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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정이란?  



Risk Management 

• 위험을 식별, 평가, 제어하는 프로세스 

– arising from operational factors and  

– making decisions that balance risk costs 

– with mission benefits 



“Do a risk assessment” 

• 환자안전 또는 감염관리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 직원 보호, 설비/설계 요구, 환자안전영향 평가 도구 

• 위험 사정 프로세스, 문서, 분석에 익숙하지 않음 

        회피 대상..  

 

 



Developing an Effectiv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 

Strategies for Success 

1. 리더십 

2.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3. 전체 조직의 참여 

4. 위험사정을 통한 감염관리 계획 

5.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 

6. 지속적인 감시, 자료수집, 분석 

7. 감염관리 프로그램 목적, 목표, 전략 평가 

 

 



Regular evaluation of the IPC 
program 

• Very Important !! 

    - Because it can be changed 

           ∙ 감염 위험 

           ∙ 제공되는 서비스 

           ∙ 대상 집단 

• 조직은 가장 적절한 감염관리전략이 수행되도록 감염관리 데

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평가해야 함  

모든 위험은 동일하지 않다. 

•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 때문에 위험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 이를  위해 자료와 경험과의 balance가 필요 



위험사정 왜 필요한가?  



감염관리와 Risk 

•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위험(Risk) 관리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유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중요 

• 감염관리와 관련된 위험 (Risk) 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

자(ex. device related infections) 혹은 직원(ex. sharps injuries)

에게 발생함 

•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의료기관들이 위험에 대처하는 접근 방법은 유사할 수 있으나, 특

정한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은 자체 기관의 유일한 방법으로 접근하

고 해결해야 함 

• 감염관리와 관련된 위험의 속성은 변화하므로 주기적으로 사정해

야 함 



국내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 

• C 



The Joint Commission Infection 
Control Standards 

• TJC 의 감염예방관리 표준 

: 인증대상기관은 자체 기관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사정하고 

확인된 위험에 근거하여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목적달성 및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지침으로 감염관리 계획서를 

개발해야 한다.  



위험사정의 방법  



Risk assessment Cycle 



Steps for Performing an IPC  
Risk Assessment 

1. 팀 구성 

2. Time Line 결정 

3. 정보와 자료의 수집 

4. 체계적인 방법 및 템플릿 개발 

5. 참여자 교육 

6. 위험 사정 수행 

7. 우선순위 선정 및 목표 및 활동 선정 

8. 시행 결과 보급 

Source: Arias K.M., Soul B.M (eds.): The APIC/JCAHO Infection Control Workbook, The Joint Commission Resources, 
2010 



1. 팀 구성 

Form partnerships with 

• 주요 직원 (간호, 진료, 환자 안전,약국, 진단검사, 지원 서비

스, 직원안전, 환경관리, 시설, 기타) 

• 리더의 의견 

• 임상과 관리분야 리더십의 지원과 지지 



2. 기한 설정 

• 위원회 회의, 예산 계획 주기 등을 고려해서 시행 time line 

결정 

• 최소한 매년 시행 

 



3. 정보와 자료의 수집 
 
 Organizational data 

    –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인구집단 특성 및 규모, 특별한 환경  

      문제 , 미생물학적 보고서,약국 항생제 사용 데이터 

- 감염관리실의 감시 자료 등 

• 감염감시 자료 직원건강자료 

• 군집이나 유행 조사 자료 

• 감염사고보고서 

• 장비고장 

• 찔림 사고 

• 직원 노출 도는 개인보호장구 사용 



Cont. Gather Data and 
Information 

• 의료기록, 랩데이터, 입/퇴원환자 수 등의 tab 생성 

• 적신호사건, 위험보고, 사망사건 등 리뷰 

• 감염발생 중에 감염과 관련된 사망에 대한 정보 

• 다제내성균 관리에 드는 조직의 비용검토 등 



Cont. Gather Data and 
Information 

 Scientific Data 

–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문헌을 검토 : JAMA,  

     NEJM, CID, Pediatrics, ICHE, AJIC, and others. 

–  Link to key websites, e.g., those for the CDC,   

     WHO, APIC, SHEA, TJC, IDSA, others  



Cont. Gather Data and 
Information 

 Community data 

– 지역 보건 부서와 연결 

   : MDRO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향을 파악 

   – Issues of emerging pathogens. 

– 지역사회 집단의 특별히 우려되는 고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 보건당국과 지역의 자료 



4. 체계적인 방법 및 템플릿 개발 

• 위험 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적인 방법 개발 

• 정성적인 정보 → 정량적인 정보 변환 

• 템플릿 구성 

• 가장 높은 우선순위 결정 방식 개발(곱하거나 나누거나 수식

을 개발하거나) 

• 우선 순위 결정, 데이터 평가 종합 팀 소집 



General Risk Categories and 
Topics 

• 일반적인 위험사정 데이터 수집 카테고리 

• 감염종류, 미생물 

• 위험환자군, 위험 인구 

• 직원위험 

• 장비나 물류제공의 위험 

• 의사소통 위험 

•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 

• 환경적인 이슈 

• 지리적인 고려 

• 지역사회 고려 

 



5. 참여자 교육 

• 대상자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조직의 감염감시자료, 유행, 이환률 및 사망률 MDRO유병률, 

다빈도 부서 등 결과 

• Assess에 필요한 템플릿 디자인 



6. 위험사정 수행 

• 팀을 모이게함 

• 자료 제공 

• 템플릿 제공 

• 토론 진행 

• 가장 높은 우선 순위 선택 

•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적절한 위원회 및 리더십에 우선 순위 

제시 



7. 우선순위 선정, 목표, 활동선정 
 • 선택한 각 우선 순위에 대한 목표 개발 

• 행동 계획 및 평가 프로세스 만들기 

8. 시행결과 보급 

• 위험사정 결과 공유 

• 간결, 명확한 위험사정 결과 보고서 작성 

• 최종 승인  



Risk assessment 
tools 

  



Sample 1 



Sample 2 



Sample 3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