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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the incidence of the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 in a
operating room (OR) is affected by bundle application on central line insertion (CLI) practice.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trial. The subjects were 83 patients before the bundle application on CLI and 70 patients after. Results: The
compliance(%) of bundle on CLI of among those who observed all of the five items increased from 7.2% before the intervention to
72.9% after. By items, compliance with the maximal barrier precaution was 100% for the use of a mask and cap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but increased from 73.5% before the intervention to 88.6% after for the hand hygiene, from 73.5% to 88.6% for the use
of a sterile gown, and from 9.6% to 75.7% for the use of a sterile large drape covering the whole body. CLABSI did not happen on CLI
either before or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bundle intervention. Conclusion: Bundle application increased compliance with the use
of a sterile gown and the use of a sterile large drape. However, its effect in the prevention of CLABSI was not clear probably due to the
short period of intervention in a singl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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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주요어: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 중심정맥관 삽입 시 번들, 수술실, 감염관리

서 론

다. 중심정맥관은 중증환자들에게 장기간 유치하게 되는 경우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이 증가하며[1], CLABSI가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

1. 연구의 필요성

중심정맥관은 혈역학적 감시, 수액주입, 투석, 정맥영양공급, 대

고 항생제 사용으로 인하여 내성균 발생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2].

량 수혈, 승압제 투여, 항암제나 항생제 투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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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정재심· 최상호 외 1인

CLABSI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의 하나로 중심정맥관 번들(이

정맥관 삽입 시 번들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최

하 Bundle)을 적용하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소에 매우 효

대방어주의를 포함한 중심정맥관 삽입 시 Bundle을 수술실에서 적

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undle이란 꾸러미, 묶음, 보따리 등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으로 해석되는 단어로 2006년 존스홉킨스 프로노보스트 박사는
외과계중환자실에서 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Bundle을 도

2. 연구의 목적

입하여 CLABSI 예방에 매우 효과적임을 증명하였고, 이후 전 세계

수술실에서 삽입하는 중심정맥관을 대상으로 최대방어주의를

적으로 Bundle 적용이 널리 보급되었다. 중심정맥관 관련 Bundle은

포함한 삽입 시 Bundle을 적용하고 번들의 이행도를 확인하며 중심

“삽입 시 Bundle”과 “유지 Bundle”의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각각

정맥관 삽입 시 Bundle 적용 전후에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

단독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Bundle은 중심정맥관 관

생률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련 혈류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중재 방법 중 근거가 확실한 몇 가지
를 Bundle로 모아서 동시에 적용하고, 이의 이행도를 지속적으로 모

연구 방법

니터하여 실제로 중재 지침이 실무에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지
속적으로 감염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하는 방법이다[3]. 중심정

1. 연구설계

맥관 삽입 시 Bundle의 적용은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많이 수행되

수술실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Bundle 적용이 번들 이행도 증가

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의 20.0%-40.0%만이 중환

와 이에 의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이 감소하는지를

자실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60.0%-80.0%에 이르는

검증하기 위한 전후 비교 실험연구(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

환자들은 응급실, 수술실과 같은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중심

sign)이다.

정맥관 삽입이 이루어지고 있다[4]. 수술실은 응급의료센터나 중환
자실에 비해 환경이 청결하고, 응급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규

2. 연구대상

수술의 경우 수술 전 항생제 사용 및 피부준비 등의 수술 전 처치가

U시 소재 U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시 중맥정맥관을 삽입한 환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의

를 대상으로 하였다. 18세 미만 환자와 중심정맥관 삽입 이후 48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수술실은 개방된 공

간이내에 제거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환자 223명

간이 아니라서 감염관리 중재활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

중 48시간 이내에 제거한 환자가 중재 전 37명, 중재 후 33명이었다.

찰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중환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

자실이나 응급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중심정맥관 삽입이 많은

검정으로 두 집단 간 비율 비교에서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 효과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보고된 것이 없다. 또한 Lobe 등

크기 0.5로 t-test 산정한 결과 대상자 수는 대조군 64명 실험군 64명

[5]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대방어주의가 중심정맥관 관련

으로 128명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는 2015년 4월부터 5

혈류감염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미국

월까지 중심정맥관 삽입 시 번들 적용 전 83명, 2015년 10월부터 11

의사 526명의 이행도는 28.2%에 불과하며, 장비의 부족, 편의성 문

월까지 중심정맥관 삽입 시 번들 적용 후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많은 시간 소요, 응급상황이 장애요인이라고 하였다. Shertz 등
[6]은 최대방어주의 이행률은 44.0%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Rubin-

