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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감염예방을 위한 정맥관 유지관리 기준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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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1, 감염내과2 

 혈류감염예방을 위한 지침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절차는 구체

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시의 절차는 상대적으로 구체적

이지 않다.  

 본원 혈류감염 발생현황 분석 시 중심정맥관 삽입보다 유지관련 

혈류감염 비율이 높으며, 말초정맥관 관련 정맥염이나 혈류감염도 

발생하고 있어, 혈류감염예방을 위해 정맥관 유지관리 기준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병동 환자 대상 혈류감염감시 시행하였고, 감염감

시  자료 분석과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혈류감염 발생 현황을 분석

하였다. 

 2019년 7-8월 중시정맥관 보유환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간호

사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주 1회 병동과 중환자실을 순회하여 

정맥관  관리현황과 삽입부위를 관찰조사하였다.  

 중심정맥관 드레싱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드레싱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라운딩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의학과, IV전담간호사, 감

염내과, 간호부 등 관련 부서와 세미나를 통해 정맥관 유지관리 

기준을    개발하였다.  

1. 병동 혈류감염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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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관 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한 후 2020년 8월 조사 결과, 출혈

이나 삼출물로 드레싱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2019년 12.4%에

서 3.5%(3/86)으로 감소하였다. 세부적인 수행률과 혈류감염 감

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중심정매관 드레싱 술기가 복잡하고 숙련도가 필요하여, 매년 

교육이 필요한 인턴보다 중심정맥관 드레싱을 전담하여 환자의 

피부상태에 따라 드레싱 재질을 선택하고 삽입부위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숙련된 전담자가 필요하겠다.  

• 중심정맥관 보유환자 중 45.9%(111/242)가 PICC 삽입환자로 최근 PICC 

삽입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9.7.31시점) 

• 2019년 병동 혈류감염감시 결과 42.9%(9/21)이 PICC관련 혈류감염이었

다 2. 중심정맥관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 

• 중심정맥관 중 12.4%(45/362)가 출혈이나 삼출물로 젖어 드레싱을 교환

해야 하는 경우로 관찰되었고, 고정장치(stat lock)를 교환하지 않아 오염

된 경우도 많았다 

3. 정맥관 유지관리 기준 개발  

• PICC 드레싱 방법 개발  

• PICC드레싱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카테터가 삽입부위에서 움직인 경험 : 1-2cm 43%(85/200), 3cm이상 1%(2/200) 

 고정장치 교환 경험 없음 71%(141/199) 

 피부보호패드 사용 경험 없음 69% (133/194) 

 고정장치 교환 시 카테터 고정고리를 열어 카테터를 분리하기 어려움 

31%(43/140) 

 반창고를 부착하여 드레싱 중 카테터가 움직이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테가덤을 위쪽 방향으로 제거하여 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드레싱 전과 후에 카테터 길이를 줄자로 측정하도록 하고, 길이 변화 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고정장치가 삽입부위와 가까워 고정장치 오염 시 삽입부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고정장치와 삽입부위를 2cm 이상 거리를 두기로 하였다 

 고정장치를 드레싱 시 교환할 수 있도록 고정장치 여유분 구비하도록 하

였다 

• 중심정맥관 드레싱 교환 기준 개발 

• 말초정맥관 교환 및 중재가이드 개

발 

 주의관찰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 교환이 필요한 경우, 즉시 교환이 필요

한 경우 3단계로 구분  

P-06 

• 중심정맥관에서 혈액배양 검체채취 시 extension line의 3 way에서 소

독하지 않은 상태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 검체채취는 중심정

맥관과 연결된 라인에서 시행하고, 중심정맥관을 통해 약물이 주입되

고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line을 정리한 후에 인턴이 검체채취를 하

도록 변경하였다   

• 정맥카테터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봉합이 필요 없는 고정장치를 사용

하도록 미국 CDC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고정장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고 비급여제품으로 비용이 비싸서 오염시마다 교환하기가 어려움. 출혈

이 심하여 고정장치가 오염되는 경우에는 suture하여 카테터를 고정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채혈○ 

× 

• 삼출물의 양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줄자를 이용하여 삽입부위로부터 삼출

물의 지름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CHG테가덤의 젤이 삼출물을 흡수하는 양을 고려하여 1cm 미만인 경우 주

의관찰, 1cm이상-2cm미만인 경우 24시간 이내 교환, 2cm 이상인 경우 

즉시 교환하도록 하였다 

 주의관찰이 필요한 경우, 말초정맥관 교환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 및 중재

가 필요한 경우 3단계로 구분 

• 정맥관 삽입부위 확인시점을 명확히하고 의무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  

• 정맥염이 의심되는 경우, 정맥관 제거부위를 하루동안 관찰하고 이상여부

를 기록하고, 필요 시 얼음찜질을 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