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독티슈의 개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양호하다. X 엔자임와입스 환경관리 소독제 유효기간 기록안됨

2. 소독제희석액의 희석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양호하다. X HLD소독제명과 사용기간, 희석비율 기록안됨

3. Spill kit이 비치되어 있다. O

4. 규칙적으로 청소하고 청소일지를 작성한다. X 청소일지 작성은 안되고 관리 청결부분에 관리가 필요함 

1.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과 절차를 준수한다. O

2. 주의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와 격리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내부-격리환자전용의료기기, 소독물품, 격리의료폐기물품 외부-개인보호구
O

3. 병실 입구에 에 면회제한/지침준수에 대한 격리표식 붙어 있다. O

4. 환자별 개별물품(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토니켓)을 분리사용 또는 격리환자 사용 후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O

5. 격리 의료폐기물관리, 침상청소, 환경관리가 양호하다 O

1. 유치도뇨관 위치고정 상태가 양호하다. O

2. 배액관 끝의 마개는 알코올로 소독 후 끼움, 미 사용 시 끼워진 상태로 유지한다. O

3. 소변백은 방광보다 아래, 바닥에 닿지 않게 위치한다. O

4. 소변기는 개별로 사용하며 매일 소독 · 건조하여 사용한다. O

1. 흡인 시 멸균 카테터 및 1회용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O

2. Airway는 개별 사용하며 사용 후 세척 건조하여 보관한다. O

3. O₂ bottle 아쿠아팩을 사용하는 경우 개봉일과 폐기일이 표시되어 있다. O

4. O₂ bottle 아쿠아팩을 미사용하는 경우 밀봉하여 보관한다. O

5. nebulizer를 매 사용 후 세척하고, 매일 고수준소독을 시행한다. Ø 

1. 말초정맥관 삽입일과 바늘규격이 기재되어 있다. O

2. 카테터별 교환주기를 경과하지 않았다. O

3. C-line 삽입일자 일시 기재되어있고 드레싱상태가 양호하다. O

4. 3-way나 injection port를 통한 투약 시 알콜솜으로 투약 부위를 소독한다. Ø `

1.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과 절차를 준수한다. X 격리환자 간병사 병실내 보호구 미착용 (207호)

2. 지침에 따른 격리물품 및 환경관리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O

3. 격리 의료폐기물관리, 침상청소, 환경관리가 양호하다 O

4.  유치도뇨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O

 4-1 배액관 끝의 마개는 알코올로 소독 후 끼움, 미 사용 시 끼워진 상태로 유지한다. O

 4-2 소변백은 방광보다 아래, 바닥에 닿지 않게 위치한다. O

 4-3 소변기는 개별로 사용하며 매일 소독 · 건조하여 사용한다. O

 4-4 사용 후 소변기는 락스 희석액에 담근 후 세척하여 사용한다. O

5. 흡인 시 멸균 카테터 및 1회용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Ø 

6. Airway는 개별 사용하며 사용 후 세척 건조하여 보관한다. Ø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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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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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치료

기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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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관리

7

8
격리환자

관리

9
유치도뇨

관리

1 손위생

1. 알코올젤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 비치되어 있다. (침상, cart, 치료실, 진료실, 문앞 등)

2. 알코올젤과 물비누는 청결하며, 파손없이 작동이 잘된다.

3. 개봉된 알코올젤과 물비누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4. 손위생용 싱크에 비누, 종이타월이 구비되어 있으며 손위생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감염관리실 주간라운딩 체크리스트

                                       체크시행일:  2020  년       월      일

부서

평가점수(○: 잘되고 있다.  X 잘안되고 있다.  NA 해당없음. Ø 관찰못함)

여러곳을 확인한 경우, 한곳이라도 잘 안되고 있으면 x로 한다.

구분 체크항목 평가 비고

3
안전한

주사 실무

1. 수액백이나 수액병을 여러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공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개봉한 알코올솜에 개봉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3. 투약할 주사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액백이나 수액병에 투약 전 멸균관리가 양호하다.

4. 다회용 약품은 개봉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 후 밀봉하여 보관 양호하다.

5. Injection 카트내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이 구분되어 잘 정리되어 있다.

2

의료기구

소독 및

관리

1. 멸균물품 보관실의 경우 외부골판지 박스가 없다. 

