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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중환자의 간헐적 비위관 경장영양 시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방법에 따른 오염도 비교
김현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mparison of Bacterial Contamination according to the Using Period of Feeding Bag and
Disinfection Methods in Neurosurgery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Hyun Ju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P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guidelines for cleaning the feeding bags by comparing the level
of contamination according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when feeding tube of Neurosurgery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true-experimental study, with 48 cases in total. The feeding bag of 48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detergent cleaning method or disinfectant decontamination method. The period of the experiment was January to July 2008, and
enteral nutrition was given within 30 minutes for 2 hours, 4 times a day at 7AM, noon, 5PM, and 9PM for seven days. Feeding bags
were cleaned after each feeding according to the assigned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 followed by microbial cultures on 4th
and 8th day before the 7AM feeding. Results: After three and seven days of feeding and cleaning, the level of contamin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bags were cleaned with disinfectant than cleaning with detergent and tepid water. Conclusion: In cases where
feeding bags are reused, for example, intensive care unit and home care settings,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cleaning bags with disinfectant i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contamination of bags.
Key Words: Nasogastric feeding; Feeding bag; Bacterial contamination
국문주요어: 비위관 경장영양; 경장영양백; 균오염

서 론

아니라 두부 손상 환자에서는 대사와 이화 작용이 증가하고 감염
발생이 용이하여 재활 과정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어 중환자들의 상

1. 연구의 필요성

태 호전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 더욱 요구되

중환자는 부적절한 영양공급과 상처, 외상, 수술 및 패혈증 등으

는 실정이다(Dobson & Scott, 2007; Sohng et al., 2009). 이런 중증 환

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및 대사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들에게 중심정맥을 통한 영양공급 방법은 충분한 열량과 질소

영양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일반 환자보다 영양결핍이 발생할

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심정맥 삽관에 의한 감염성 합

가능성이 더 크며 면역기능이 저하된다(Urden, Stacy, & Lough, 2004).

병률이 10-30%나 되어 전문적인 팀에 의해 관리되어도 환자의 약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20-50%는 단백질-칼로리 영양 결핍 상태에

2%에서 패혈증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Kreymann et al., 2006).

있으며, 이는 환자 본래의 질병에 영향을 끼쳐 예후를 나쁘게 할 뿐

그러나 경장영양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영양 제공을
위한 가장 좋은 경로로서 Mahesh, Sriram와 Lakshmiprabh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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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경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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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Kim & Kim, 2010; Sohng et al., 2009). 그러

법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중환자의 감염위험성을 확인하고, 경

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장용액의 오염은 지속적인 위장 내

장영양백 일회용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합병증 특히 설사를 유발하여 경장영양이 중지되는 주요 문제점이
되고 있다(Oie, Kamiya, Hironaga, & Koshiro, 1993; Park, 2010).

2. 연구 목적

Anderson, Norris, Godfrey와 Butterworth (1984)는 경장영양 투여

본 연구는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경장영양백

에 의한 감염, 패혈증, 폐렴, 설사, 장내 감염의 원인을 박테리아에 의

오염도를 비교함으로써 중환자 경장영양 기구의 일회용 사용을 위

한 오염이라고 하였는데, 몇몇의 연구에서 위관영양물과 투여 시스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템이 무균적이라도 경장영양백에 영양물을 넣는 것을 포함하는 준

같다.

비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생성되어 경장영양백 관리의 중요성을 제

1) 비위관 경장영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기하였다(Beattie & Anderton, 2001; Park, 2010).

2)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도를 비교한다.

미국정맥 경장영양학회 업무지침에서는 박테리아 오염을 최소
화하기 위해 1일 1회 주입 용기 교체를 권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 건

3)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오염 미생물을 파
악한다.

