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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status of infection control during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November 2009 at the 100 hospitals designa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as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treatment institutions.
Results: In 32.3% of the hospitals, the ventilation system of the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isolation ward
was separated from the hospital’s ventilation system. With regard to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ile caring
for patients with H1N1 infection, during usual patient contact, masks were always worn by all medical staff at all the
hospitals; however, medical staff at 38.7% and 51.6% of the hospitals did not wear gloves and gowns, respectively.
During aerosol-generating procedures, some medical staff wore surgical masks, whereas medical staff at 10% and
23.3% of the hospitals did not wear gowns and protective goggles, respectively. In all, 64.5% of the hospitals responded
that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KCDC were insufficient for reference purposes in actual practice.
Conclusion: Some of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treatment institutions are believed to be inadequate in
facilities, infection control during patient treatment,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mong their efforts to prevent
transmission in hospital. In preparation against the outbreak of similar disease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guidelines highly applicable by medical staff, to secure exclusive spaces and personnel for treat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nd to develop personal protective gear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s.
Keywords: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Infection control, Isolation

류와 가금류, 돼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켜 왔으

서

론

며[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은 1997년
홍콩에서 종간 벽을 뚫고 사람을 직접 감염시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 세기 동안 각종 조

이래,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
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2]. 2009년 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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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플루엔자 H1N1은 사람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두 감수성이 있는 돼지 내
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것으로 인
간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변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었다[1,3].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은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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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 미국 캘리포니아 10세 남아에서 처음 확인
되었으며, 곧이어 멕시코에서 854명의 폐렴 환자
및 59명의 사망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세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자료 수집

계적인 관심을 끌었다[4]. 2009년 12월 3일 기준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전 세계 207개 이상 국가 및 커뮤니티 연구 보고

11월 20일까지이었으며,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시

에서 66만 2,482명 이상의 환자가 확인되었다[5].

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치료 거점 병원

서 집계한 환자는 실제 환자의 극히 일부분으로

500여 개 중 대한 감염관리간호사회 회원이 근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감염자의 집계

하는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

를 중단하였고, 각국의 제한된 공중 보건 인력과

지, 자료의 비밀 유지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

의료 자원을 감염자의 전수 확진과 방역에 소모

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설명서, 설문지

하지 말고 중증 환자와 비전형적 증례의 감시와

와 반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으로 보냈고 회수율

치료에 집중하도록 권고하였다[5]. 따라서 많은

은 31%이었다.

국가들이 증상이 가벼운 개개인의 사례에 대한
통계는 집계하지 않아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WHO에서 개발한 2009년 대유행 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2일 첫 확진 환자

플루엔자 H1N1 환자용 체크리스트와 문헌 고찰

가 발생한 후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을 통하여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감염관리

환자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 11월 28일 기준

전문 간호사 5인과 감염관리전공 교수의 검토를

58,006명이었으며, 2009년 8월 15일 최초 사망자

거쳤다.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

가 발생한 이후 2009년 12월 1일 기준 117명이

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사망하였다.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

병원 종류와 위치, 입원 병상 수, 음압 유지 병

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에서는 2009년

상 수, 감염 관리 담당 부서와 인력, 2009년 대유

4월 28일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예방

행 인플루엔자 H1N1 대책팀 구성과 전담 의료인

및 환자 관리 지침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개정

지정 여부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의심 환자

하여 2009년 10월 26일 6번째로 개정하였다[6].

병원 방문시 진료 안내 포스터나 홍보물, 의심

또한 효과적인 중증 환자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

환자 병원 방문시 진료 시행 공간에 대하여 질문

망 등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등 국가 비축 의

하였다. 격리 입원실 지정 여부 및 시설(샤워실,

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2009년 대유행

탈의실 포함), 운영 지침, 공조 및 물품 관리, 전

인플루엔자 H1N1 치료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운

담 의료인 지정, 환자 진료할 때 사용하는 개인

영하였다.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이

보호 장구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직원 관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유행 파고의 정점을 지

리, 정보 획득, 정부 제공 지침의 충분성에 대해

나면서[7] 많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서는 병원 직원 교육 및 관리(증상 모니터, 예방

병원 내에서의 감염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접종, 의심자 자택 격리), 관련 정보 획득원, 정부

되었다. 이에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제공 지침의 충분성과 부족 사항 등을 질문하였

치료 거점 병원들의 감염관리 시설, 감염관리 지

다.

침, 진료 현황 등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연
구를 수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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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직접 안내하는 병원은 15곳(53.6%)이었다(Table 2).

