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18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3점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①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다. 관찰, 현장
∙확인사항 : 주출입구 손소독제, 기관 내 세면대 손세정제 비치, 직원 의복 청결, 서비스 전‧
후 손 씻기

▣ 확인방법

▪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여부 및 직원의 의복이 청결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주출입구는 평소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손소독제 대신 출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 경우 인정함
- 기관 내 모든 세면대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손씻기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직원이 착용한 의복(유니폼, 앞치마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함
-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은 유통기한 만료,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원이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한다.
- 식사(간식)보조, 기저귀 교환, 욕창간호, 창상간호, 소변비우기
- 화장실을 이용한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의료폐기물을 다룬 후, 쓰레기를 다
룬 후, 외출에서 복귀한 후 등
- 오물이 묻지 않은 경우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인정함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하지 않고 일회용 장갑만 교체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충족요건

(현장) 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다.

충족요건

(현장) 기관 내의 모든 세면대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한다.

충족요건

(현장) 직원이 착용한 유니폼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충족요건

(현장) 직원이 착용한 앞치마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충족요건

(현장) 유통기한이 만료, 훼손된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은 폐기한다.

충족요건

(관찰) 서비스 제공 전‧후 모두 손 씻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일회용 장갑만 교체한 경우 인정
하지 않음) (제공 전에는 손을 씻는데 제공 후에는 씻지 않는 경우가 관찰되면 안 됨)

평가기준

②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
- 일회용품은 관리여부 확인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 확인방법

▪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간호비품 :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 시설급여제공매뉴얼(2020) 2권 라-2-3)-(3) 소독관리 참고

충족요건

(기록) [간호(조무)사-간호비품소독] 메뉴를 매일 등록한다.

충족요건

(현장) 유통기한이 넘은 일회용품은 폐기한다.

평가기준

③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기록, 현장
∙확인사항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배출여부
- 의료폐기물 배출 : 전문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

▣ 확인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폐기물은 전문 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하며 계약서, 지출증빙 등의 관련 자료를 확인
한다.
- 병원, 약국 등과의 협약은 인정하지 않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한다.

충족요건

(기록) [간호(조무)사-의료폐기물처리] 메뉴를 매월 등록한다.

충족요건

(현장)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한다.

충족요건

(기록) 전문 업체와의 배출관련 계약서, 지출증빙을 보관한다.

평가기준

④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기록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 확인방법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자체소독(2019.1월 ~ 2021.1월까지)을 실시한 경우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의약외품
으로써 식약처의 허가 받은 전문소독제를 사용하여 실시한 소독의 경우 인정한다.(락스,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충족요건

(기록) [사무국장-실내외소독] 메뉴를 분기별 1회 이상 등록한다.

충족요건

(기록) 전문업체와의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등을 보관한다.

평가기준

⑤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기록, 면담
▪ 확인 사항 : 일자 소독부위, 소독제 소독자

▣ 확인방법

▪ 급여제공지침 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하
는지 관련 자료와 직원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수급자 생활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며 소독제를 사용하여 일상소독을 실시한다.
- 수급자 생활환경 :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을 의미(예 : 출입문 손잡이, 안전손잡이, 난간, 문
고리, 침대, 휠체어, 스위치 등)
- 소독제 : 소독 부위 및 장소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준수하
여야 함
※ (참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내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충족요건

(기록) [요양보호사-생활환경소독] 메뉴를 매일 등록한다.

충족요건

(면담) 직원면담 Q & A (예시)
Q : 기관 내 일상소독은 언제 하나요?
A : 매일 합니다.
Q : 어디를 소독하나요?
A : 자주 손이 닿는 출입문이나 문고리, 침대, 휠체어 등에 대해 합니다.

▣ 지표적용기간 : 2019.1월 ~ 2021년 평가일
▪ 기준 ④번의 전문업체소독 실시 여부와 기준 ⑤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단, 2019.1월 ~ 2021.1월까지 자체소독을 실시한 경우,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의약외품으로써 식약
처의 허가 받은 전문소독제를 사용하여 실시한 소독의 경우 인정한다.(락스,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