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는 환자 경장영양 주입 시 경장영양 주입
세트를 월 1회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연구 방법

assessment service, 2011). 이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 일회용인 경장영
양백을 교체하지 못하고 77.1%가 경장영양 기구를 재사용하고 있

1. 연구 설계

으며, 경장영양 기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장영양

본 연구는 일반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장영양백과 소독제

기구 구입 비용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Ra,

를 사용하여 소독한 경장영양백군 간의 오염도를 비교한 유사 실

2010). 이에 경장영양 기구의 재사용으로 인한 오염을 낮추기 위해

험 연구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미온수 세척, brush를 이용하여 문
지르거나, hot-air dish drier로 말리고, Tego와 sodium hypochloride와

2. 연구 대상

같은 소독약제 등을 사용하여 경장영양 기구의 감염 위험성을 낮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울 시내 C대학 S병

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들 세척 방법들은 간호 소

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주일 이상 비위관을 통해 경장

요시간, 재료비, 간호 원가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적용이 어려우며,

영양백으로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경장영양 기구의 재사용으로 인한 오염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효과 크기를 0.7로 예상하고, 유의수준 0.05, 검정력을 0.9, 단측 검증

거의 불가능하다(Oie et al., 1993; Lee et al., 1999; Park, 2010).

으로 가정하였을 때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이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따르면 경장영양 주입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 수는 19명이었다. 탈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용기는 재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경장영양 주입용기의 재사용은 튜

집단별로 각 24명씩(일반세제군 24건, 소독제군 24건) 총 48명을 자

브의 장기간 사용과 청결하지 못한 주입용기의 관리로 경장영양액

료 수집하였다.

공급 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임에도 각 병원의 정책 및

이중 실험 도중 비위관 경장영양이 중단된 8명(퇴원 3명, 검사물

병동의 지침에 따라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Bankhead et

분실 2명, 수술 1명, 구강영양 1명, 경장영양백 분실 1명)을 제외한 대

al., 2009; Kim, Lee, & Hong, 2009; Park, Jeong, Chang, & Lee, 2009; Ra,

조군 20명, 실험군 20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장영양백의 재사용은 감염 위험

집단 선정 방법은 경장영양백에 순번을 정하여 번호표를 이용하
여 각각 무작위로 두 군에 배정하였다.

성이 있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중환자에게는 급격한 상태변화
가 회복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재원일 증가로 의료비를 가중시키게

3. 실험방법

되므로, 경장영양백 재사용으로 인한 경장영양백 오염도를 확인함

1) 경장영양백 세척방법

으로써 경장영양 기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
양 급여 지급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경외과 중환자의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

대조군에는 뜨거운 물 500 mL에 일반 세제 1.2 mL를 넣고 경장영
양백을 10번씩 흔들어서 거품을 낸 후 점적통까지 통과시킨 후 뜨거
운 물을 넣어서 10번씩 흔들어서 3번 헹구어 낸 후 자연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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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 (Mac)에 접종하여 smear한 후, 하룻밤 배양하였다. 균의 성장

2) 경장영양백 소독방법

실험군은 멸균 증류수 1 L에 5% sodium hypochlorite (Vipon, Na-

여부를 관찰한 후, 접종량을 환산하여 CFU/mL을 계산하였다. 무

OCl) 10 mL 원액을 사용하여 0.01%로 희석시킨 소독제 500 mL를 경

생물체에서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 배

장영양백(HS-FB-900, Hyupsung, Korea)에 넣고 30분간 담근 후 경

양결과 음용수 수질 검사 기준에 따라 일반세균이 100 CFU (Colo-

장영양백을 뜨거운 물로 10번씩 흔들어서 3회 헹군 후 자연 건조시

ny Forming Unit)/mL를 초과한 경우를 오염이라 판단하였다(Kore-

켰다. 소독에 사용한 sodium hypochlorite (Vipon, NaOCl)는 그람음

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2011). 검출된 균은 자동

성, 양성균에 유효한 소독제로 약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 린

화 미생물 기기(VITEK®2 compact, BioMerieux, U.S.A)를 이용하여

넨, 식기, 환자 가구 등의 소독제로 병원뿐 아니라 가정, 음식점에서

동정검사를 실시하였다.