3. 연구도구

son 등[7]은 내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멸균장갑은 99.4%, 멸균가운은 72.2%, 마스크는 66.3% 착용하였으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진료과, 기저질환, 수술 후 중

며, 멸균 대방포를 사용하는 경우는 35.5%였고, 최대방어주의를 적

환자실 재실 여부와 일수, 중증도, 삽입기구 보유 여부와 기간이 포

용하는 경우는 28.2%라고 하였다. 연구 대상 병원의 수술실에서는

함되었다. 기저질환은 심근경색, 간경변, 암, 뇌경색, 당뇨, 패혈증, 만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대방어주의에 대

성신부전, 간염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중복체크 가능하며 최

한 감염관리 지침은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심정맥관은 수술실

대 3가지 기저질환까지 포함하였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재실 여부를

내에서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삽입되고 수술실의 폐쇄성으로 인하

조사하였으며, 중환자실 재실 일수는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퇴실한

여 실제 최대방어주의 지침의 이행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규명되어

날짜였다. 연구 대상자의 중증도는 미국마취과학회에서 채택하여

있지 않았으며,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심

사용하는 신체상태분류법(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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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ASA)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였다. 중심

위의 감염과 관련이 없으면서, 2회 또는 그 이상 따로 채혈한 혈액

정맥관 외의 삽입기구로 인공호흡기, 유치도뇨관, 동맥관 삽입 여부

배양에서 보통의 피부 오염균(Corynebacterium spp., Bacillus spp. [B.

와 삽입 일수를 포함하였다.

anthracis가 아닌 경우], Propionibacterrium spp., coagulase-negative

중심정맥관 관련 특성으로는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중심정맥관
삽입의 목적, 중심정맥관의 내관 개수, 삽입 시 초음파사용 유무, 중

staphylococci [S. epidermidis 포함], viridian group stretococci, Aerococcus
spp., Micrococcus spp.)이 분리된 경우이다.

심정맥관 항생제 코팅 유무, 중심정맥관 제거 이유를 조사하였다.
4. 연구중재
2) 중심정맥관 삽입 시 Bundle 이행 체크리스트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Bundle 체크리스트는 선행연구[3]인 감염관리 다기관 중재연구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 예방에

팀에서 개발하여 전국 15개 병원 감염내과와 감염관리간호사 52명

대한 동영상[9]을 선택하였고 연구자가 중심정맥관 삽입 시 번들에

이 참여한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대한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추가로 배포하였다. 2015년

기관의 감염관리전문간호사 2인에게 의뢰하여 적용 가능성과 내

10월에 마취회복실 간호사 27명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11명에게

용 타당도 확인 후 적용하였다. Bundle의 체크리스트는 중심정맥관

이 두 가지 교육자료를 개인별로 배포하였다. 배포 후에 연구자가 연

삽입 필요성 확인, 삽입부위, 손위생, 최대방어주의, 피부소독제로

구대상자들에게 번들의 내용과 방법을 개별적으로 구두로 질문하

0.5% 초과 클로로헥시딘 알코올 사용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중

여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내용

심정맥관 삽입 필요성 검토 여부는 관찰자가 수술 집도의에게 삽

을 잘 모르거나 교육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입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필요하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 “예”로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판단

평가하였다. 삽입부위는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확인하였다. 손위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동영상의 교육내용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생은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

감염의 흔한 원인, 손위생, 최대방어주의, 중심정맥관 삽입 전 0.5%

생을 수행하며 중심정맥관 삽입 시 멸균장갑 착용 전에 손위생을

초과 알코올을 포함한 클로르헥시딘 사용, 중심정맥관의 적절한 삽

수행하였으면 “예”로 평가하였다. 최대방어주의는 시술자가 모자,

입 부위 선택, 중심정맥관 필요성 사정을 포함하였으며 파워포인트

마스크, 멸균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삽입 시 환자의 머리끝부터 발

교육자료는 번들의 개념, 번들의 내용, 번들의 중요성을 포함하였다.

끝까지 덮을 수 있는 멸균 대방포를 사용하며, 다섯 가지 보호장구

또한 Bundle 교육 시행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 간호사가 중심정맥관

를 모두 적용하였으면 “예”로 평가하였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적용

삽입 전체 과정의 직접 관찰을 시행하였다. 관찰 결과 삽입 시 잘못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니오”에 해당되었다. 피부소독제로 0.5%

된 부분이 발견되면 중심정맥관 삽입 24시간 이내에 중심정맥관 삽

초과 클로로헥시딘 알코올 사용여부는 알코올이 함유된 0.5%

입 의사에게 연구자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chlorhexidine을 이용하여 피부소독을 시행한 경우 “예”로 평가하였
으며, 연구대상자가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chlorhexidine
의 사용이 금기이면 tincture of iodine, iodoper, 또는 70% alcohol을 대
체제로 사용하여도 “예”로 기록하였다.

