room with support of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KCDC). This guideline was composed of 11 chapters
including vascular access control, dialysis water, microbiological and chemical monitoring of dialysis water and
dialysates, components and passage of dialysates, maintenance of dialysis machines, disinfection, waste management,
infection surveillance, aseptic techniques and standard precaution, environmental control, prevention of bloodborne
infections and 5 appendices composing basic infection control techniques. This is the first official guideline approved by
KOSNIC and KCDC of the infection control in a hemodialysis room in Korea. Here the guideline was published except
appendices and entire guideline including those can be downloaded on hompages of KOSNIC (http://www.kosnic.org/)
and KCDC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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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테터 제조사에 의해 카

서

론

테터 재질이 연고에 안전하다고 규정된 경우에
만 사용한다.

투석이란 신체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을 확산과

ㆍ중심정맥관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는 정

삼투현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며, 혈액투석이나

맥협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쇄골하 정맥보다

복막투석은 신장이 기능을 잃었을 때 시행된다.

경정맥이나 대퇴정맥을 사용한다.

혈액투석은 심혈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ㆍ환자들에게 혈관통로부위 감염의 증상과 증

투석에 관련되는 감염으로 혈관통로의 감염, 균

후(열, 오한, 투석적용 부위의 발적, 통증 또는 분

혈증, 혈액매개감염 등이 있으며[1-5], 복막투석

비물)를 교육하여 스스로 감염을 감지할 수 있도

의 경우 복막염[6,7]이 발생한다. 따라서 투석에

록 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투석을 실시할 때 철

ㆍ혈관통로에서 떨어진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저한 무균술을 준수하고, 적절한 기구의 멸균과

경우라도 병원균이 혈관통로로 전파되지 않도록

소독관리[8-11], 투석용수 및 투석액 관리[12,13],

가능한 빨리 원인균을 밝혀내고 치료를 실시한

적절한 환자 배치, 환자 및 의료인 교육, 정기적

다.

인 감염감시와 같은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함으
로서 투석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14-17].
본 지침서에서는 체계적인 투석실 감염관리를
위해 투석과정의 기본 구성요소 별 감염관리지
침으로 구성되었다.

ㆍ투석환자가 혈관통로부위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보고하도록 교육한다.

2. 혈관통로 무균술과 소독
ㆍ혈관부위를 처치하거나 카테터를 삽입하는
모든 경우에 최대의 무균술을 적용한다. 모자, 마

혈관통로의 감염관리
1. 일반적 지침
ㆍ카테터를 삽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멸균지침 등 감염관리교육을 철저히 한다.

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 및 대방포를 사용한다.
ㆍ피부에 캐뉼라를 삽입하기 전에 삽입 부위
를 확인하고, 관찰하고, 촉진해 본다. 삽입부위를
소독한 후 환자나 의료진이 캐뉼라가 삽입될 피
부를 만졌다면 다시 소독을 한다.

ㆍ카테터를 삽입할 때 피부소독을 철저히 실

ㆍ70%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에 2%

시한다. 5일 이상 사용하는 카테터는 항생제나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

소독제를 도포한 카테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nate)가 첨가된 피부소독제로 소독하거나, 70%

소아에서는 이런 카테터 사용이 검증되지 않았

알콜로 닦은 후 10% 포비돈(povidone iodine)으로

다[18,19].

소독하는 방법으로 피부를 소독한다.

ㆍ드레싱을 포함한 투석 카테터의 조작은 훈
련된 전문 의료인이 실시한다.

ㆍ가이드와이어를 교체할 때, 새로운 카테터를
만지기 전에 새 멸균장갑으로 교체한다.

ㆍ투석환자에서 3주 이상 카테터를 사용할 경
우는 커프가 있는 투석용 중심정맥관(cuffed CVC
dialysis) 카테터를 사용한다. 영구적인 투석을 위

주의점

해서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나 동

ㆍ70% 이소프로필 알콜에 2% 클로르헥시

정맥이식편(arteriovenous graft, AVG)을 사용한다.

딘 글루코네이트가 첨가된 피부소독제는 30초

ㆍ혈액투석 카테터는 투석에만 사용하고, 응급

이내의 빠른 시간 내에 작용하고, 소독한 부위

상황 외에는 채혈이나 혈액투석 이외의 용도로

의 항균효과가 48시간까지 지속된다. 소독액

사용하지 않는다.

을 피부에 도포한 30초 동안 앞뒤로 문지른다.

ㆍ혈액투석 용 카테터 주변에 사용하는 베타
딘 연고는 카테터 삽입 후나 투석 마지막 단계에

모두 건조시킨 후 소독액과 소독 부위를 다시
오염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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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알콜은 세균을 억제하는 작용시간이 짧
다. 캐뉼라 바늘을 삽입하기 1분 전에 문지르
면서 소독해야 한다.