도 사용되고 있다(Antibiotic use and infection control protocol, 2000).
또한 경장영양백에 흡착되어 인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경장영

4. 자료 수집 방법

양백의 크기가 가로 30 cm와 세로 30 cm라 가정하였을 때 표면적은

1) 사전조사

900 cm × 2면=1,800 cm 이고 이를 다른 흡착량 자료(dye = OCl )와

서울시내 소재하는 6개 3차 종합병원의 경장영양백 사용 실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0.2789 mg dye/m PE (화학에 관련

조사결과는 경장영양백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 1주일간 사용하였

된 실험)을 기준으로 0.000502 mg OCl 정도이다. 이는 영양제 주입

고 뜨거운 물, 일반 세제로 세척 후 자연건조하였다. 상업용 영양액

시 전량이 용액 중으로 빠져나온다고 할 때, 0.0105 mg OCl 이고 주

중 처음부터 경장영양백에 담겨 제품화되어 있는 폐쇄형(closed sys-

입 시 농도로 환산하면 0.000502 mg OCl /L로 음용수 수질 기준에

tem)은 일회 사용하였고, 캔과 같은 형태의 영양액은 경장영양백과

서 근거한 잔류염소량은 4 mg/L의 기준을 볼 때 인체에는 별 이상

수액 라인을 사용하여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세척 후 자연 건조하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 매일 교환하였다(Table 1).

2

2

-

2

-

-

-

실험 처치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프로토콜 전과정에 대해
2) 예비조사

교육 후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간호사들의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확인하였다.

균 배양 방법 및 결과는 임상병리학과 미생물학 전공 교수와 상
의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2명씩 선정하여 연구방법절차
대로 비위관 경장영양 4일째(3일간 사용한 경장영양백), 8일째(7일

3) 검체 채취 방법

비위관 경장영양 4일째(3일간 사용한 경장영양백)와 8일째(7일간

간 사용한 경장영양백)에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다. 경장영양 4일

사용한 경장영양백)되는 오전 8시에 무균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자

째에는 두 군 모두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8일째에는 대조군에서

연 건조된 경장영양백에 멸균 생리식염수 10 mL로 washing하여

균이 검출되었다.

culture bottle에 옮겨 즉시 검사실로 의뢰하였다. 시간이 지체되면
3) 연구 진행 절차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최대한 신속히 검사실로 수송하였다.

경장영양 주입방법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은 Lee 등
(1998), Oie 등(1993)의 방법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미생물

4) 미생물 동정 및 counting

10 mL의 검체 중 100 μL를 Blood agar plate (BAP)와 MacConkey

학과 교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 석사

Table 1. Feeding Bag Use Status
Hosp.
1
2
3
4
5
6

Bag
Purchased bottle (closed system)
Feeding bottle & IV set (open system)
Feeding bag
Feeding bag
Feeding bag
Feeding bag

Cleaning method
A

B

C

D

Drying
method

Change
interval

○
○
○
○
○

○
○
○
○

-

Brush
-

Natural dry
Natural dry
Natural dry
Natural dry
Natural dry

Disposable
Daily
Weekly
Weekly
Weekly
Weekly

Hosp. = Hospital; A = Hot water; B = general detergent; C = detergent; D = other; IV Set = intravenou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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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중환자 수간호사 및 교육 수간호사 1인에게 자문을 받은 다

여자가 18명이었고, 대상자의 최저 연령은 16세, 최고 연령은 82세로

음 경장영양 주입방법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방법 프로토콜을

평균나이는 56세였다. 의식수준은 명료 6명, 기면 8명, 반혼수 19명,

작성하였다. 경장영양액은 S병원 영양과에서 혼합조제식으로 올라

혼수 7명으로 반혼수 상태가 47.5%였으며, 진단명은 뇌종양 5명, 혈

오는 일반 경관 유동식(cereal)으로 1일 4회(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

종 14명, 동맥류 8명, 뇌경색 5명, 기타 8명으로 혈종 환자가 전체 환

시, 오후 9시), 영양과에서 식사 배식 후 30분 이내에 경장영양 주입

자의 35%였다.

이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주입시간은 매회 2시간 이내로 7일간 주입

대조군은 총 20명으로 남자가 9명, 여자가 11명이었으며, 연령은

하였다. 경관영양 주입과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관영양을 수행

64세 이하가 13명(65%),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7명(35%)였으며, 진단

하기 전후에 손소독제로 손을 씻도록 하였다. 영양 주입이 끝나면

은 혈종이 6명(30%)였으며, 의식수준은 반혼수 7명(35%), 기면 6명

경장영양백을 즉시 수거하여 병원 수도를 가장 높은 온도로 돌려

(30%)이었다. 실험군은 총 20명으로 남자가 13명, 여자가 7명이었으

물을 10초간 흘려보낸 후 뜨거운 물(45-50°C)을 경장영양백에 500

며, 연령은 64세 이하가 15명(75%),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5명(25%)

mL 넣어서 점적통까지 채워 10번씩 흔들어서 3번 헹구어 내었다.