2. 멸균 물품, 청결 물품이 구분되어 보관되어 있고 선입 · 선출의  원칙을 준수한다.

3. 개봉한 소독제의 개봉일, 유효기간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4. 멸균캔에 개봉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양호하다.

5.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없다.

6. Dresssing 카트 내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이 구분되어 잘 정리되어 있다.

7. Portable O₂ bottle 아쿠아팩은 개봉일과 폐기일이 표시되어 있다.

11. eyewash station이 사용방법과 함께 생리식염수가 비치되어 있다.

8. 소독티슈의 개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양호하다.

9. 소독제희석액의 희석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양호하다.

10. Spill kit이 비치되어 있다.

P-12 

 2주기 인증평가 진행 이후 직원들의 의료관련감염 예방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실제적 의료관련감염 예방관

리지침을 수행 정도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9년 4월부터 감염관리 지침 이행 현황을 효율 

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 전담자 2명이 부서별 정기순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1  현장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2  부서별 현장점검 및 환경관리 점검 실시  

3  감염관리실 회의를 통한 점검결과 확인 및 피드백 내용 논의    

5 

 부서별 점검결과 공유     

 부서별 감염관리 교육 시행 및 간병사 1:1 교육      

3. 수거실 구역에 대한 청소가 청결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의료기구

세척

및 소독

1. 오물변기의 뚜껑이 닫혀 있다.

2. 세척실 내 멸균물품 보관 되어 있지 않다.

3. 세척장소에 개인보호구가 구비되어 있다.

4. 세척제, 소독제가 청결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희석액의 희석비율과 유효기간이 표시 되어 있다.

5. 각 기구 별 적절한 소독 및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격리환자용, 오염기구 등)

6. 오염기구 운반통 소독 및 건조, 이동카트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7. 사용 후 오염된 기구와 세척 · 소독 후 청결기구와 분리되어 보관되어있다.

8. 소변기 등 사용 전 보관 상태가 청결하게 보관되어 있다.

5

9. 세척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1. 세탁물 수거실의 문은 닫혀 있다.

2. 기타세탁물, 오염세탁물 햄퍼가 넘치지 않으며, 오염세탁물 뚜껑이 닫혀 있다.

4. 세탁물 분류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세탁물

관리

2. 손상성폐기물 용기가 2/3 이상 채워져 있지 않으며 튀어나온 바늘이 없다.

1. 의료폐기물 용기의 사용기간이 표시 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6

의료

폐기물

관리

8
유치도뇨

관리

1. 유치도뇨관 위치고정 상태가 양호하다.

2. 배액관 끝의 마개는 알코올로 소독 후 끼움, 미 사용 시 끼워진 상태로 유지한다.

3. 소변백은 방광보다 아래, 바닥에 닿지 않게 위치한다.

4. 소변기는 개별로 사용하며 매일 소독 · 건조하여 사용한다.

4. 규칙적으로 청소하고 청소일지를 작성한다.

7
격리환자

관리

1.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과 절차를 준수한다.

2. 주의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와 격리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3. 병실 입구에 에 면회제한/지침준수에 대한 격리표식 붙어 있다.

4. 환자별 개별물품(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토니켓)을 분리사용 또는 격리환자 사용 후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5. 격리 의료폐기물관리, 침상청소, 환경관리가 양호하다

3. 의료폐기물이 적재되어있지 않고 수거 상태가 양호하다.

4 

10
카테터

관리

1. 말초정맥관 삽입일과 바늘규격이 기재되어 있다.

2. 카테터별 교환주기를 경과하지 않았다.

3. C-line 삽입일자 일시 기재되어있고 드레싱상태가 양호하다.

4. 3-way나 injection port를 통한 투약 시 알콜솜으로 투약 부위를 소독한다.

9
호흡치료

기구 관리

1. 흡인 시 멸균 카테터 및 1회용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2. Airway는 개별 사용하며 사용 후 세척 건조하여 보관한다.

3. O₂ bottle 아쿠아팩을 사용하는 경우 개봉일과 폐기일이 표시되어 있다.

4. O₂ bottle 아쿠아팩을 미사용하는 경우 밀봉하여 보관한다.

5. nebulizer를 매 사용 후 세척하고, 매일 고수준소독을 시행한다.