③ 소독한 부위를 소독에 사용했던 솜이나
스왑으로 다시 닦거나 더럽히지 않는다.
④ 드레싱하기 전 완전히 건조한다.

ㆍ포비돈은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완전히
발휘되기까지 2-3분이 필요하므로 소독액을
도포한 후 캐뉼라 바늘을 삽입하기 전다 마를
때까지 2분 이상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ㆍ캐뉼라 삽입 시 의료진은 반드시 멸균장
갑을 착용한다. 캐뉼라 삽입 중 오염이 될 때
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4. 카테터 삽입 부위 드레싱을 하는 경우
ㆍ카테터를 교체할 때, 드레싱이 젖었거나 느
슨해진 경우, 오염된 경우, 카테터 삽입 부위를
관찰한 등의 모든 경우에 드레싱을 교체한다.
ㆍ청소년기 이상의 성인은 거즈드레싱은 2일
마다, 투명 드레싱은 적어도 7일마다 교환하도록

3. 투석용 카테터(dialysis catheter) 출구와
포트 카테터(port catheter)의 드레싱

한다. 소아는 카테터가 빠질 위험이 있다면 드레
싱을 유보한다. 터널 카테터나 이식된 카테터의
경우는 삽입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주 1회 정도

ㆍ카테터 출구와 포트 캐뉼라 부위(catheter ex-

주기로 드레싱을 교체하고(더 자주 교체하는 것

it site/port cannulation site)는 매 투석시 경험 있

은 권장되지 않는다), 완치된 이후는 드레싱을 할

는 의료진이 감염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필요가 없다.

ㆍ매 투석 시 카테터 출구의 드레싱을 교환하
고, 투명드레싱이나 멸균거즈를 사용한다. 단, 환
자가 땀이 많거나 혈액이 농이 스며 나올 때는
거즈드레싱이 권장된다.
ㆍ무균술을 적용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수
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카테터나 포트를
연결하고 분리하거나 드레싱할 때 멸균장갑을

5. 매 투석시 혈관통로 관리
ㆍ혈관통로를 만지기 전 손위생을 철저히 실
시한다. 장갑으로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다.
ㆍ투석할 부위는 투석전에 항균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스크럽을 한다.
ㆍ의료진은 매 환자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착용한다.

투석용수 관리
카테터 삽입부위 소독시 주의점

투석용수는 분말로부터 투석농축액 제조, 투석

ㆍ무균술을 적용한다.

액 제조 및 투석기 재사용을 위한 처리에 사용된

ㆍ장기간 유치 카테터 부위(long-term cathe-

다. 투석용수는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화학

ter sites)는 70% 알코올을 함유한 2% 클로르

적, 세균학적, 내독소에 의한 오염원이 제거되어

헥시딘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 소독제

야 한다[13,20].

에 민감한 경우 클로르헥시딘 수용액(chlorhexidine aqueous)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투석용수 처리 기구

ㆍ클로르헥시딘 수용액에 민감성인 경우는

ㆍ연수기(water softener)는 경수의 칼슘 및 마

포비돈 용액(povidone solution)을 사용할 수 있

그네슘 이온을 나트륨 이온으로 교체하여 연수

다.

를 만든다. 연수기의 레진은 염류를 공급하여 재

ㆍ피부소독은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생할 수 있다. 자동재생연수기(automatically re-

① 카테터 출구로부터 시작하여 원을 그리

generated water softners)는 재생하는 동안 고농도

면서 바깥쪽으로 소독액을 도포한다.

나트륨이 함유된 물이 투석용수 공급라인으로

② 10 cm 지름의 크기로 도포한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투
석용수의 나트륨 농도를 감시하는 모니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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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다. 또한 재생사이클을 조정하는 타이

하는 기능은 없기때문에 자외선 투과 후 울트라

머를 사용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필터를 사용하여 세균과 내독소를 제거해주면

ㆍ탄소필터(carbon filter)는 물속의 염소, 클로
라민(chloramine)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만, 많은

투석용수의 세균이나 내독소 검사를 수행할 필
요가 없다.

구멍과 유기물에 대한 친화력으로 세균과 내독

ㆍ내독소 제거 필터(endotoxin-retentive filter)는

소의 저장소가 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소독으로

작은 입자크기와 필터 표면의 부착능을 이용해

인한 교차감염 위험이 크다. 재사용을 하지 않고

적어도 1,000분의 1 이상으로 내독소의 농도를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소시킨다. 필터는 cross-flow 모드로 작동되는

ㆍ미립자필터(microfilter, ultrafilter)는 입자크기
에 따라 투석수 처리 시 손상을 일으키거나 파이
프를 막히게 하는 물질과 녹조류를 제거한다. 제
조회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필터를 소독하거나
교체한다. 소독 후 잔류소독제 등이 투석수 처리
지침에 적절한지 확인한다.

