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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 K 대학교내 방사선촬영 실습실의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1대를 선택하여 table, IP 
cassette, 의료방사선 차폐용 납 가운의 표면 오염도의 세균을 검출하여 적절한 소독관리와 학생들의 손 위생의 필요성
을 알리고자 한다. 그 후 휴지, tissue cleaner, 70% alchol로 소독을 실시하고 즉시 멸균면봉으로 채취하여 표면의
오염 분포상태 및 소독효과를 평가하였다. 표면의 오염 분포도를 측정한 결과는 Apron에서 가장 많은 균이 검출되었고
표면 오염도에 따른 소독효과 평가는 IP cassette에서는 70% Alcohol에서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고 Apron와 Table
의 경우는 Tissue cleaner, 70% Alcohol에서는 소독효과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 세균 감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습 전에 기본적인 손 씻기, 주기적인 소독을 하여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주제어 : X선 발생장치, IP 카세트, 납 가운, 세균, 소독

Abstract  It is going to select one X-ray generating device for diagnosis in a radiography laboratory at 
K university in Gangwon-do to detect bacteria on the surface contamination of tables, IP cassettes, and 
lead gowns for medical radiation shielding and to inform students of the need for proper disinfection 
control and hand hygiene. Then disinfection was carried out with tissue, tissue cleaner and 70% alchol 
and immediately collected with sterile cotton swabs to assess the contamination distribution status and 
disinfection effects of the surface.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n the surface 
showed that the largest number of bacteria were detected in Apron, and the evaluation of the 
disinfection effects according to surface contamination showed a noticeable effect at 70% Alcohol in 
IP Cassette, and the disinfection effect was the same for Apr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bacterial 
infections among students, basic hand washing and regular disinfection should be performed before the 
practice to prevent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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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원은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며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심한 기저질환과 면
역력이 감소되어 있고,  각종  침습적 조작 및 다제내성 
병원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차적인 병원감염에 
이환될 확률이 높다[1]. 병원감염은 환자들에게 고통과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병원 직원 및 병원에 출입하는 모
든 사람들에게 감염이 전파되어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감염관리위원
회(infection control committee. ICC) 설치와 소독
(disinfection),  격리(isolation)이지만 영상의학과 검사
실(또는 촬영실)에서는 제한적으로 환자가 사용한 의료
기구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소독이 가장 기본적
이며 중요하다[2].

방사선사들이 근무하는 검사실의 환경은 보다 많은 환
자들의 출입으로 병원감염의 기회는 더욱 증가되고[3]. 
특히 업무의 특성상 직접적인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 많
은 방사선사는 혈액 및 각종 분비물에 의한 감염의 위험
에 항상 노출되어있다[4,5]. 따라서 환자 접촉 전후로 손
세정제를 이용한 손 씻기[6], 감염의 위험 노출 환자의 검
사 시에는 일회용 AP 비닐가운 착용, IP cassette에 비
닐을 씌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상이 없는 피부
와 접촉 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촬영 테이블, 방
사선 촬영 카세트 등은 비위험기구로 지정하고 손상이 
없는 피부는 미생물에 대한 방어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멸균은 필요하지 않으며 에탄올(ethanol) 또는 이소프로
판 알코올(isopropyl alcohol, 70~90%), 차아염소산나
트륨 (sodium hypochlorite, 1:500), 페놀 및 4급 암모
늄 세정제 등으로 1분 이상 2회 소독을 권고하고 있으며 
병원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의 질을 평가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거론되고 환자의 안전 보장 차원
에서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감염관리 활동
도 활성화되고 있다[7,8]. 의료기구 및 장치에 관한 세균
오염도 측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9]. 하지만 일반촬영 장치의 경우 검
사자 및 피검사자의 인체와 접촉이 많지만 병원균의 종
류와 소독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안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교내 방사선실습실의 일반촬
영장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접
촉이 많은 부위를 대상으로 세균의 오염도를 확인하고 
소독 효과를 알아보며, 촬영실 실습 내에서 접촉면에 적

절한 소독관리와 학생들의 손 위생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강원도 지역의 K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 방사선학

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설치된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1
대를 선정해 학생들의 접촉이 가장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table, IP cassette, 의료방사선 차폐용 납 가운의 표면 오
염도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중 table, IP cassette 
표면을 tissue cleaner, 휴지, 알코올(70% Alcohol)에 적
용에 따른 표면 소독효과를 확인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표본 채집
2019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약 일주일간 당시 방

사선 일반촬영학 II 과목을 실습중이였던 학생들의 접촉
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0*12 IP cassette, 
apron, table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지점을 임의로 지정해 검체 채취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Fig. 1, 2와 같이 각 부위의 가
로 5cm＊세로 5cm 크기의 window에서 멸균면봉으로 
채취한 그룹을 대조군, 휴지, tissue cleaner, 70% 
alchol로 소독을 실시하고 즉시 멸균면봉으로 채취하여 
표면의 오염 분포상태 및 소독효과를 평가하였다.