였으며, 진단은 혈종이 8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식수준 역시
반혼수가 11명(55%)으로 가장 많았다.

5. 자료 분석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은 유의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

차이가 없었다(Table 2).

적 특성,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균 발생율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동질성 검사를 위해 chi-squre test와 5 이하인 cell이 50%
이상인 경우 적합도 검정을 위해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분석

2.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도 비교

비위관 경장영양 4일째(3일간 사용한 경장영양백) 균 발생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조군에서 Gram(-) 균 발생은 17건(85%), 실험군

하였다.

은 3건(15%)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또한
비위관 경장영양 8일째(7일간 사용한 경장영양백) 균 발생 검사 결

연구 결과

과에서도 대조군에서 Gram(-) 균의 발생은 19건(95%), 실험군은 4건
(20%)으로 두 군 간의 균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비위관 영양을 받은 총 40명을 대상으로 남자가 22명,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ender
Male
Female
Age (yr)
< 65
≥ 65
Diagnosis
Brain tumor
Hemorrhage
Aneurysm
Infarction
Others
Level of conc.
Alert
Drowsy
Stupor
Coma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 = 20)
(n = 20)

3.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른 미생물 배양 결과
χ2

p

n (%)

n (%)

9 (45)
11 (55)

13 (65)
7 (35)

1.616

.204

13 (65)
7 (35)

15 (75)
5 (25)

0.4762

.4902

3 (15)
6 (30)
4 (20)
3 (15)
4 (20)

2 (10)
8 (40)
4 (20)
2 (10)
4 (20)

-

2 (10)
6 (30)
7 (35)
5 (25)

4 (20)
3 (15)
11 (55)
2 (10)

-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Cons. = conscious.

(Table 3).

.976*

.359*

비위관 경장영양 4일째(3일간 사용한 경장영양백) 대조군에서는
non fermentative gram-negative bacilli (N.F.B)가 17주, Enterobactor.
Table 3. Comparison of Contamination Level of Feeding Bag at 4th and
8th Day by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Variable
4th days
No growth
Growth*
G(-)
G(+)
8th days
No growth
Growth*
G(-)
G(+)

Control group
(n = 20)

Experimental group
(n = 20)

n (%)

n (%)

3 (15)

17 (85)

17 (85)
-

3 (15)
-

1 (5)

16 (80)

19 (95)
-

4 (20)
-

χ2

p

19.600

.001

23.018

.001

*Bacterial contamination criteria for drinking water ( ≥ 100 cfu/mL) wa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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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Feeding Bag according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and Using Period
Variable
Enterobactor. aerogenes
Non fermentative
gram-negative Bacilli (N.F.B)
Enterobactor cloacae
Klebsiella pneumoniae
Morganella morganii

Control group (n)

Experimental group (n)

4th day

8th day

4th day

8th day

1
17

1
19

3

4

1

2
2
1

-

-

반세제와 솔을 이용하거나 70°C 이상 물에 세척한 경우보다 미생물
발생빈도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입용기 사용기간에 따른 균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오염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Lee, Lee, Han, Park, & Choi, 2009; Mathus-Vliegen, Bredius, &
Binnekade, 2006; Park,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일반세제를 사용
하여 세척한 경우 4일째에도 경장영양백의 상당수가 오염된 것을
볼 수 있었다. Le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수돗물에 세척한 경우 3일
째에 50%에서 균이 검출되었으며 소독액에 세척한 경우 3일째에는

aerogenes 1주, Morganella morganii 1주가 검출되었고, 실험군에서는

배양되지 않았고, 5일째에 40% 균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Lee 등(1998)

N.F.B. 3주의 균이 검출되었다(Table 4).