것이 권장된다. Dead-flow 필터는 내독소 및 세균
제거가 보증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

2. 투석용수 운반 및 저장 체계
ㆍ수송파이프는 금속인 경우 구리, 납, 아연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재질이 좋으

ㆍ역삼투압(reverse osmosis, RO)은 반투과성

며, 불필요한 파이프 라인이나 투석용수가 닿지

막을 통해 삼투압과 정수압을 사용하여 이온이

못하는 공간은 미생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

나 이물질 및 세균, 바이러스, 내독소, 전해질을

로 없어야 한다.

90-99%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조회사의

ㆍ파이프속의 물은 지속적으로 흘러야 한다.

권장사항에 따라 세척과 반투과성막의 정기적인

직접수송체계의 경우는 파이프 가장자리 끝의

교체가 필요하다. RO 가화학적 물질을 제거하는

속도가 최소한 초당 0.5 m, 간접수송체계는 루프

마지막 단계라면 전기저항과 거부율을 감시하는

(loop)의 근위부 속도가 초당 1 m 이상이어야 한

온라인장치가 있어야 하고 알람이 울려야 한다.

다.

또한 그 경우 용수가 배출되지 못하게 우회시키
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ㆍ저장탱크는 세균오염에 취약하므로, 필요하
면 가능한 작은 크기로 제작하는 것이 좋으며,

ㆍ탈이온기(deionizer)는 물에 녹아 있는 전해
o

정체하는 구역 없이 지속적으로 흐름이 유지되

질을 제거한다. 25 C에서 전기저항이 1 메가옴

어야 한다. 원뿔이나 사발모양으로 만들고 꼭지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는 배출되지 못

점에 출구가 있어야 한다. 출구에는 세균을 걸러

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알람이 울

주는 ultrafilter 등 세균오염을 방지하는 장치가

려야 한다. 탈이온기로 들어가기 전, 미리 탄소가

있는 것이 좋다. 세균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흡수되지 못하면, 암을 유발하는 nitosamines을

의 덮개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유입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탄소 필터

공기는 0.2 미크론의 소수성 필터로 걸러 주어야

를 먼저 거쳐서 탈이온기로 유입되어야 한다. 탈

한다. 탱크는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장치가

이온기가 화학적 물질을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있어야 한다.

단계라면 다음에 ultrafilter 등 세균이나 내독소를

ㆍ저장 탱크는 들여다보는 관이 있으면 안되
고,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관은 오염을 방지하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용수분배시스템에 방광

의 강도에서 세균의 99.9%를 살균한다. Pseudo-

탱크(bladder tank)를 만드는 것은 탱크 안쪽 소독

monas 균종은 UV에 의해 살균이 잘 되지만, UV

이 어렵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ㆍ자외선(ultraviolet, UV)은 30 milliwatt-sec/cm

에 저항성을 가진 일부 그람음성균은 물에서 증

ㆍ모든 파이프와 저장탱크는 정기적으로 소독

식할 수 있다. 254 nm의 UV는 클로라민을 염소

되어져야 하며, 세균수 50 CFU/mL, 내독소 1

와 암모니움 이온으로 바꾸어서 RO 막에서 효과

EU/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으로 제거되도록 만들어 준다. 내독소를 제거

ㆍ모든 파이프와 저장탱크 소독은 적어도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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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행되어져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
시 더 자주 수행한다.

실시한다.
ㆍ검체는 소독 전, 투석용수나 농축액으로 준
비되기 위해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 투석액 정화

투석액과 투석용수의
미생물학적, 화학적 감시

및 위생처리 중, 투석기에서 또는 해당 부위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ㆍ투석을 위해 준비된 투석용수, 투석을 마친

ㆍ투석액과 투석용수 관리를 담당자는 사전에

투석액, 투석기(hemodialyzer)의 재사용에 사용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미생

는 투석용수의 허용기준은 세균수 200 CFU/mL

물학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이하, 내독소(endotoxin) 2 EU/mL 이하이다(Fig. 1).

ㆍ투석에 사용되는 물처리 시스템은 설치 후

ㆍ투석액 및 투석용수(product water)에서 교정

처리된 물은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점

수준(action level: 더 높아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

검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

야 하는 오염농도)은 세균수 50 CFU/mL, 내독소

용자의 중요한 업무이며 책임이다.

1 EU/mL이며 신속하게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

ㆍ투석에 사용되는 모든 물은 AAMI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 기
준에 부합되어야 한다[12,13].