1. 응답 기관의 특성

3. 입원 환자 관리

병원의 형태는 대학병원 16곳(51.6%), 종합병

격리 입원실의 환기는 10곳(32.3%)에서 병원

원 14곳(45.2%)이었고, 지역은 서울ㆍ경기에 위

공조와 분리된 환기 장치를 설치하였다. 격리 입

치한 병원이 12곳(38.7%), 영남이 10곳(32.2%), 충

원 병동에 의료진을 위한 샤워실이 마련된 병원

청과 호남이 각각 4곳(12.9%)이었다. 2009년 11월

은 9곳(29%), 탈의실이 마련된 병원은 11곳

조사 당시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은 26곳(83.8%)

(35.5%)이었다. 의료 장비를 격리 입원실 전용으

이었다.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대책

로 구비한 병원은 19곳(61.3%)이었다(Table 3).

팀은 30개(96.8%)의 병원에서 구성하였고, 전담

환자 처치시 개인 보호 장구는 통상적 접촉시

의료인은 27개(87.1%)의 병원에서 지정하였다

가운은 51.6%, 장갑은 38.7%가 착용하지 않았으

(Table 1).

며, 체액 접촉시 수술용 마스크는 25.8%, 가운은

2. 외래 환자 관리

87.1%, 장갑은 100%의 병원에서 착용하였고, 에
어로졸이 발생하는 처치시(흡인, 기도 삽관, 심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환자 안내 포

폐 소생술, 기관지 내시경, 부검 등) N95 마스크

스터나 진료 지침은 31곳(100%)의 병원에서 구

는 80%, 가운은 90%, 장갑은 100%의 병원에서

비하였고, 30개(96.8%)의 병원에서 2009년 대유

착용하였다. Level D 수준(머리부터 손목과 발목

행 인플루엔자 H1N1 의심 환자 진료를 위해 별

까지 덮고 재질은 바이러스 불침투복으로 된 일

도의 진료 공간을 마련하였고, 진료소로 직원이

회용 보호복, 고글, N95 마스크, 라텍스 장갑, 일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s included in the survey (N=31)
Characteristics
Hospital type

Location

Number of inpatient beds

Negative-pressure room
Infection control unit
Full-time staff
Staff at infection control unit

Infection control doctor
Specialty of infection
control doctor

PI response team
Designation of medical personnel for PI
Abbreviation: PI,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N (%)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Seoul, Gyeonggi
Yeongnam
Chungcheong
Honam
Gangwon
1,000-2,000
500-999
≤499
Yes
Yes
Yes
One registered nurse
Two registered nurses
Over than 3 registered nurses
Medical technologist
Yes
Infectious diseases
Pulmonology
Laboratory medicine
Others
Yes
Yes

16
14
1
12
10
4
4
1
6
16
9
26
31
30
19
7
5
3
28
17
5
3
3
30
27

(51.6)
(45.2)
(3.2)
(38.7)
(32.2)
(12.9)
(12.9)
(3.2)
(19.4)
(51.6)
(29.0)
(83.8)
(100.0)
(96.7)
(61.3)
(22.6)
(16.1)
(9.7)
(90.3)
(60.7)
(17.9)
(10.7)
(10.7)
(96.8)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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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nagement of outpatients (N=31)
Characteristics
Posting behavioral guides or posters
Posting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notice
Method of PI clinic guidance

Establishment of a quarantined PI clinic
Location of the clinic

Prepared spaces (multiple responses)

N (%)
Yes
Yes

31 (100.0)
29 (93.5)

By providing informative notice for suspected patients
Accompanied by the staff who contacts the patient first
Use both kinds of guidance
Yes
Outside the hospital building
Annexed buildings
Within the hospital building
Patients waiting room
Consultation room
Restroom
Bathroom
Examination room
Anteroom
Others

18
15
4
30
18
7
5
25
29
9
1
8
2
8

(58.1)
(48.4)
(12.9)
(96.8)
(58.1)
(22.6)
(16.1)
(80.6)
(93.5)
(29.0)
(3.2)
(25.8)
(6.5)
(25.8)

Abbreviation: PI,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Table 3. Management of inpatients (N=31)
Characteristics
Location of the PI patients’ isolation room
Operating policy of vacant patients’ isolation room
Full-time staff
Ventilation

Policy of using separate equipment within
the quarantined wards
Shower room within the quarantined ward
Dressing room within the quarantined ward

