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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감시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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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s unlikely to end soon, and hospitals face a high risk of
exposure to COVID-19 and nosocomial infections. Therefore, strengthen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CP)
strategies are crucial. Here, we share our experience of activities implemented by an infection control surveillanceworking group (ICS-WG) and the introduction of a hospital emergency code for patients requiring screening for
COVID-19, which were established at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This hospital applies multi-step processes to
identify patients who must visit the outdoor screening clinic for COVID-19 testing, instead of entering the hospital
building. However, some of these patients inevitably end up inside the hospital building. To solve this issue, we
implemented a process to announce the emergency code (“code apple”) and have the medical personnel escort
such patients to the outdoor screening clinic. This process was useful in protecting the hospital from unnecessary
exposure to COVID-19. The ICS-WG was assigned to conduct the surveillance of ICP practices, patrol the hospital,
and recommend improvements for any practices that did not adhere to the guidelines. The ICS-WG also developed
a checklist as a monitoring tool for ICP practices. The checklists were distributed to the infection control coordinators
who were assigned to monitor their team’s ICP practices and report to the ICS-WG. Overall, we believe that code
apple and the ICS-WG are effective strategies in improving ICP practices of COVID-19 at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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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1] 이후 우리나라
를 비롯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2]. 한국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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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염이 일어나다가, 최근에는 산발적 감염 및 해외유입 사

빈 공간으로 환자를 격리한 후 방송으로 코드애플이 발효되

례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3]. 전 세계적으로는 8월

었음을 알리고, 이를 듣고 출동한 보안요원과 보호구를 착용

2일을 기준으로 총 216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

한 의료진이 정해진 동선에 따라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

는데, 관련 검사를 통해서만 약 1,700여만 명의 확진자와

하여 최대한 원내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코

6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2]. 한국에서는 8월

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언제든 코드애플이 발효될 수 있기 때

2일 기준 총 14,366명이 확진되었고, 300명 이상이 사망하

문에, 병원에서는 관련 프로세스 매뉴얼과 보호구를 담은키

였다[4]. 이런 시점에,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준비대응팀이 코

트(‘애플키트’로 명명함)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각 진료과에

로나19의 종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아[5] 불안감

배포하였다. 코드애플은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많이 발생하고 역학적 관계가 불분명한 환자가 속출하던 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병원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

나 이의 원내 유행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들에게 원내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가톨릭대학

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교 은평성모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이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6]. 하지만 진료가
재개된 후에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항암환자, 혈액투석 환

감염관리감시단의 역할 및 구성

자의 치료를 비롯해 장기 이식 및 암 수술 등을 활발히 진
행함과 동시에 음압병상을 확충하여 코로나19 환자도 진료

원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하고 있다[7,8]. 그 과정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강화함은 물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져야 하고, 원내

론 감염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한 감염관리감시단을

감염관리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조직하였다[7,8]. 또한 코로나19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서

19가 유행하기 전에는 감염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곳

발열 또는 호흡기 환자의 원내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곳을 방문하여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점검활동을

자체 응급코드인 ‘코드애플(Code Apple)’도 개발해 운영하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부터 감염관리실은

고 있다[8,9]. 이에 감염관리감시단 활동 및 응급코드를 운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결정 및 자문, 지침

영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개발 및 개정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했다. 이에 감염관리감
시단이 현장을 순회하며 기본 방역수칙 및 원내 감염관리 지
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을지적하고

응급코드: 코드애플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감시단은 이러한 점검활
동을 위해 환자 선별, 개인보호구 등의 지침 준수에 관한 코

병원 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문진을 실시해 코로나19와 역
학적 관계가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로나19 감염관리 감시 점검표(이하 점검표)를 개발하였다
(Table 1).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체온의 변화가 있거

감시단은 의사, 팀장 직급 이상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병

나 허위로 답변하는 사례들도 있어, 유증상자가 원내에 출입

원행정관리자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원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들 중 상당수는 원내 감염관리실의 업무나 PI(performance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선별진료소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improvement) 위원직을 겸하고 있었다. 감염관리의사 중

가 원내에 진입한 경우 병원 자체의 응급코드인 코드애플을

한 명이 단장을 맡고 감염관리실장이 고문을 맡았으며, 총

발효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진료과 내의

세 개의 팀으로 나뉘어 1팀은 병동, 2팀은 외래, 3팀은 검사
코로나19 감염관리감시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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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cklists for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of COVID-19
Category
Patient screening

PPE for HCW

감염관리감시단 활동 1단계

Details
Triage is prepared to detect symptomatic patients.
Alerts (signs or posters) are shown with instructions for patients with fever or
symptoms of respiratory infection.
Alerts (signs or posters) are shown with instructions for patients with fever or
symptoms of respiratory infection.
Patients with fever or respiratory infection symptoms are urgently reported to
health professionals.
Isolation rooms are prepared for patients found to have fever or respiratory
infection symptoms.
Hand sanitizer is prepared during triage.
Body temperature of patients’ caregivers are checked twice a day.
Surgical masks are provided to HCWs.
All of the HCWs are wearing surgical masks.
HCWs who are likely to be exposed to COVID-19 are wearing N95 masks.
Seal check is performed when donning an N95 mask.
HCWs involved in procedures producing respiratory droplets or body fluids are
wearing goggle or face shields.
HCWs involved in procedures producing respiratory droplets, body fluids or
blood are wearing gowns.
HCWs who may touch blood or body fluids are wearing gloves.
Gloves are changed if a different procedure starts or contact with an infectious
agent takes place, even if the patient involved is the same.
Gloves are changed for every patient.
Room for doffing PPE is prepared.
PPE is discarded as soon as doffing is completed.
PPE is always ready for use.
Instructions on how to don and doff PPE is posted.
PPE is prepared for code apple announcement.