도록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Fig. 1).
ㆍ검사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반복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검

ㆍ사용자는 물처리 및 공급체계에 대한 모든

사를 실시한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균혈

지식을 알아야 하며, 투석을 위해 사용되는 물의

증이 발생하여 의사나 감염관리전문가에 의해

질적인 기준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알

의의가 제기되면 추가검체를 수집해야 한다.

아야 한다.
ㆍ투석액과 투석용수의 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부서
의 책임자에게 있다.
ㆍ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는 투석용수가 분
배되는 파이프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채취하며,
가능하면 재사용하기 위해 공급되는 배출구나
중탄산염(bicarbonate) 탱크 배출구에서도 검체를
채취한다.
ㆍ물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의심되면 RO수
제조 전후, 저장탱크 저장 후, 탈이온화 탱크 전
후, 물이 공급되어지는 다른 파이프까지 모두 검
체를 채취한다.
ㆍ투석용수 정화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서 class II 의료장
비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투석용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미생물 검사
는 적어도 월 1회 시행하며, 만약 교정범위를 벗
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실시해야 한
다.
ㆍ투석용수나 투석액 공급체계가 새로 설치되
거나 기존 시스템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검사결
과가 안정될 때까지 1달 동안 매 주마다 검사를

Fig. 1. Decision tree to evaluate culture results and initiate corrective actions for dialysis water and dialysa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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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균오염이 의심되나 배양 검사결과가 음성

- 혈액한천배지나 쵸코렛배지를 사용하면

이면 바이오 필름(biofilm) 유무를 확인한다.

안된다.

ㆍRO나 탈이온제가 이용된다면 적어도 매년

- 1 uL나 10 uL 루프를 사용하여 접종하면

화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하며, 만약 다른 투

검출한계가 1,000 CFU/mL나 100 CFU/mL

석수 처리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자주 실시해야

가 되므로 50 CFU/mL나 200 CFU/mL를

한다.

측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ㆍ화학적 모니터링 검사는 최소 1년에 한번 실
시해야 하며, 이동식 물 공급 체계나 화학적 오

ㆍ35-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집락
수를 센다.

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더 자주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ㆍ화학적 최대 오염기준은 AAMI 기준에 부합

ㆍ내독소는 LAL (Limulus amoebocyte lysate) assay로 검사한다.

되어야 하며, 탄소필터를 처음 설치시에는 적어
도 매 4시간마다 클로라민 농도가 AAMI에 부합

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12,13].

ㆍ투석에는 아세테이트(acetate)와 중탄산염(bi-

검체 수집 방법
ㆍ투석용수: 투석용수가 운반 시스템을 거
치기 전에, 용수가 직접 용출되는 꼭지(tap)에
서 수집한다. 채취용기는 멸균되고 내독소가
없어야 하며, 알콜이 적셔진 멸균거즈로 꼭지
를 닦은 후 알콜이 증발하도록 기다린 후 수
집한다. 세제류나 다른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
는다. 용수꼭지를 열고 샘플 수집 전 60초간
투석용수를 흘러 보내고, 최소 50 mL를 받는
다.
ㆍ투석액: 투석액 흐름을 멈춘 후 배출구로
부터 포트(port)를 분리한다. 이 순간에 투석액
샘플 채취 포트에 주사기를 사용한다. 검체채
취 포트는 알콜로 소독하고 건조시킨다. 30
mL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석액을 흡인한 후
버리며, 새로운 멸균 주사기로 약 25 mL를 뽑
아내독소가 없는 멸균 용기에 수집한다.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ㆍ검체는 무균의 내독소가 없는 용기에 담
는다. 검체 채취 후, 30분 이내에 배지에 접종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지체 시 냉장 보관한
다. 냉장 보관은 24시간까지 가능하다.
ㆍ피펫을 사용하여 0.1 또는 0.5 mL를 tryptic soy agar에 접종하여 배지 표면에 고루 펴
바른다.

carbonate) 농축액이 사용된다. 아세테이트 농축
액은 산성으로 대부분의 세균들이 성장하지 못
한다. 그러나 중탄산염 농축액은 세균이 성장하
고 내독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액상의 경우 유
효기간 동안 세균수 200 CFU/mL, 내독소 2
EU/mL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중탄산염 농
o

축액의 세균수 측정을 위해서는 30-35 C에서 72
시간 동안 배양해야 한다.
ㆍ중탄산염은 일회용 묶음으로 제조된 중탄산
염을 개별 용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혼합 탱크 안
에 혼합하거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혼합한다.
희석은 가능한 투석시작 시점에 가깝게 한다, 남
은 중탄산염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버리거나
AAMI 허용기준(세균수 200 CFU/mL, 내독소 2
EU/mL)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만 사용한다.
ㆍ혼합탱크 소독은 세균성장을 적절히 예방하
는 간격으로 실시한다.
ㆍ투석과정의 소독은 적어도 하루 한번 이상
실시하며, 소독액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면 탱크
안의 물이 사용되기 전에 소독하고, 소독 과정
중에 있거나 밤새 고여 있던 물은 사용하지 않는
다.
ㆍ혼합과 소독에 관한 정보는 매 주기마다 시
간표에 기록한다.
ㆍ중탄산염 혼합용기는 재사용 시 관련 튜브
까지 완전히 비우고 처리된 물로 씻어내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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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시 내부까지 공기로 건조한다.
ㆍ중탄산염 혼합용기는 투석기 표면을 닦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 소독