5. 자료수집

U대학병원에서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
다.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중심정맥관 삽입
관련 특성은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

3)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진단

다. 중심정맥관 삽입 번들의 이행도는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 보조

혈류감염의 진단기준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n Nosoc-

간호사가 삽입 당시에 삽입과정 전체를 직접 관찰하여 체크리스트

mial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 KONIS)의 정의를 이용하였다[8].

를 작성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여부는 의무기록을 통

혈류감염 발생시점이나 발생 전 48시간 이내에 중심정맥관을 삽입

하여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의 감염관리실에

하고 있었던 경우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으로 판단하였으며

서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염감시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혈액 배양에서 병원

이 연구의 대상자 전체 명단과 감염관리실 감염감시 결과를 비교

성으로 인정되는 균주가 혈액 배양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하여 혈류감염 진단 결과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

감염과 관계없는 경우이거나, 고열(>38.0˚C), 오한 또는 저혈압 중 적

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진단기준을 함

어도 1개의 증상이 있고, 증상 및 징후와 양성 검사결과가 다른 부

께 검토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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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자는 중재 전 64명(77.1%), 중재 후 53명(75.7%)으로 통계적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IBM, U.S.A) 프로그램을 이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저질환의 종류는 중재 전에는 고혈

용하여 분석하였다. p < .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

압이 34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당뇨가 19명(30.2%) 순

다. 중재 전후 두 군 간의 특성 중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t-

이었고, 중재 후에도 고혈압 34명(64.2%), 당뇨 22명(41.5%) 순으로 많

test로 분석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았고 중재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이용하여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Bundle 이행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은 1,000

2)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위험요인의 비교

인공호흡기 적용일수는 중재 전 평균 2.89 ± 4.22일이었으며 중재

중심정맥카테터일당 감염 건수로 분석하였다.

후 0.89 ± 0.32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21).

연구 결과

또한 동맥관 삽입일수, 유치도뇨관 삽입일수, 수술 후 중환자실 재
실 여부, 중심정맥관 삽입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1. 중재 전후 대상자 특성 비교

다. Bundle 중재 전 중심정맥관 평균 삽입 일수는 5.46 ± 4.09일이었

1) 일반적, 임상적 특성

으며 중재 후 70명의 삽입일수는 4.53± 2.31일로 삽입기간이 적었지

중심정맥관 삽입 시 Bundle 중재 전과 후에 남자가 각각 61.4%,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ASA 점수는 통계적으로

65.7%로 차이가 없었고 평균 연령도 중재 전 59.4 ±14.1세, 중재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외 응급수술여부, 중심정맥관 내관개수,

59.4 ±10.3로 차이가 없었다. 진료과는 중재 전에는 외과가 30명

항생제 코팅 여부, 중심정맥관 제거이유,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유

(36.1%)으로 가장 많았고 흉부외과, 정형외과 순이었으며, 중재 후에

치도뇨관 삽입 여부, 중환자실 재실 일수, 삽입 시 초음파 사용 여

는 흉부외과 20명(28.6%), 외과 20명(28.6%)이고 그 다음으로 정형외

부에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과 순이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41). 기저질환이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Age (year)
Gender
Service

Underlying diseases (present)
Type of Underlying diseases*

Categories

Male
Female
GS
CS
OS
NS
OBGY
PS
ENT
URO
DENT
HTN
DM
Cancer
Cerebral infarction
Hepatitis
Liver cirrhosis
ESRD
Myocardial infarction
Others

(N = 153)

Pre-intervention (n = 83)

Post-intervention (n = 70)

Mean ± SD or n (%)

Mean ± SD or n (%)

59.4 ± 14.1
51 (61.4)
32 (38.6)
30 (36.1)
17 (20.5)
12 (14.5)
9 (10.8)
7 (8.4)
3 (3.6)
2 (2.4)
2 (2.4)
1 (1.2)
64 (77.1)
34 (54.0)
19 (30.2)
6 (9.5)
6 (9.5)
6 (9.5)
5 (7.9)
6 (9.5)
1 (1.6)
24 (38.1)

