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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idences of Catheter Colonization and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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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spite of the recent application of a general infection control method, central line-associated infections is still relatively high in 

Korea. Central line bundle with Chlorhexidine gluconate (CHG) tegaderm dressing was report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catheter coloni-

zation and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s (CLABSI).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cidences of catheter col-

onization occurrence and CLABSI while using Tegaderm vs. CHG Tegaderm dressings. Methods: We used a descriptive design. 400 patients 

who had central venous catheters were selected from four hospital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Of all subjects, 200 used TegadermTM (Tegaderm group), and the remaining 200 used CHG Tegaderm (CHG Tegaderm group) 

dressing at the catheter insertion sit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2 test or Fisher’s exact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

ing SPSS WIN 21.0. Results: In the Tegaderm and CHG Tegaderm groups, CLABSI incidences were 5.89 and 1.79 per 1,000 catheter-days, 

catheter colonization incidences were 3.93 and 1.43 per 1,000 catheter-days, and central line bundle compliance rates were 26.0% and 

49.0%, respectively. Catheter colonization risk factors were ‘reinsertion after failure’ and ‘Tegaderm dressing’ at the central line insertion 

site. CLABSI risk factors were ‘incomplete performance of 7 central line bundle items’ and ‘Tegaderm dressing’ at the central line insertion 

site. Conclusion: A further prospective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entral line bundle with CHG Tegaderm dressing, avoiding 

central line reinsertion after failure, and improving the bundle compliance in reducing catheter colonization and CLA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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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이란 환자가 입원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지 48시간 후, 
퇴원 후 2주 이내, 수술 후 30일 이내 발생하는 모든 감염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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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원 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1]. 최근 

고령 인구, 만성 퇴행성 질환자,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면역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항생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 의료기술 향상에 따른 

침습적 시술의 증가, 인공의료기구의 사용 건수 증가 등으로 의료관

련감염의 위험은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이다[2]. 중증도가 높은 환자

의 경우 혈역학적 감시, 수액 주입, 투석, 정맥 영양 공급, 대량 수혈, 
승압제 투여, 항암제나 항생제 투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중심정맥관

을 삽입한다[3-5]. 중심정맥관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심정

맥관의 침습적 삽입에 따른 혈류감염의 발생은 사망률 증가, 의료비

용 증가, 재원기간 연장을 초래한다[6-13].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 ［KONIS])의 2018년 보고에 따르면 국내 중환자실의 의료

관련감염은 혈류감염 47.4%, 요로감염 27.5%, 폐렴이 25.1%를 차지

하며[14],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1,000 카테터-일 당 2.04, 2.21, 2.20, 2.43이었다[15].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

vention ［CDC]) [16]에서 보고한 2015년, 2016년, 2017년 미국 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 0.99, 0.89, 0.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결

과이며, 의료관련감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소폭 증가하였다[14].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의 환자 요인

으로는 중심정맥관 거치일, 중환자실 종류, 중환자실 재원기간,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점수, 기저질환,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등이 있으며, 카테터 삽입 시 

무균술 이행도, 비숙련된 의사에 의한 반복된 삽입, 대퇴정맥(Fem-

oral vein)과 같은 하지정맥삽관, 최대멸균차단 이행수준 등도 중심

정맥관 관련 감염을 유발한다. 또한 반복적인 천공은 혈관벽과 피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박테리아의 침입으로 인한 혈류감염의 위

험을 증가시킨다[17-23].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미국 CDC는 중심정

맥관 삽입 시 최대멸균차단, 손 위생,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철저한 

무균술 시행, 알코올을 포함한 0.5% 이상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피부소독, 대퇴정맥보다는 쇄골하정맥(Subclavian vein)의 사용, 불
필요 시 중심정맥관 즉시 제거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발표하고 이 지침이 번들(한 묶음)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4]. 중심정맥관 번들이행 지침은 세계

보건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은 여전히 예방이 가능한 병원감염으

로 고려되며,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

며, 다양한 중재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 고려되는 지침 중 하나로 일반적인 감염 관리 방법을 적용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 중심