투석기에는 순환방법에는 재순환법(recirculating), 일회통과 재순환법(single pass-recirculating)

한다.
ㆍ만약

2. 순환방법(fluid pathways)

표백제(bleach;

락스)가

사용된다면,

및 한번만 통과되는 일회통과법(single-pass) 등

AAMI에서 권고되는 1:100 희석용액(자유 염소농

세 종류가 있다. 재순환법 장비는 투석하는 동안

도 300-600 ppm)을 30분정도 접촉한다.

투석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투석용수가 순환하

ㆍ자동화된 중탄산염 혼합시스템인 경우 제조

는 것이다. 일회통과 재순환법 장비는 저장소가

회사의 권고사항을 따르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

있어서 지속적으로 신선한 투석용수를 부분적으

면 하루의 과정이 끝날 때 소독을 실시한다.

로 교체하는 것이다. 일회통과법은 일단 배출된

ㆍ투석액은 처리된 투석용수(treated water)에
아세테이트나 중탄산염이 혼합된 것으로 운반이

용수는 버리는 것이며, 이 방법의 세균오염 수준
이 가장 낮다.

나 혼합과정에서 세균과 내독소의 오염이 우려

ㆍ재순환법에서 통로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는

된다. AAMI에서는 매월 투석 도중 또는 투석이

처음 사용하기 직전과 매 환자 사용 후 즉시 소

끝날 때, 투석액이 투석기를 나가는 시점에 투석

독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순환 과정 중 투석액이

액을 채취하도록 권고한다. AAMI에 각각의 투석

혈액에 노출되었다면 혈액매개감염을 방지하기

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간격에 대한 자세한 권

위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고사항은 없으나 매월 적어도 두 대의 투석기에

ㆍ일회통과법에서는 투석액이 혈액에 노출되

서 검체가 채취되어야 하며, 각 투석기는 최소

어도 오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

매년 한 번씩은 검체가 채취되어야 한다.

문에 기계내부의 통로를 소독할 필요가 없다.

ㆍ투석액의 세균수는 200 CFU/mL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수의 투석기가 있는 부서는

ㆍ투석기의 외부 표면은 매 환자마다 청소하
고 1:100 희석한 락스로 소독되어야 한다.

매월 일정한 수의 검체가 채취되어야 한다. 만약

ㆍ내부 투석액, 투석액이 농축되는 통로, 그리

정규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집락된 환자감

고 물 또는 투석용수가 들어오는 파이프나 튜브

염이 발생할 경우는 더 자주, 더 많은 수의 검사

는 소독을 한다. 열을 이용(＞80 C, ＞176 F) 하거

가 시행되어야 한다.

나 표백제,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과초산

ㆍ투석액 검체가 교정수준 이상의 결과가 나
온다면, 재검사를 실시하고, 소독과 검체채취 과
정과 소독과정의 점검, 지난 3개월간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의 평가를 실시한다.

o

o

(paracetic acid), 글루탈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를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사용한다.
ㆍ투석기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은 기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역주입 방지 체계가
있어야 한다.

투석기
1. 혈액펌프(blood pump)
혈액펌프는 안정되고 정확한 혈류흐름 속도를

투석과정에서의 소독
1. 소독제의 종류

유지하면서 환자의 혈액을 펌프나 투석기로 보

ㆍ글루탈알데하이드(glutaraldehyde-based), 과초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 중 막히거나 압

산 계열(peroxyacetic acid) 소독제: 제조회사의 권

력이 가해져서 투석기 막이 파열되거나 튜브가

장사항대로 사용하면 기계의 부식작용이 없고

파열되어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혈액에

효과가 좋다.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반드시

ㆍ염소계열 소독제(chlorine-based disinfectant;

개인보호 장비(방수용 가운, 마스크, 눈 보호기)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bleach): 정해진 농도

를 항상 착용한다.

로 사용하면 대부분 투석과정에서 편리하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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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지만 환경에서의 유해성이나 잔류염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의료진에게 교육한다.