59.4 ± 10.3
46 (65.7)
24 (34.3)
20 (28.6)
20 (28.6)
10 (14.3)
3 (4.3)
2 (2.9)
6 (8.6)
0 (0.0)
9 (12.9)
0 (0.0)
53 (75.7)
34 (64.2)
22 (41.5)
4 (7.5)
3 (5.7)
3 (5.7)
4 (7.5)
5 (9.4)
8 (15.1)
13 (24.5)

t or χ²

p

-0.15
0.30

.984
.617

14.87

.041

0.04

.851

Multiple choice, major three underlying diseases were selected. 						
GS= Surgery; CS=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S= Orthopedics; NS= Neurological surgery; OBGY= Obstetrics and gynecology; PS= Plastic surgery; ENT= Otolaryngology;
URO = Urology; DENT =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HTN = Hypertension; DM = Diabetes mellitus; ESRD = End stage renal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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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Risk Factors for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s 
Variables

Pre-intervention (n = 83)

Post-intervention (n = 70)

Mean ± SD or n (%)

Mean ± SD or n (%)

8 (9.6)

Emergency operation
ASA score
1
2
3
4
5
Central line days
Purpose of central line insertion
General purpose
Pulmonary artery pressure monitoring
Hemodialysis
Lumen of central line
2
3
4
Antiseptics impregnated catheter
Purpose of central line removal
Catheter no longer need
Suspected infection
Others
Use of sonography
Yes
No
Arterial line days
Use of ventilator
Ventilator days
Use of foley catheter
Foley catheter days
ICU admission after surgery
Duration of ICU stay
Type of ICU
CCU
ICU
ERICU
TICU

(N = 153)
χ²

p

2 (2.9)

2.79

.113

3 (3.6)
51 (61.4)
28 (33.7)
1 (1.2)
0 (0.0)
5.46 ± 4.09

5 (7.1)
36 (51.4)
27 (38.6)
2 (2.9)
0 (0.0)
4.53 ± 2.31

2.44

.518

1.76

.080

68 (81.9)
7 (8.4)
8 (9.6)

63 (89.2)
7 (10.0)
0 (0.0)

7.70

.020

4 (4.8)
27 (32.5)
53 (62.7)
64 (77.1)

4 (5.7)
18 (25.7)
48 (68.6)
57 (81.4)

0.92

.694

0.42

.513

80 (96.4)
1 (1.2)
2 (2.4)

69 (98.6)
1 (1.4)
0 (0.0)

1.72

.750

22 (26.5)
61 (73.5)
2.57 ± 3.95
27 (32.5)
2.89 ± 4.22
83 (100.0)
9.16 ± 15.3
66 (79.5)
3.35 ± 4.54

21 (30.0)
49 (70.0)
1.13 ± 1.42
19 (27.1)
0.89 ± 0.32
69 (98.6)
4.74 ± 3.6
39 (56.5)
2.03 ± 1.39

0.22

.719

3.08
0.52
2.45
1.19
2.55
2.17
1.40

.003
.485
.021
.458
.012
.033
.164

14 (21.2)
45 (68.2)
7 (10.6)
0 (0.0)

20 (51.3)
16 (41.0)
0 (0.0)
3 (7.7)

18.32

< .001

ASA =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ICU = Intensive care unit; CCU = Coronary care unit; ERICU = Emergency room intensive
care unit; TICU = Trauma intensive care unit.

Table 3. Central Line Insertion Bundle Compliance in the Operating Room 
Variables
Necessity of central line insertion
Hand hygiene
Site of insertion
Jugular
Subclavian
Use of > 0.5% CHG with alcohol
Maximal sterile barriers
Cap
Sterile gown
Mask
Gloves
Large sterile drape
Completion of all five bundles

(N = 153)

Pre-intervention (n = 83)

Post-intervention (n = 70)

n (%)

n (%)

83 (100.0)
79 (95.2)

χ²

p

70 (100.0)
69 (98.6)

1.38

.376

79 (95.2)
4 (4.8)
83 (100.0)

67 (95.7)
3 (4.3)
70 (100.0)

0.02

.875

-

-

83 (100.0)
61 (73.5)
83 (100.0)
83 (100.0)
8 (9.6)
6 (7.2)

70 (100.0)
56 (88.6)
70 (100.0)
70 (100.0)
53 (75.7)
51 (72.9)

5.47
69.15
69.96

.024
< .001
< .001

CHG = chlorhex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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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cidence of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s
(N = 153)
Variables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April-June 2015

October-November 2015

Number of patients
Total central line days
Number of CLABSI
Incidence of CLABSI*
(1,000 central line-days)