N (%)
Inside the hospital building
Outside the hospital building
Maintain it as it is
Convert it to other facilities on request
Yes
Ventilation system separated from the
hospital’s ventilation system
Using the hospital’s ventilation system
Using the auxiliary ventilation system
Using the windows of patient rooms after
shutting down the hospital’s ventilation system
Yes

30
1
16
15
16
10

(96.8)
(3.2)
(51.6)
(48.4)
(51.6)
(32.3)

Yes
Yes

9 (29.0)
11 (35.5)

13 (41.9)
7 (22.6)
1 (3.2)
19 (61.3)

Abbreviation: PI,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회용 덧신으로 구성)의 보호 장구를 통상적 접촉

상 발현 후 7일간 자택 격리를 실시하였다. 2009

시, 그리고 체액 접촉시 착용하는 병원이 각각 1

년 11월 조사 당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든

곳(3.2%)이었다(Table 4).

병원에서 접종하였고, 28개의 병원(90.3%)에서

4. 병원 직원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병원은 23곳(74.2%)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Table 5).

5. 정보 획득원과 정부 제공 지침의 충분성

이었으며, 직원이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에 대한 정보

H1N1에 이환될 경우 30개의 병원(96.8%)에서 증

를 KCDC 홈페이지에서 얻는 병원은 31곳(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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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licy of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N=31)
Usual contact

Devices
Mask

Gown

Head cover

Gloves

Eye protection

Boots
Shoe cover
Level D PPE

N95 mask
Surgical mask
Dusk mask
N100 mask
N95 or surgical
Disposable vinyl
Disposable surgical
Not worn
Vinyl or surgical
Disposable cap
Cap
Not worn
Latex gloves
Poly gloves
Not worn
Latex or poly gloves
Goggles
Face-shield
No eye protection
Worn
Not worn
Worn
Not worn
Worn
Not worn

Body-fluid contact

Aerosol-generating procedures*

N

%

N

%

N

%

5
14
1
1
10
9
4
16
2
3
0
28
5
13
12
1
2
1
28
1
30
1
30
1
30

16.1
45.2
3.2
3.2
32.3
29.0
12.9
51.6
6.5
9.7
0
90.3
16.1
41.9
38.7
3.2
6.5
3.2
90.3
3.2
96.8
3.2
96.8
3.2
96.8

15
8
0
0
8
22
3
4
2
5
0
26
16
13
0
2
10
3
18
1
30
1
30
1
30

48.4
25.8
0
0
25.8
71.0
9.7
12.9
6.5
16.1
0
83.9
51.6
41.9
0
6.5
32.3
9.7
58.1
3.2
96.8
3.2
96.8
3.2
96.8

24
0
0
0
6
21
5
3
1
9
1
20
21
7
0
2
18
5
7
3
27
3
27
5
25

80.0
0.0
0.0
0.0
20.0
70.0
16.7
10.0
3.3
30.0
3.3
66.7
70.0
23.3
0.0
6.7
60.0
16.7
23.3
10.0
90.0
10.0
90.0
16.7
83.3

*One hospital that had no experience with aerosol-generating procedures was excluded.
Abbreviation: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able 5. Management of hospital staff (N=31)
Characteristics
Staff education
Contents of staff education

Daily monitoring of suspected symptoms
Isolating the exposed staff for 7 days (at home)
Vaccination for seasonal influenza
Plan for PI vaccination

N (%)
Yes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Diagnostic criteria
Laboratory test
Treatment method
Guide to prevent infection
Laundry and disinfection process
Laundry/tableware/medical waste treatment process
Others
Yes
Yes
Yes
Yes

31
31
31
31
31
31
30
29
10
23
30
31
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8)
(93.5)
(32.3)
(74.2)
(96.8)
(100.0)
(90.3)

Abbreviation: PI,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대중 매체에서 얻는 병원은 20곳(64.5%), 보건소

서 활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병원이 20

및 다른 병원 사례를 참고하는 병원은 각각 15곳

곳(64.5%)이었다.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48.4%)이었다. KCDC에서 발표한 지침이 실무에

입원 환자 관리 부분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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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ource of information for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and suggestions for future management (N=31)
Characteristics

N (%)

Information source for PI (multiple response)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KCDC
are sufficient?
Reasons for insufficiency (multiple response)

The infection control at your hospital is adequate?
Reasons for inadequacy (multiple response)

Homepage of the KCDC
Mass media
Public health center
Other hospital cases
Specialized books
CDC, APIC
Yes

31
20
15
15
14
1
11

(100.0)
(64.5)
(48.4)
(48.4)
(45.2)
(3.2)
(35.5)