정맥관 삽입 부위 피부의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클로르헥

시딘 글루콘산(Chlorhexidine gluconate [CHG])’ 테가덤 드레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25,26]. 외국의 선행 연구에 따

르면, CHG 테가덤 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1,000 카테터-일 당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이 5.87에서 1.51로, 1.30에서 0.50으로 감소

하였고, 1,000 카테터-일 당 중심정맥관 균집락률 또한 10.90에서 

4.30으로 감소해, CHG 테가덤 드레싱이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7-32]. 이

에 미국 CDC는 CHG 테가덤 드레싱 사용에 관한 권장 사항을 

‘2017년 중심정맥관 삽입 지침’에 추가로 포함하였다[33]. 

하지만 국내의 경우, 외국보다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이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CHG 테가덤 드레

싱을 배제한 중심정맥관 번들을 적용한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새롭

게 도입된 CHG 테가덤 드레싱 방법이 포함된 중심정맥관 번들을 적

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CHG 테가덤 적용 

중심정맥관 번들 이행군(이하 ‘CHG 테가덤군’)과 기존의 중심정맥

관 번들 이행군(이하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번들 이행정도,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 유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무

를 조사하여 향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

상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에서 발생하는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을 분석하

고, 환자특성과 중심정맥관 번들이행 특성에 따른 감염발생 유무와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1)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일반적, 임상적, 중심정맥관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2)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을 분석한다.

3)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환자특성에 따른 중심정맥

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무를 분석한다.

4)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번들이행 특성

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무를 분석한다.

5)  대상자의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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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심정맥관 삽입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에서 발생하는 중심정맥관 균집락률과 중

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을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과 번들이행정

도에 따른 감염유무와 감염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

지 1년간 경기지역 소재의 300~500병상 규모의 KONIS 참여 종합

병원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만 15세 이상 모든 환자들이다. 연구

대상 제외기준은 (1) 터널식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자, (2) 외부병원

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자, (3) 중심정맥관 삽입 후 보유 기간이 

2일 미만인 자이다[14]. 자료 수집을 위해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300~500병상 규모이고, KONIS에 참여하는 13개의 종합병원을 접

근하였고, 그 중 중심정맥관 번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조사

를 허락한 일반 테가덤을 사용하는 2개 종합병원과 CHG 테가덤을 

사용하는 2개 종합병원에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G*Power 3.1

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α) = .05, 검정력(b) = .80, 효과크기

(f 2) = .15, 예측변수의 수 = 12로 계산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7명이었으나,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

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적어도 200 케이스 이상일 것을 제언한 선행

연구[34]를 참조하여 일반 테가덤 사용자 200명, CHG 테가덤 사용

자 200명, 총 400명의 자료 수집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일반 테가

덤 사용자 200명, CHG 테가덤 사용자 200명이 확보되면 조사를 중

단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중심정맥관 관련 특성 조사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반적, 임상적, 중심정맥관 관련 특

성 조사지를 제작하여 감염관리실 의료진과 검토 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진료과, 연령, 성별), 임상적 특성 5문

항(일반 병동 입원기간, 중환자실 입원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주 질환을 포함한 기저질환, APACHE II 점수), 중심정맥관 관련 특

성 4문항(삽입 부위, 거치 기간, 삽입 시 재시도 여부, 드레싱 방법)

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중심정맥관 번들이행도

2017년 미국 CDC에서 제시한 중심정맥관 삽입 번들항목 중 7개

의 세부항목(삽입 부위의 적절성, 삽입의 필요성, 손 위생, 무균술, 
최대멸균차단법, 알코올 포함 0.5% 이상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피

부소독, 삽입부위 드레싱 이행)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 기록된 각 항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여 ‘예’, ‘아니오’로 평가하였다[33].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이행

은 CHG 테가덤 또는 일반 테가덤을 삽입부위 드레싱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사용하는 테가덤 유형에 따라 ‘CHG 테가덤군’

과 ‘일반 테가덤군’으로 분류하였다. 