83
453
0
0

70
317
0
0

Number of CLABSI/central line days × 1,000.
CLABSI =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

관을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과 Kim [11]의 연구에서도 최
대방어주의 이행도를 69.1%라고 하였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한 Yoo 등 [12]도 84.0%라고 보고하여 100.0%가 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와 유사하였다. 멸균대방포나 멸균가운은 중심정맥관 삽입
시 무균 영역 확보에 필수적이므로 삽입 시 모두 이행이 가능하도
록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모자와 마스크의 착용은 중재
이전과 이후 모두 100.0%였는데 이는 중심정맥관 삽입 Bundle 중재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장 출입 시 복장의 일부로 간주하여
야 할 것이다. 수술장은 폐쇄성으로 인하여 중심정맥관 삽입과 같
은 침습적 시술 시 감염관리지침이 잘 수행되는지 관찰하기가 어려

2. 중심정맥관 삽입 Bundle 특성과 Bundle 이행도

울 뿐만 아니라, 수술장 자체가 무균적이라는 생각으로 최대방어주

중재 전후 각각 관찰된 이행도 조사 결과 Bundle의 모든 항목을

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 선행연구[7]에서는

준수한 경우는 중재 전 6건(7.2%)에서 중재 후 51건(72.9%)으로 증가

기구 부족, 낮은 편의성, 시간 소요, 응급 상황 등으로 이행률이 낮

하였다(p < .001). 세부 항목별로는 최대방어주의 준수는 마스크, 모

았다고 보고하였다. Bundle 적용의 이행도가 100.0% 가 되지 않는

자 착용은 중재 전후 각각 100%였으나 손위생은 중재 전 83건 중 79

원인을 추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건(95.2%)에서 중재 후 70건 중 69건(98.6%)으로, 멸균가운 착용은 중

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재 전 61건(73.5%)에서 중재 후 56건(88.6%)이었으며(p = .024), 전신을

CLABSI 발생률은 중재 전후에 모두 0건으로 매우 낮은 발생률

덮는 멸균 대방포 사용은 중재 전 8건 (9.6%)에서 중재 후 53건

을 나타내었다. 수술실에서 삽입한 CLABSI 발생률 보고가 없어서

(7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집도

선행연구와 비교하기가 어려웠으나, 이 연구에서 중심정맥관 평균

의와 중심정맥관 삽입의 필요성 검토, 대퇴 정맥 피하기, 0.5% 초과

삽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한 가지 요인일 것으로 추측되었

클로르헥시딘 사용에서는 중재 전, 후 각각 100%의 수행이 이루어

다. 중환자실의 CLABSI 예방효과 평가를 위한 국내 다기관 중재연

졌다(Table 3).

구에서는 중심정맥관의 평균 삽입 기간이 7.98일이었다[4]. 본 연구
에서의 중심정맥관의 평균 삽입 기간은 중재 전 평균 5.46일, 중재

3. Bundle 적용에 따른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

후 평균 4.53일로 선행연구보다 짧았다. 본 연구에서 CLABSI가 발생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환자 발생 건수는 중재 전 0건, 중재

하지 않아 Bundle의 감염예방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려웠

후 0건이었다. 중심정맥관 삽입일수는 중재 전 453일이며, 중재 후는

으나, Bundle의 이행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감염발생

317일이었다(Table 4).

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번들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다.

논 의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2013년에 성인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Bundle의 CLABSI 예방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성

본 연구는 수술실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Bundle 적용의 이행

인중환자실에서는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을 도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를 나타내지 않았고, 소아중환자실에서만 감염률이 감소하였다고

하기 위한 전후 비교 실험연구이다.

보고하였다[10]. 이 연구에서는 Bundle 전체 항목의 이행도가 37.1%

중심정맥관 삽입 시 Bundle의 다섯 가지 항목 전체를 이행한 건

로 나타나 이행도 증가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국내에서

수는 중재 전 7.2%에서 중재 후 72.9%로 증가하여, 중환자실을 대상

아직 수술실을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Bundle을 적용한 연구가 없

으로 한 선행연구[10]의 37.1%와 비교 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고,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Bundle을 적용하고 효과를

다. 특히 중재 이후에 Bundle의 세부항목 중 멸균 대방포의 사용이

평가한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증가하였고, 멸균 가운 착용은 중재 후에 증가하기는 하였으

임상에서 수행되는 연구로 대조군을 두기 어려워서 전후비교 실

나 중재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모두 100%

험연구가 되면서 CLABSI 발생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이행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전공의에 의해 중심정맥

간주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감염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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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면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감염발생률 비교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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