의 연구에서는 일반세제와 솔을 사용한 경우 7일째에도 균이 발생

비위관 경장영양 8일째(7일간 사용한 경장영양백) 대조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미온수로만으로 세척

N.F.B.가 19균주가 검출되었으며, Enterobactor aerogenes 및 Morganel-

한 경우 경장영양백 내부에 잔여물이 붙어 있어 미생물이 번식하기

la morganii는 1주 발생하였고, Enterobactor cloacae와 Klebsiella pneu-

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Oie 등(1993)의 연구결과와 같이 Lee 등

moniae가 각각 2주씩 새롭게 발생되었다. 실험군에서는 N.F.B. 4균

(1998)의 연구에서는 솔을 사용하여 주입용기를 세척하였으나 Lee

주가 발생하였다(Table 4).

등(2009)과 본 연구에서는 솔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세제 또는 소독
제를 넣어 헹구어 냄으로써 음식물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논 의

못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입용기의
오염은 세척방법뿐만 아니라 투여 준비와 주입 중에 조작하는 방

본 연구는 경장영양백의 재사용이 경관영양액을 오염시킬 수 있

법, 사용기간, 특히 주입용기의 폐쇄성과 개방형 시스템 그리고 연

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Beattie & An-

결튜브가 주입용기에 부착된 경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오염에

derton, 2001; Oie et al., 1993; Park, 2010) 낮은 현행 보험 수가체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Best, 2008; Mathus-

의 문제로 비위관 경장영양 시 경장영양백을 재사용하고 있어 경

Vliegen et al., 2006; Park, 2010). 본 연구에서는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방법에 따른 오염도를 확인하고 중환자의 경

에도 3일간 사용한 주입용기에서 균이 검출되었는데 사용한 주입

우 일회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용기의 시스템은 개방형으로 주입통과 연결튜브가 부착되어 있어

연구대상 의료기관인 서울시 소재 S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에서

여러 번 미온수로 헹구고 소독제를 통과시켜도 점적통 내에 일부

비위관 경장영양을 하고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비위관 경장영양 후

잔여 음식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경제적인 부

경장영양백을 뜨거운 물로 세척 후 일반세제와 소독제를 이용하여

분을 고려하여 매번 새로운 주입용기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개방

세척 및 소독 후 오염정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경장영양 4일째

형 시스템의 주입용기를 재사용해야 한다면 주입통과 연결튜브가

일반세제로 세척한 경우에는 20건 중에 17건, 소독제를 사용한 경

분리되어 있어 매번 새로운 연결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오염도를 낮

우는 3건의 오염이 있었으며 8일째에는 일반세제로 세척한 경우 19

출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건,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경우는 4건의 오염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비위관 영양 시 경장영양백 관리에 관심을 갖고,

Oie 등(1993)의 연구에서 따뜻한 물로 30초간 세척하는 방법, 미온

일반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 후 주입용기의 사용

수와 세제로 30초간 문질러 씻는 방법보다 30초 동안 세정제와 따

기간에 따른 균 발생을 살펴본 결과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뜻한 물로 문지른 후 소독제에 담그는 방법이 효과적인 소독효과를

경우가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사용기간에 따른 균 발생이 증가

보인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세제 후 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세제를 사용한 주입용기에서 주로

독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Lee 등(1998)의

동정된 균은 N.F.B., Enterobactor aerogenes, Morganella morganii, En-

연구에서는 미생물 검출 빈도가 일반 세제와 솔을 이용한 경우 10

terobactor cloacae, Klebsiella. pneumoniae로 이 중 N.F.B.는 4일째에 17

개 중 3건, 70°C 이상 물에 세척한 경우 9건, 0.1% Tego에 소독한 경우

주에서 8일째 19주로 증가하였다.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가 일

N.F.B.는 과거에는 비병원성인 기거생활체(commansals)로 여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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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점차 수술이 늘고 면역기능이 억제된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에 병원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주입용기를 재사용해

기회감염, 원내감염, 균교대증으로 나타나는 중요 원인균이다. 또한

야 한다면 가능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결튜브는 매번 교체하여

대부분이 항생제 내성경향이 강하며, 소독약에도 내성을 나타내는

야 한다.