11
간병사

환자관리

1. 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과 절차를 준수한다.

2. 지침에 따른 격리물품 및 환경관리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3. 격리 의료폐기물관리, 침상청소, 환경관리가 양호하다

4.  유치도뇨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4-1 배액관 끝의 마개는 알코올로 소독 후 끼움, 미 사용 시 끼워진 상태로 유지한다.

 4-2 소변백은 방광보다 아래, 바닥에 닿지 않게 위치한다.

 4-3 소변기는 개별로 사용하며 매일 소독 · 건조하여 사용한다.

 4-4 사용 후 소변기는 락스 희석액에 담근 후 세척하여 사용한다.

5. 흡인 시 멸균 카테터 및 1회용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6. Airway는 개별 사용하며 사용 후 세척 건조하여 보관한다.

구체적 점검 사항

수행자 수행여부 수행 = O 미수행 = X  관찰하지 못함= Ø 해당없음= N/A

1. 알코올젤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 비치되어 있다. (침상, cart, 치료실, 진료실, 문앞 등) O

2. 알코올젤과 물비누는 청결하며, 파손없이 작동이 잘된다. O

3. 개봉된 알코올젤과 물비누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O

4. 손위생용 싱크에 비누, 종이타월이 구비되어 있으며 손위생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O

5. 싱크 아래에 물건을 보관하지 않는다. (모두 비움) O

1. 멸균물품 보관실의 경우 외부골판지 박스가 없다.  X 처치실내에 외부 골판지박스가 들어 있음

2. 멸균 물품, 청결 물품이 구분되어 보관되어 있고 선입 · 선출의  원칙을 준수한다.  X 
처치실내에 청결물품 보유량이 너무 많고 구역 별로 구분 정리가

안됨

3. 개봉한 소독제의 개봉일, 유효기간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O

4. 멸균캔에 개봉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양호하다. O

5.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없다. O

6. Dresssing 카트 내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이 구분되어 잘 정리되어 있다. O

7. Portable O₂ bottle 아쿠아팩은 개봉일과 폐기일이 표시되어 있다. X  개봉일과 폐기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8. eyewash station이 사용방법과 함께 생리식염수가 비치되어 있다. X eyewash station 준비가 안됨 

1. 수액백이나 수액병을 여러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공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O

2. 개봉한 알코올솜에 개봉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O

3. 다회용 바이알은 개봉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X 

4. 다회용 바이알은 사용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X 

5. Injection 카트내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이 구분되어 잘 정리되어 있다. O

멸균생리식염수가 개봉된채로 있고 주사준비가 미리 되어 있음

점검일자 : 20.  5 . 13 .Ⅰ. 부서별감염관리 점검 Checklist ( 21병동 )

No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손위생

2 처치실

3
안전한

투약 행위

1. 오물변기의 뚜껑이 닫혀 있다. N/A  

2. 세척실 내 멸균물품 보관 되어 있지 않다. O

3. 세척장소에 개인보호구가 구비되어 있다. O

4. 세척제, 소독제가 청결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희석액의 희석비율과 유효기간이 표시

되어 있다. .
O

5. 각 기구 별 적절한 소독 및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격리환자용, 오염기구 등) O

6. 오염기구 운반통 소독 및 건조, 이동카트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O

7. 사용 후 오염된 기구와 세척 · 소독 후 청결기구와 분리되어 보관되어있다. O

8. 소변기 등 사용 전 보관 상태가 청결하게 보관되어 있다. O

9. 세척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Ø 

1. 세탁물 수거실의 문은 닫혀 있다. O

2. 기타세탁물, 오염세탁물 햄퍼가 넘치지 않으며, 오염세탁물 뚜껑이 닫혀 있다. X 세탁물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음

3. 수거실 구역에 대한 청소가 청결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X 오염물 엘리베이터 구역이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함 

4. 세탁물 분류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O

1. 의료폐기물 용기의 사용기간이 표시 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O

2. 손상성폐기물 용기가 2/3 이상 채워져 있지 않으며 튀어나온 바늘이 없다. O

3. 손상성폐기물 용기의 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호하다. O

4. 의료폐기물이 적재되어있지 않고 수거 상태가 양호하다. O

4
세척

및 소독

5 린넨관리

6
폐기물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