       ⓐ Table ⓑ Apron ⓒ IP cassette
Fig. 1. Pollution Distribution

ⓐsterile cotton swab ⓑLB Badge Disposed ⓒculture in incubator 
Fig. 2. Experiment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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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표본 배양
멸균된 면봉으로 각 표면을 문지른 후 즉시 멸균 생리

식염수 1.5mL 담긴 멸균용기에 넣었다. 세균의 증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Lysogeny broth(LB) agar에 1mL 도
말을 실시한 후 37℃의 배양기에 넣어 48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후에 LB agar plate에 증식한 colony 
forming unit (CFU) 수를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2.2.3 통계적 분석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분석은 SPSS Statistics 19 

(SPSS, USA)을 사용하였다. IP cassette, apron, table 
표면의 오염 분포상태 및 소독효과에 관한 오염된 균의 
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를 
통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증으로는 Duncan을 적용하였
다. 유의수준 5%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3.1 표면 오염도 측정
표면의 오염 분포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Table 

1과 같이 Apron는 9.00±2.18, Table은 4.00±1.15, 
IP cassette은 2.00±0.50의 CFU가 검출되었다. 
Apron에서 가장 많은 균이 검출되었고 IP cassette에서 
가장 적은 균이 검출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Fig. 3. Changes in CFU according to the site of IP 
cassette, apron and table.

Group IP cassette Table Apron P-value

CFU 2.00±0.50a 4.00±1.15a,b 9.00±2.18b 0.046*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3 groups in one-way ANOVA. 
Different letters (a and b) by the 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of the post hoc Duncan.

Table 1. The distribution state of surface contamination

3.2 표면 오염도에 따른 소독효과 평가
Fig. 4와 같이, IP cassette, apron and table 모든 

부분에서 70% Alcohol 사용시 표면 소독으로 균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cassette에서는 Tissue적용 
후 2.33±0.29, Tissue cleaner적용 후 1.00±0.50, 
70% Alcohol적용 후 0.33±0.29의 CFU를 확인하였다. 
Apron의 경우 Tissue적용 후 4.33±0.76, Tissue cleaner적
용 후 1.67±0.29, 70% Alcohol적용 후 1.33±0.58의 
CFU로 나타났으며, Table에서는 Tissue적용 후 
5.00±1.80, Tissue cleaner적용 후 0.33±0.29, 70% 
Alcohol적용 후 0.00±0.00의 CFU를 보였다. 각 소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통계적으로 검
증한 결과, IP cassette에서는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P<0.05)  70% Alcohol에서 두드러진 효과가 나
타남을 확인 하였다. Apron와 Table의 경우는 Tissue, 
Tissue cleaner, 70% Alcohol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
나(P<0.05), Tissue cleaner, 70% Alcohol에서는 소독
효과가 동일함을 확인 하였다.

Fig. 4. CFU according to disinfection effect of IP cassette, 
apron and table

Group Tissue Tissue cleaner 70% Alcohol P-value

IP cassette 2.33±0.29a 1.00±0.50a,b 0.33±0.29b 0.042*

Apron 4.33±0.76a 1.67±0.29b 1.33±0.58b 0.036*

Table 5.00±1.80a 0.33±0.29b 0.00±0.00b 0.048*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3 groups in one-way ANOVA. 
Different letters (a and b) by the 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of the post hoc Duncan.

Table 2. Surface sterilization effect

4. 고찰

최근 의료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감염의 관리가 갈수
록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감염관리는 환자의 보호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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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사 본인의 보호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정
이다. 의료기구 및 의료기기의 부적절한 소독은 감염의 
원인이 되며, 경우에 따라 병원균의 유행 및 창궐을 초래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기
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권고되는 사항에 따라 소독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고시에서 이용하는 이소
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hol)이나 에탄올, 차아염소
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등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10,11] 다음 연구에서는 천
연 소독물을 사용하여 소독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임상에 근무하기 전에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건강관련 교육을 적용함에 있어 신종전염병에 
관한 건강신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
요가 있으며, 신종전염병을 예방을 위해 위생행위를 포괄
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12]. 그리
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의
료 관련 감염이 있으며 이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 
관리 활동은 환자의 안전 보장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13]. 그래서 본 연구는 방사선학과 학생들에게 감염관리
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상의학과에서 검사에 이용되는 필름 및 IP와 촬영
기구를 이용하고 환자와 접촉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름 카세트의 33%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오염되어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강조[14]하였
고, 국내에서 필름카세트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
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검출되어 다제내성균에 대한 오염 방지책을 마
련해야 한다고 하였다[15].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1개 장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
여 객관성의 제한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경우 Tissue를 
사용 전후 오염도의 변화는 IP cassette에서는 CFU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P=0.643). Table에서 또한 Tissue 사용 전후 비교
하면 CFU 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P=0.67). Apron의 경우 오염도는
Tissue를 사용 전후 비교하면 CFU는 약간 감소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P=0.155).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객관적인 값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독 물질
의 종류를 다변화하여 소독물질 별 비교평가 또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방사선학과 일반촬영 실
습 장비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에서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에
게 있어 손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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