Facilities
Management of inpatients
Administrative measures
Infection control
Yes
Facilities
Management of inpatients
Infection control during the treatment of patients
Administrative measures
No response

13
14
13
10
4
22
18
13
11
1

(65.0)
(70.0)
(65.0)
(50.0)
(12.9)
(84.6)
(69.2)
(50.0)
(42.3)
(3.2)

Abbreviations: PI, influenza A pandemic (H1N1) 2009; 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PIC, 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70%), 시설 부분이라고 응답한 병원은 13곳

수 있는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65%), 행정 조치 부분이라고 응답한 병원은 13

2003년 SARS 유행 시기에 SARS로 추정 및 의

곳(65%)이었다.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심되는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은 전국 22개로 그

의 병원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불충분

중 13개(59.1%)가 대학병원, 1개(4.5%)가 종합병

하다고 응답한 병원은 27곳(87.1%)이었으며, 불

원, 8개(36.4%)가 국ㆍ공립 의료원이었다. 보건

충분한 부분은 시설 부분이라고 응답한 병원은

당국에서 지정한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22곳(84.6%), 입원 환자 관리 부분이라고 응답한

H1N1 치료 거점 병원도 대부분이 종합병원이었

병원은 18곳(69.2%),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 부분

고 연구 대상 선정에 한계가 있지만 대학병원이

이라고 응답한 병원은 13곳(50%)이었다(Table 6).

16곳(51.6%), 종합병원이 14곳(45.2%)으로 이 연
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

찰

2003년 SARS 유행 시기에 당시 입원실이 준비
되지 않은 병원 1곳을 제외한 16개 병원 중 음압

2003년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severe acute res-

병실이 있는 병원이 1곳(6.2%)이었다. SARS 전

piratory syndrome, SARS)은 30개국에서 8,096명

담 의료진을 구성한 병원은 14곳(82.3%)이었으며

의 환자가 발생하여 774명이 사망하였다. 국내에

이 중 SARS 환자만을 진료하게 되어 있는 병원

서도 3례의 추정 환자, 17례의 의심 환자가 발생

은 2곳(14.2%)이었다[8]. 2009년 11월 조사 당시

하였다. 감염시 사망률이 높고 치료제도 없었기

31개 병원 중 27곳(87.1%)에 총 329개의 음압 병

때문에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와 비교

실이 있었고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처

자 전담 의료인을 지정한 병원은 27곳(87.1%), 이

음으로 인류를 위협한 신종 감염병으로 호흡기

중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환자만을 진

를 통해 감염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신종

료하게 되어 있는 병원은 16곳(51.6%)으로 2003

감염병에 대한 두 차례의 대응 현황을 비교하여

년에 비해 시설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개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선되었다.

84

임도연/정재심/박진희/우준희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환자가 입원

부검 등)시 24곳(80%)의 병원에서만 N95 마스크

했을 때 병원 환기는 가능한 최대로 환기시키고,

를 착용하고 6곳(20%)의 병원에서는 N95 마스크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처치는 환기가 잘 되는 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으로

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7]. 그리고 감

나타났다.

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제한된 격리 물품을 효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진료 지침에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는 환자 처치에 따라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직원의 수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서 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 Zamora 등은 두 가

담 의료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9].

지 종류의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전ㆍ후 피부의

전담 의료인이 없는 경우 전담 의료인이 있는

오염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개인 보호 장구를 착

경우보다 더 많은 의료인이 감염병에 노출될 확

용했다가 벗었을 때 목 앞쪽, 전완, 손목이 오염

률이 높아지고 원내 전파의 가능성이 더 커지므

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0]. 그리고 Conly는

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병원 직원은 접촉 전파되는 질환보다 공기나 비

2003년 SARS와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에 대해 전파 위험성을

H1N1는 경한 증상부터 호흡 부전 등의 심한 증

더 느낀다고 보고했다[11]. 446명의 병원 직원을

상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였다. 호흡 부전에

대상으로 수술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 착용에

이르면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인공 호흡기 치료

따른 인플루엔자 감염률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를 받게 된다. 중환자실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에

두 그룹에서 인플루엔자에 걸린 확률이 같았지

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이 이루어진다[8]. 중환

만[12], 기도 흡인을 할 때와 같은 위험한 시술을

자실에 재원한 다른 환자들은 대개 고령이거나

할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추천하고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저 질환들을

있다[13].