균이 많아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N.F.B.로 인한 2차 질병의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사 연구를 통해 기회감염을 최소화하고 실무
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경관영양과 관련된 간호지침을 마련함으로

본 연구에서도 소독제를 사용한 주입용기에서 최고 4건의 발생

써 병원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연계하여 손쉽고 경제적으로 사용

을 보이고 있어 이 균의 동정을 통해 위관 영양으로 인한 병원감염

될 수 있는 다각적인 간호 중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발생 건수는 1-2

한 퇴원 후 대부분의 경장영양을 보호자가 담당하게 되므로(Sch-

건이나 동정된 균 중 주요 병원 감염균으로 Morganella morganii는

neider 등, 2001) 재가환자들의 경장영양 방법 및 관리 등에 대한 실

장내 정상 상재균으로 병원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요로감염을 야

태 조사 및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기하며(Senior, 1983), Enterobacter cloacae는 물, 토양, 분변 등에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5대 병원감염균(Schaberg, Culver, & Gaynes,

결론 및 제언

1991)이다. 주요 병원감염균에 비해 빈도는 낮지만 임상적으로 더
위중한 증세를 보이며 이 세균에 의한 패혈증 사망률은 그람양성

본 연구는 신경외과중환자실 환자의 간헐적 비위관 경장영양 시

세균에 비해 2배에 달한다(Valles, Leon, & Alvarez-Lerman, 1997).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방법에 따른 오염도를 비교하여 기회

Klebsiella pneumoniae 역시 원내감염과 기회감염을 유발하며 노약

감염을 최소화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경장영양

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기능 저하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폐렴을 유

백 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발한다(Woloj, Tolmasky, Roberts, & Crosa, 1986). 이처럼 그람음성간

같다.

균은 기회감염이나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체로 근래 다양

첫째,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도를 살펴

한 약제 내성의 확산으로 인하여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Jung,

보면 비위관 경장영양 4일째에는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균이 발생

Kim, Kim, Park, & Cho, 1995).

하지 않았으나 일반세제를 사용한 경장영양백에서는 균 발생이 유

본 연구에서 동정된 균은 모두 그람음성균이였으며 Fagerman
(1992)의 연구에서는 주입용기를 완전히 건조시키면 대부분의 수인

의하게 증가하였고 8일째에도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일반세제
를 사용한 경우에 균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성 미생물이 제거된다고 하였다. 실제 주입용기 세척 후 공기 중에

둘째,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른 미생물은 일반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평균 65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세제를 사용한 경우 경장영양 4일째에는 N.F.B., Enterobactor aero-

(Lee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경장영양 후 최대 10시간 정도 자연

genes, Morganella morganii가 검출되었고 경장영양 8일째에는 새롭

건조 후 배양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완전한 주입용기의 건조는 어려

게 Enterobactor cloacae와 Klebsiella pneumoniae의 균이 검출되었다.

웠으리라 생각된다.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장영양 4일째와 8일째에 N.F.B.의 균

Lee 등(1998)의 연구에서도 경관영양 기구에서 Pseudomonas aeru-

이 검출되었다.

ginosa, Acinebacter baumannii,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등이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장영양백 세척 시 일반세제를 사

배양되었으며 이들 균속은 저향력이 감소되어 있거나 항생제를 많

용하는 것보다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기간에 따른 균 발생

이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요로감염, 설사, 뇌막염 등의 기회감염을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경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경장영양의 공급을 중환자 간호 실무의 규칙

장영양백을 소독하더라도 4일째에 균이 발생하고 8일 이상 재사용

적인 한 부분으로 인식함으로써(Marshall & West, 2006) 저항성이

시 균이 증가함으로써 경장영양백 사용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거

감소되어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기회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러한 균주의 존재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해 봐야 한다.

1)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소독 방법에 따른 균 발생율 비교 시

따라서 일회용 주입용기의 사용을 가능한 권장하고 싶으나 현행
국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1)에서 경장영양 기구를 월 1회 제공하고 있기 때문

솔의 사용 여부와 경장영양백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는지 반
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일반병동에서는 경장영양백 관리가 간호사가 아닌 보호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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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병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이들 환자들이 퇴원
후에 가정에서도 경장영양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재가환자들을 대
상으로 경장영양백 사용기간 및 관리방법에 따른 오염도 비교를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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