부식작용이 문제가 되므로 소독제 사용 후 20-30

ㆍ식염수 재순환을 위해 혈관 라인을 다시 구

분 이내에 적절한 헹굼과정이 필수적이다. 헹굼

성하는 동안에 동맥라인 연결부위로부터 WHO

과정에 사용되는 물에 그람음성균이 있을 경우

를 분리하지 않는다. 대신 WHO와 접촉된 끝부

하루동안 증식이 가능하므로 투석을 마친 후 보

분을 만지지 않고 동맥라인 연결부위로부터 주

다는 시작하기 전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의 깊게 돌려서 빼내야 한다.
ㆍWHO는 미생물 성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밤

다.
ㆍ포르말린(formaldehyde) 소독제: 부식기능이

동안 5.25% sodium hypochlorite로 직접 소독한다.

없고, 소독효과의 지속작용이 우수하여 기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석기 속에 남아있어

환자감시

도 된다. 발암물질이며,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
ㆍ투석 기간 동안 모든 환자는 부작용이 있는

어 환경에 위해하다.
ㆍ고온소독법(hot water disinfection system): 투
o

지 감시가 필요하다.

석을 실시하기 전 80 C 이상의 뜨거운 물을 전체

ㆍ투석 기간 동안 모든 의미 있는 임상적인 변

투석기에 통과시키면 세균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화는 기록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되고 조치

조절할 수 있다.

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재사용(reprocessing)과정

ㆍ오존 소독법(ozone disinfection system): 제조
회사에서 권고되는 농도로 투석용수 저장기나

을 마친 투석기의 사용으로 발생이 의심되는 모
든 문제는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 체계에 오존을 공급하여 세균증식을 조절

ㆍ모든 환자는 투석 전과 투석 후 반드시 체온

할 수 있다.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오존 수준은

을측정해야하며, 겨드랑이 체온이 37.8oC (100oF)

0.5 ppm이 권장된다. 소독 이후 잔류 오존 농도

이상인 열이 있거나, 오한 및 투석 후 다른 설명

는 0.1 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오존 소독

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시 투석수 처리, 투석장비,

을 사용 시, 오존생성기 근처에 공기 중 오존 모

투석과정 및 투석기 재사용 과정이 평가되어야

니터설치를 권장한다. OSHA에서는 공기 중 오존

한다.

의 최대 허용농도치가 8시간동안 0.1 ppm이며,
15분 동안 0.3 ppm을 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

무균술과 표준주의

다.
ㆍ무균술을 시작하기 전과 투석을 시작하기

폐기물 처리와 혈액이 묻은 튜브관리

전에 손씻기는 필수적이다.
ㆍ멸균용액은 사용하기 직전에 개봉한다.

ㆍ투석기를 전처리하는(priming) 동안 정맥 튜
브가 폐기물 통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ㆍ여과장치를 통과한 폐기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하고 장갑을 교체한다.
ㆍ여과장치를 통과한 폐기물을 담는 통은 매
일 오염물을 제거한다.
ㆍCOBE Centry system 3의 폐기물처리옵션

ㆍ다용량 바이알(multidose vial)을 사용 시 천
자부위는 소독제로 반드시 닦는다.
ㆍ의료진은 환자와 환자 사이에 반드시 손을
씻고 새 장갑을 착용한다.
ㆍ의료진은 투석 시 표준주의를 준수해야 한
다. 필요시 방수용 가운, 장갑, 마스크 및 보안경
을 착용한다.

(waste handling option, WHO)를 사용하는 투석실

ㆍ투석 시 혈액에 오염된 지역은 감염의 우려

은 배관의 역류를 시험하기 위해 WHO 밸브의

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각각의 투석 공간은

작동능력을 제조회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매일

의료진이 이동하기 쉬어야하고, 환자 사이의 청

점검한다.

소와 소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유지가 필

ㆍWHO 사용과 관련된 디자인, 작동, 유지와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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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석실의 침대와 의자는 매 환자마다 소독
제로 표면을 닦는다.
ㆍ투석기의 표면은 매 환자마다 소독제로 표

투석실에서 혈액매개 질환의 예방
1. 일반적 지침
ㆍ의료진은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한다. 혈액이

면을 닦는다.
ㆍ투석 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환자사이에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일회용이 아닌 물품을 재사용 시 멸균이나
소독을 시행한 물품을 사용한다.
ㆍ집에서 투석하는 환자들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체액에 노출 우려 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로 방수성 가운, 장갑,
마스크, 고글이나 눈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ㆍ혈액이 떨어지면 장갑을 착용한 후 즉시 중
간 수준의 소독제나 1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를
혈액 위에 부어둔 후 린넨이나 휴지 등을 이용하
여 혈액을 덮어 스며들게 하여 닦아낸다. 오염된

기타 환경 관리

부분을 모두 닦아낸 후 눈으로 보이는 혈액이 없
을 때 다시 한 번 새 린넨이나 타올 등을 이용하

ㆍ투석용수 정화 및 저장 탱크는 책임자가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ㆍ탈이온화기 작동이 끝나거나, 저장탱크의 물

여 오염된 부위를 소독하고 닦아낸다.

