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신속한 환자관리와  

법정감염병 신고 누락 지연 및 지연 건수 감소 활동 
                                                                                 

  이 경 일 
                                                                                   

 01. 활동배경 

감염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환자 발생 및 관리에 있어서 늦은 대처와 감염의심 및 환자의 감염정보 

공유가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 및 직원이 아무런 준비없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로 인해 환자 및 직원 감염노출을 예방하

고 법정감염병 신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03. 결과 

 04. 결론 

 02. 방법 

감염 의심/확진 환자 발생시 담당진료부가 아닌 원무과에서 환자 팩스 신고 하는 시스템에서 감염관리실에서 신고 하

고 공휴일 또는 연휴 발생시 경유 부서가 응급실이므로 응급의학과 진료의에 의해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 후 응급

실 원무과에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공휴일 누락 건을 해결하였으며 외부의뢰 검사에 의존이 높은 병원으로 검사 결

과지를 팩스로 전달 받은 후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과 내용 전달의 어려움과 직원 성향에 따라 감염성 질환 결과 통보 

지연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외부 검사 결과값을 전산실 협조하에 Interface 되도록 하였으

며 감염프로그램 항목에 감염질환 관련 검사 처방 항목을 연결하여 근무 중 검사 결과 확인을 함으로 신속한 결과 확

인과 감염성 질환 관련 검사 이상결과 발견시 감염관리실로 연락 하도록 진단검사실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법정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 발생시 경고창을 통해 환자 기록하여 pop-up을 통해 감염질환 정보를 공유 함으로 환자 관리 및 

직원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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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병원 감염관리실 

중재 활동 전 법정감염병 신고 117건 중 즉시신고 61건, 지연신고 56건으로 지연율이 48%였으며 보건소 미신고 조

사 요청 36건이었으나 중재 활동 후 총 129건 중 즉시신고 126건, 지연신고 3건으로 지연율이 2.3%였으며, 지연신고 

총 3건은 모두 연휴동안 발생된 건수로 확인되었다. 이후 의료진 교육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도 즉시신고 100%로 향

상되어 법정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으로 신속한 대처와 즉시신고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전산연결 프로그램 개발비 발생으로 자동신고시스템을 추진하진 

못하였지만 진료의 신고로만 환자발생을 확인할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검사항목을 감염프로그램에 연

결하여 매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발생 유무를 확인 후 관련 부서에 feedback 함으로서 감염관리실에서 항상 환자

관리를 하고 있음을 진료과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신고와 감염관리실 전담자를 대하는 부정

적이고 배타적인 반응에서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