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19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점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 확인방법

①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모든 수급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충족요건

(기록) [간호(조무)사-수급자건강진단] 메뉴를 연 1회 이상 등록한다.

평가기준

②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기
록
∙입소일까지 제출(단,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 결과)

▣ 확인방법

▪ 신규수급자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은 입소 전 1개월 이내의 결과를 확인한
다.
- 퇴소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
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충족요건

(기록)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간호(조무)사-수급자건강진단] 메뉴를 등록한다.

평가기준

③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기록
▪ 확인 사항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간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시 대응 체계

▣ 확인방법

▪ 기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상응하도록 기관 상황에 맞
게 작성함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표3]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그림2]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등 참
조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394)

충족요건

(기록) www.longtermcare.or.kr>알림방>공지사항>60394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관의 사정에 맞는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평가기준

④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기록, 면담

▣ 확인방법

▪ 직원이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또는 기관에서 수립한 기준 ③의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충족요건

(기록) [간호(조무)사-감염병유행시조치] 메뉴를 등록한다.

충족요건

(기록) [간호(조무)사-감염병발생시조치] 메뉴를 등록한다.

충족요건

(면담) 직원면담 Q & A (예시)
Q : 독감같은 감염병 유행이나 발생시 어떤 조치를 했나요?
A : 면회객을 제한하고 실내소독을 매일 실시 했으며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독감예방접종
을 실시했습니다.
(유행 및 발생 시 기관의 조치 사항을 직원 모두 숙지(암기)하도록 함)

▣ 지표적용기간 : 2019.1월 ~ 2021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