2. 투석실에서 간염구역

이 적으면 투석용수 처리지역뿐 아니라 환자가

ㆍ투석실에서 B형 간염의 전파사례가 보고되

치료받는 지역에도 알람이 설치되어 소리가 들

었고, 따라서 감염예방 지침이 정기적으로 엄격

려야 한다.

히 검토되어야 한다.

ㆍ투석용수가 흐르는 모든 파이프는 흐르는

ㆍ각각의 투석실 스테이션 근처에 장갑을 준

방향과 내용물이 라벨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조

비하고, 장갑을 벗은 후, 환자와 접촉한 사이 및

회사에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요 투

손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 손씻기를 수행한다.

석용수 체계에 장비명 뿐 아니라 기능, 작동 원

ㆍ투석실에 비치된 어떤 항목의 물품이라도(기

리, 및 해결 불가능한 문제 발생 시 행동 방법을

계 표면을 포함하여), 일반지역으로 다시 반환되

명시해야 한다.

거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
척과 소독과정이 이루어지거나 1회용으로 버려

혈액이나 감염물질이 쏟아진 곳에 대한

져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약과 물품(주사기, 알

처치

콜솜, 테이프, 드레싱 등)도 버려져야 한다.
ㆍ청결과 오염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ㆍ장갑을 착용하고 보호장비(예: 집게, sharps
container)를 사용한다.
ㆍ결핵균, HIV, HBV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

공동으로 사용되는 카트, 트레이는 감염구역에서
투약준비나 물품공급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제나 염소계 소독액을 사용하여 소독한다.
ㆍ소량이 쏟아졌을 때(＜10 mL)는 염소계
소독제를 1:100으로 희석하여 닦고, 다량인 경
우(＞10 mL)는 1:10 희석액을 먼저 사용한 뒤
다시 1:100 희석액으로 닦아낸다[9].
ㆍ다량의 혈액이나 체액이 쏟아졌을 경우는
흡수력이 있는 티슈나 거즈 등으로 닦은 후
포장해서 표기한 후 폐기한다.
ㆍ이러한 업무를 하는 동안은 보호장갑과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한다.

3. 혈액매개감염 관련 검사
ㆍ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들은 모두 HBV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면역상태를 확인한다.
ㆍ만성 투석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HBV (HBsAg,
total anti-HBc, anti-HBs), HCV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
ㆍAnti-HCV 음성이나 지속적으로 ALT 수치가
비정상인 환자들은 HCV RNA 검사를 한다.
ㆍ투석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HDV, HIV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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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mL 미만)는 매달 HBsAg 검사를 시행한다.

를 할 필요는 없다.
ㆍ투석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B형간염 예

ㆍHBsAg 양성 전환이 있을 경우 관련 원인을

방접종 후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이외의 정기적

확인하고,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면 추가 환자

인 HBV, HCV, HDV, HIV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한다.
ㆍHBsAg 양성 환자는 별도의 장비, 물품 등이

4. B형간염 예방접종

준비된 별도의 분리된 B형간염 환자 전용 공간

ㆍB형간염 항체가 없는 환자와 직원들은 모두

에서 투석을 시행한다. B형간염 환자를 담당하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예방접종 시 삼각

간호사는 감수성이 있는 환자들을 담당하지 않

근에 근육주사 한다.

는다.

ㆍ예방접종을 실시한 모든 사람은 마지막 접
종 1-2개월 후에 anti-HBs 검사를 실시하여 접종
결과를 확인한다. 항체가가 10 mIU/mL 이상이면

ㆍB형간염 환자에게 사용한 투석기는 재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ㆍ만성B형간염 환자는 감염관리를 위한 정기
적인 추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반응자로 평가한다.
ㆍB형간염 백신 미반응자는 3회의 접종을 한

ㆍ매년 anti-HBs 항체가 10 mIU/mL 이상이면

번 더 실시하고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한다. 두

서 anti-HBc 음성인 환자들에게 부스터 접종 필

번째 접종에서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anti-HBs 검사를 실시한다.

는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

anti-HBs와 anti-HBc 모두 양성인 환자는 정기적

ㆍB형간염 백신 반응 환자들은 매년 anti-HBs

인 추후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B형간염에 면역

검사를 실시한 후 항체가가 10 mIU/mL 미만으로

력이 있으므로 B형간염 환자와 감수성 환자 사

떨어진 경우에는 B형간염 부스터 접종을 하며,

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B형간염 환자와

부스터 접종 후 항체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공간뿐 아니라 직원까지 공유할 수 있다.