가지고 있다. 중환자실 내에서 적절하게 격리 또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은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는 주의 업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중환자실의 의

없는 위험에 대한 마지막 개인 방어선이므로 직

료진과 다른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착용

[8].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경증 환자는 자택

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9]. 선행 연구

격리를 시키고, 이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중

결과를 참조하면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고

증 환자만 입원시키는데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입

하더라도 개인 보호 장구와 신체 일부가 오염되

원해 있는 종합병원보다 중소 병원 중 전문 병원

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 보호 장구

을 지정하여 국가적인 격리 병실 시설을 확충하

의 올바른 착용 및 제거법에 대한 교육과 이행이

고, 인력 및 물자 등을 지원하고 언제든지 대처

중요하며 제거 후에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모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이

도록 해서 병원 내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발생하

다. 또한 지정 병원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해야 할 것이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사람의 건강 상태에

2003년 SARS 유행 시기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따라 예방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 데 65세 이하의

마스크, 장갑, 가운 등의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주와 항원주의 일치시

잘 이루어졌는데 일개 병원에서는 라텍스 장갑

70-90%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폴리 비닐 장갑을 사용

미국에서 의료인의 예방 접종률은 34%이었다

한 곳이 있었다. 2개의 병원에서는 고글을 착용

[14]. 2009년 11월 조사 당시 계절 인플루엔자 백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 예방 접종은 31곳(100%)의 병원에서 실시하

는 곳이 1곳(6.3%), ‘고글이 없어서’가 1곳(6.3%)

였고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백신 투여

이었다[8].

예정인 병원은 28곳(90.3%)으로 선행 연구에서보

이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처치(흡

다 높은데 이는 KCDC에서 두 가지 예방 접종을

인, 기관 내 삽관, 심폐 소생술, 기관지 내시경,

다 받도록 권고했고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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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대한 백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립과 대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2003년 SARS 유행 시기에 7곳(46.5%)의 병원

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09년 대유행

에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정

인플루엔자 H1N1 치료 거점 중 일부 병원만을

부에서 제시한 지침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내용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어 연구

이 적합하지 않거나 환자 진료시 발생하는 여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다.

[8].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에 대처하기
위해 KCDC에서 발표한 지침의 내용이 실무에

요

약

참고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답한 병원은 20곳
(64.5%)으로 2003년에 비해 더 높았다. 결과에서

배경: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치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거점 병원들의 감염관리 시설, 감염관리지침, 진

유는 지침이 자주 변경되어 혼란스럽고 현실과

료 지침 등 대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맞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하고 잘못

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2009년 대유

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2009년

행 인플루엔자 H1N1 치료 거점 병원 중 100곳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의 병원 내 전파를 예방

대상으로 2009년 11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하기 위한 대책 중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다.

이 시설이라고 응답한 병원은 22곳(84.6%), 환자

결과: 격리 입원실의 환기 장치가 병원 공조와

진료시 감염관리라고 응답한 병원은 13곳(50%),

분리된 병원은 32.3%이었다. 2009년 대유행 인플

입원 환자 관리라고 응답한 병원은 18곳(69.2%),

루엔자 H1N1 환자의 일상적인 진료시 마스크는

행정 조치라고 응답한 병원은 11곳(42.3%)이었

모든 병원에서 착용하였지만 장갑은 38.7%가, 가

다. 또한 결과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국

운은 51.6%가 착용하지 않았다. 에어로졸이 발생

가 정책과 병원 정책, 인력과 마스크를 포함한

하는 처치시에 20%의 병원에서 수술용 마스크와

물품, 환자와 보호자 및 방문객의 협조 등이 불

N95 마스크를 선택해서 착용하도록 하였고 가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 10%가, 안구 보호구는 23.3%의 병원에서 착

일선에서 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가 많

용하지 않았다. KCDC에서 발표한 지침의 내용

이 존재하므로 정부에서는 병원 및 각 전문가 단

이 실무에서 참고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체와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감염병

병원은 64.5%이었다.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론: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치료

거점 병원들 중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 내 전파를

전문가 및 학회 단위에서는 정부 및 다른 학회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시설, 환자 진료시 감염

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양

관리, 행정 조치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

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해

었다. 추후 유사한 질환의 유행에 대비하여 정부

야 할 것이다.

차원에서 의료진이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병원 단위에서는 올바른 손위생과 개인 보호

지침 마련 및 감염성 질환자 전용 진료 공간과

장구에 대한 착용법 및 탈의법과 질환별 전파 경

인력을 확보하고, 개인 보호 장구 지원 및 관리

로에 따른 격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시하고 추후 유사한 질환의 유행에 대비하여 모
의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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