Hand and
respiratory
hygiene

Information on respiratory etiquette is posted.
All patients and visitors are wearing facial masks.
Hand sanitizer for patients and visitors is available in waiting areas.

Equipment
reprocessing

Specified PPE is worn when cleaning equipment.
A manual for cleaning equipment is prepared.
Component, concentration, manufactured date, and expiration date are marked
for disinfectants.
Disinfectants are well sealed and appropriately kept.

Environmental
cleaning

Cleaning is conducted as scheduled.
There is no dirt on furniture, lights or equipment.
Isolation room for patients with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is cleaned after use.
Cleaning starts from clean areas and continues onto dirty areas.
Cloths for cleaning are checked.
Floors are thoroughly cleaned.

Disposal of medical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disposal are prepared.
waste
Disposal vinyl bags are placed in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and removed
before full.
Specified PPE is worn when handling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Educating HCW

HCWs have received education on and are well-acquainted with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HCW are well-acquainted with code apple.

Social distancing

Alerts on social distancing are posted.
Social distancing is maintained

감염관리감시단의 활동 1단계는 각
팀이 매일 또는 주 2-3회 병원 곳곳을
다니며 점검 활동을 한 시기로, 진료를
재개한 3월 9일부터 4월 초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감시단은 원내를 순회하면서
기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시행 점검, 원내 감염
관리 지침 및 점검표 준수 점검, 그 외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 파악 등의 활
동을 하였다. 순회 현장 대상은 병원 전
체 시설로,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단
기입원실, 진료과 외래, 각종검사실, 선
별진료소 및 안심진료소, 응급의료센
터, 주차실 시설 및 출입구, 행정사무실
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콜
센터, 폐기물 처리실, 미화대기실, 보안
사무실, 부대시설(식당, 편의점, 커피가
게, 제과점)도 점검하였다. 현장 순회는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
다. 감시단은 매일 또는 주 1-2회 회의
를 열어 순회 때 각 현장에서 요청한 개
선사항과 개선 여부 등을 공유하였다.
회의에는 관련자문에 응하기 위해 감염
관리실의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감염관리감시단 활동 2단계
감염관리감시단 활동 2단계는 감염관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CW, healthcare worker.

리 코디네이터(infection control coordinator, ICC)가 지정된 이후의 시기로,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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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그 외 부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각 팀에서는 각각 팀

관리감시단의 1단계 활동이 진행될 때 감염관리가 일상화

장과 간사 한 명씩을 지정해 활동하였다(Figure 1).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감시단이 매일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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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매주 열

Group
director

리는 진료개시준비단 상황실에 보고하
고 개선안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Consultation

General administrator

(director of
infection control unit)

(general administrator and
team 3 administrator
concurrently)

감시단은 ICC의 활동과는 별도로, 무작
위로 감시 대상이 되는 방문 장소를 선
정한 후 불시에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Team 1

Team 2

Team 3

Charge of inpatient department

Charge of outpatient department

Charge of laboratories and
other department

(team leader/administrator
/team member)

(team leader/administrator
/team member)

(team leader/administrator
/team member)

감염관리감시단 활동의 효과

Figure 1. Organization of infection control surveillance-working group.

감염관리감시단의 활동은 원내 감염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Characteristics
Sex
Age (yr)

Working experience (yr)

Professions

Total

Male

하였다.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를 통

No. of
respondents

%

해 교직원들의 감염관리 인식을 향상시켰고, 감염관리 점검

7

16.3

Female

36

83.7

30–39

3

7.0

현안들을 빠르게 해결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이는 감시단 및

40–49

23

53.5

ICC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

50–59

16

37.2

≥60

1

2.3

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장의

된 ICC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되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1

2.3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되었으며, 관련 자료

11–20

12

27.9

30

69.8

는 Google 설문시스템을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 및 수거되었

≥21
Nursing

31

72.1

<10

Administrative

2

4.7

Clinical supporting

8

18.6

Others

2

4.7

43

100

다. 응답자는 총 43명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응
답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ICC 활동을 통해 귀하의 감염관리 인식
이 상승되었나’ 라는 질문에 72.1%가 상승되었다고 응답하
였으며, ‘ICC 활동이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었나’ 라는 질문에
66.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