ㆍB형간염 항체 양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

ㆍAnti-HBc가 양성인 환자는 총 anti-HBc와

하지 않으며, 매년 항체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IgM 항체검사를 실시한다(Table 1). 총 anti-HBc

한다.

가 음성이면 감수성이 있는 환자로 판단하여 예

ㆍ적절한 항체가 없는 직원에게는 혈액매개주

방접종을 시행한다. 총 anti-HBc 양성이고 IgM

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출 시 즉시 조치를

anti-HBc 음성이면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재예방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접종 후 anti-HBs가 10 mIU/mL 미만이면 HBV
DNA 검사를 한다. HBV DNA가 음성이면 감수

5. B형간염 예방 및 관리[21]

성 있는 환자로 보고 HBsAg 검사를 매달 시행한

ㆍB형간염에 감수성이 있는 환자(항체가 10

다. HBV DNA가 양성이면 과거 감염 혹은 낮은

Table 1. Recommended tests and periods for hepatitis B virus and hepatitis C virus monitoring in hemodialysis patients
Immune status
All patients
HBV-susceptible patients
(antibody titer ＜10 mIU/mL)
Anti-HBs-positive (antibody titer
≥10 mIU/mL)/anti-HBc-negative
Anti-HBs-postive/anti-HBc-postive
Anti-HCV-negative

Before start*

Monthly

Biannually

ALT

HBsAg

Annually

HBsAg, anti-HBc (total),
anti-HBs, anti-HCV, ALT

Anti-HBs
No more periodic monitoring of HBV
ALT
Anti-HCV

*Before starting hemodialysis.
Abbreviation: HBsAg,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ti-HBc, antibody to hepatitis B core antigen; Anti-HBs, antibody
to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ti-HCV, antibody to hepatitis C viru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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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만성 감염으로 보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

면 노출된 환자에 대해 감염예방조치를 취한다

지 않다. 총항체와 IgM anti-HBc가 모두 양성이

[22,23].

면 최근 감염환자로서 4-6개월 후에 anti-HBs 검
사를 시행하며, 추가로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
지 않다.

6.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9. 기타 미생물 감염 예방 및 관리
일반적인 격리주의 및 감염관리에 준한다.
모든 비경구 투여 약은 일회용으로 소분된 제
품을 사용한다[23].

ㆍC형간염 감염환자는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
며, 투석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

요

약

ㆍ매달 ALT 검사를 시행하면 조기에 감염 발
견을 위해 좋으며, 이유 없이 ALT가 상승하는 경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우가 아니면 6개월마다 anti-HCV 검사를 시행해

있는 상태에서 혈관에 유치도자를 가지고 있고,

도 충분하다. Anti-HCV가 음성이나 ALT가 지속

투석 중 혈액과 체액누출이 빈번한 점, 수혈을

적으로 높으면 anti-HCV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받는 경우가 많은 점 등 혈류감염의 위험성이 높

HCV RNA 검사를 고려한다.

기 때문에 의료관련감염에 취약하다. 또한 혈액

ㆍAnti-HCV 양성 전환 환자가 발생하면 투석

투석환자들은 장기적으로 투석실을 이용함으로

실에서 전파되었는지 확인하고, 투석실에서 전파

써 병원감염의 병원균과 지역사회감염의 병원균

되었다면 anti-HCV 검사를 자주 시행하도록 한

이 만나서 섞여 혼재하는 곳이다. 이에 대한병원

다.

감염관리학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에 의해 투

7. D형간염 예방 및 관리
ㆍD형간염 감염 발생이 거의 없으므로 정기적
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석실에서 표준감염관리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이
지침은 투석용 혈관통로 감염관리, 투석용수관
리, 투석액과 투석용수의 미생물학, 화학적 감시,
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투석기, 투석과정

ㆍ환자가 D형간염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증거

에서의 소독, 폐기물 처리와 혈액이 묻은 튜브

가 있다면 B형에 감염된 숙주에게서 HDV가 복

관리, 환자감시무균술과 표준주의, 기타환경관리

제되므로 delta 항체 검사가 필요하다.

등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감염관리

ㆍD형간염 환자는 다른 투석환자들과 격리해
야 한다.

8. HIV 예방 및 관리

술기를 위한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
침은 국내에서 최초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승인한 투석실의 표준
감염관리지침이다. 여기에서는 부록을 제외하고

ㆍ표준주의와 일반적인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지침서를 출판하며, 전문은 대한병원감염관리학

감염예방조치로 충분히 HIV 감염을 예방할 수

회(http://www.kosnic.org/)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

있고 정기적인 HIV 감염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지(http://www.cd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ㆍHIV에 감염된 환자를 다른 환자들로부터 격
리하거나 투석기를 분리하거나 담당 의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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