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운, 이진홍, 김동미, 최영주
국립암센터감염관리실

본 병원의 치과 외래는 일반적인 치과와 비교하여 핸드피스 등의 사용이 적어 진료 전, 진료 종료 후의 수관 물빼기와 플라즈마 소독기만으로

물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니트체어의 사용이 적더라도 플라즈마 소독기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화학적 소독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이번 감염관리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치과 환경관리에 대한 관련 부서장이 관심과 물 관리 뿐만 아니라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치과용 유니트체어는 치과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이며, 물을 배출하며 사용되는 여러 치과용 기구들이 연결되어 있다. 치과 치료과정을

통해 환자 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 역시 에어로졸을 통해 이 물에 노출되므로 치과의 물 관리는 감염관리에 있어 중요하다.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치과 외래 유니트체어 1대의 물 배양 검사에서 기준치(음용수 기준: 100 CFU/㎖ 이하)를 초과하는 결과가 확인되어 본 활동을 시행하

였다.

배경및목적

활동방법

결론및제언

2. 재검사 실시

- 검체 채집 중 오염되었을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물배양 검사를 1회 더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검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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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관리실, 치과 외래, 혁신기술과 논의

활동결과

[ 활동기간 ]

- 2019년 3월~ 2019년 11월

- 대상: 치과 외래

[ 활동목표 ]

- 치과 외래의 각 유니트체어에서 나오는 물 배양 검사가 음용수

(음용수 기준: 100 CFU/㎖) 기준으로 적합하도록 함

[ 물배양 방법 ]

(1) 타구 및 핸드피스, 공기/ 물 분사기 등의 출수 부분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2) 채수에 앞서 2~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한다.

(3) 채수 시 기구가 채수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4) 채수가 끝나면 마개로 단단하게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

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5) 검체를 채취한 뒤 미생물 검사실에 의뢰하여 48시간 배양한다.

1. 물배양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확인

- 2019년 3월에 치과 외래 유니트체어 3대의 물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번 유니트체어의 2곳에서 부적합 결과 확인

■ 혁신기술과: 장비와 소독기 점검

- 의공학과에 연락하여 유니트체어와 플라즈마 소독기 점검한 결과,

장비와 기능 상 이상 없음을 확인

→ 플라즈마 소독기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화학적 소독

(후와산: Hydrogen peroxide/Collroidal silver)을 권고 받고 실시

■ 감염관리실

- 치과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사항 점검하여 진료 전 물 빼기와

환자 간 물 빼기는 시행하고 있었으나 체크리스트 작성과

환경표면관리, 멸균물품 및 소독제 등의 관리가 미흡하였음

→치과 환경관리 강화, 환경관리지침과 환경관리 체크리스트

개정

Figure 1. 전무업체를 통한 수관소독 Figure 2. 개정한 치과 환경관리체크리스트 Figure 3. 치과 감염관리지침 개정

유니트체어 수관에 대한 소독 직후, 1주 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매달, 6개월 후까지 실시한 미생물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또한 연 2회로 수관소독을 실시하게 되었고, 90% 이상으로 손위생 수행률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