전 병원을 순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의 대

은 점검활동을 하면서, 부서마다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사

안으로 ICC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각 부서마다 책임

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려는 모습을(대기의자 재배열, 입원

자 역할을 하는 팀장 또는 유닛(unit) 책임자 총 46명이 ICC

및 외래환자 동선 분리 등) 목격하였는데, 이는 감염관리 인

의 직책을 맡아 감염관리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식이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응급실에

로 한 것이다. 감시단은 ICC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서는 자체적으로 보호구 관련 배너를 설치하여 응급실 근무

하였고, 교육을 받은 ICC는 점검표를 바탕으로 본인의 부서

자들뿐만 아니라 잠시 진료를 보는 의료진도 보호구 지침을

또는 다른 부서(교차 모니터링)의 감염관리 행위를 점검하

준수할 수 있게 하였고, 호흡기 병동에서는 각 병실 앞에 보

고, 점검사항을 감시단에 보고하였다. 감시단은 ICC의 보고

호구를 준비해 두어 의료진이 지침에 맞게 보호구를 착용할

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였다.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 역시 감염관리 인식이 상승한 결과

또한 ICC가 감염관리에 관한 문의나 요청사항을 보내면, 회

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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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of opinions on performance as an ICC
Variable

Category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고를 받은 감시단의 개선안을 찾는 프
No.

%

로세스가 현장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나

Did the ICC performance raise
your awareness on ICP?
(n=43)

Yes

31

72.1

No

9

20.9

3

7.0

Was the ICC performance
helpful in improving ICP
practice? (n=42)

Yes

28

66.7

No

6

14.3

이 외에도, 점검표 항목 중 ICC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

8

19.0

이 관찰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환경 및 폐기물관리

Did you use the checklist in
surveillance? (n=43)

Yes

33

76.7

No

9

20.9

(44.2%)와 개인보호구(27.9%)라고 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위생

Do not know

Do not know

Do not know
Was the checklist useful in
surveillance? (n=42)
Which category in the checklist
was most often used in
surveillance? (n=43)

1

2.3

Yes

27

64.2

No

13

31.0

Do not know

2

4.8

Patient screening/
social distancing

4

9.3

PPE

타낸다. 현장의 현안은 물품 구비, 소독제 관리 지침 통일 문
제등으로 다양하였다.

및 호흡위생 준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져야 하지만,
환경 및 폐기물 관리나 개인보호구 관련 사항은 환자를 진료
하는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점검표의 사용이 이

12

27.9

Hand and respiratory
hygiene

8

18.6

Equipment
reprocessing

0

0

19

44.2

4

9.3

19

44.2

염관리 지침을 공유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병
원 내에서 근무하는 간병, 미화, 보안, 입점업체 등과 관련

Environmental
cleaning or disposal
of medical waste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Lack of equipment
for failure to adhere to the
Inadequate staff
guideline? (multiple) (n=43)
Time constraints

에 관한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등으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 근거 자료를 제
시하지는 못했지만, 감시단이 외주업체 직원의 주요 근무장
소인 미화휴게실, 보안사무실, 하역장, 식당, 편의점 등을
방문하여 기본 방역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원내 감

12

27.9

Lack of details in
guideline

16

37.2

Not well acquainted
with guideline

26

60.5

에 걸릴 경우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28

65.1

게 감염관리지침을 전달하거나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3
12

7.0
27.9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방역

For any problems you faced
Yes
during ICC performance
No
(questions or requests), was it
Do not know
solved rapidly? (n=43)

ICC, infection control coordinator; ICP,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된 다양한 외주업체 직원들은 환자와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수칙 교육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세밀한 대응체계
를 구축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시단은 시
간이 흐르면서 방역 수칙의 준수 정도가 약해질 수 있음을

감시단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준수해야 할 지침들이 많

고려해 점검활동 중에 복도, 로비 등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아지면서 쉽게 누락되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구성원마다 효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손 소독을 하지 않는 모

과적인 감염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확인한 후,

습을 볼 때마다 직접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런 활동 역시 의

공통된 점검기준인 점검표를 제공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

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무증상 환자가 속출

답자의 64.2%는 ‘점검표가 감염관리 감시활동 시 유용했나’

하는 시기에 코로나19의 원내 전파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였으며, ‘점검표를 활용하고 있나’

으로 판단된다.

라는 질문에는 76.7%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감안할 때, 점검표는 감염관리 점검의 공통된 기
준으로써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과제

또한 ‘ICC 활동시 문제(문의 및 요청사항 등)가 신속하게
해결되었나’ 라는 질문에 65.1%가 신속하게 해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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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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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기적으로 감염관리 지침과 점검표를 개정하고, 미흡

이다. 본 저자들의 경험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계획

한 부분들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ICC에 대한 교육

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지침 불이행의
원인으로 60.5%가 지침의 숙지 부족을 지적한 만큼, 지침의
공지방식이나 관련 교육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찾아보기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관리; 병원감염;
점검표

병원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감염관리 수준을 유지하
고 어떠한 유형의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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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과 원내 유행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은평성모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
강화하고 감염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한 감염관리감시단
을 조직하여 운영했다. 이 논문은 감염관리감시단의 활동과 운
영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
응하기 위한 감염관리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병원에 적용할 감염관리 방향을 제시
할 수 있고,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