3) 중심정맥관 균집락

중심정맥관 균집락은 중심정맥관 제거 시 중심정맥관 말단부위를 

잘라 배양한 검체에서 검출된 미생물이 15 colony-forming unit 이

상 인 경우에 균집락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35]. 균배양 검사는 

중심정맥관 삽입 대상자 중 주치의의 판단 하에 균배양이 필요한 감

염증상이 있는 경우에 중심정맥관 제거 시 이루어졌으며, 검체에 대

한 배양정보가 있는 대상자의 결과기록지를 확인하여 균집락 유무

를 판단하였다. 중심정맥관 균집락률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균집락이 발생한 건수 / 중심정맥관 총 삽입일수) * 1,000으로 계산

하였다.

4)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중심정맥관의 혈류감염은 중심정맥관을 2일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었고 감염발생일 또는 그 전날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

를 대상으로 신체 다른 부위의 감염과는 관련 없이 1개 또는 그 이

상의 혈액 검체에서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Staphylococcus au-

reus, Enterococcus spp.,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spp., 
Klebsiella spp., Candida spp. 등)가 분리되었거나, 발열(38.0℃ 이상)

이나 오한 또는 저혈압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었고, 독립적

으로 채혈한 두 개 이상의 혈액 검체에서 피부상재균(Corynebacte-

rium spp., Bacillus spp., Propionibacterium spp., Coagulase-neg-

ative staphylococci, Viridans group streptococci, Aerococcus spp., 
Micrococcus spp.)이 분리된 경우 혈류감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14]. 혈류 감염에 대한 혈액검사는 주치의가 감염이 의심되는 경

우 처방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활력징후 기록지를 리뷰하여 중심정맥관의 

혈류감염 유무를 확인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2018

년 KONIS 매뉴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 중 혈류감염이 발생한 건수를 중심정맥관 삽입일수의 총

합으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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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간 자료 수집을 위한 의무기록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무기록 열람절차에 따라 접근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였

다. 각 의료기관에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심정맥관 삽입 치

료를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받아 1번에서 400번까지 임의번호를 부

여하였고, 해당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중심정맥관 관련 특성과 중심정맥관 번들이행정도

를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전 연구 대상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부산대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거쳐 연구 수행에 대해 승

인을 받고(승인번호-PNU IRB/2018_127_HR), 본 연구에 포함된 4

개 병원에 윤리심의위원회가 없어 부산대학교의 IRB 연구윤리 심의

결과로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심의를 대체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병

원 간호부에 연구목적과 자료수집절차, 자료의 익명성 유지 등을 설

명하였고, 간호부는 해당 병원 기관장과 행정팀과의 팀회의를 거쳐 

연구진행을 서면 동의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임상적, 중심정맥관 관련 특성에 대한 CHG 테가덤군과 일

반 테가덤군 간 차이는,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고,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번들이행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심정맥관 균집락률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1,000 카테

터-일 당 감염 건수로 분석하였다.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

의 대상자 특성과 중심정맥과 번들이행 특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

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발생 유무는 t-test와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

류감염 발생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p < .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1.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대상자 특성과  

중심정맥관 번들이행 특성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대상자 특성 비교 결과, CHG 

테가덤군의 129명(64.5%), 일반 테가덤군의 124명(62.0%)이 내과가 

주 진료과이었으며, CHG 테가덤 군의 103명(51.5%)이 여자이었고, 
일반 테가덤군의 107명(53.5%)이 남자이었다. 평균 연령은 CHG 테

가덤군은 72.5세(± 13.35)이었고, 일반 테가덤군은 73.4세(± 13.07)

이었으며 두 군 모두 80.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입원기간은 CHG 

테가덤군이 21.94일(± 18.29), 일반 테가덤군이 21.43일(± 19.68)로 

비슷하였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대상자는 두 집단 모두 31명

(15.5%)이었다. CHG 테가덤군 중 166명(83.0%)가 기저질환을 가지

고 있었고, 그 중 높은 비율을 나타낸 기저질환은 Peripheral vas-

cular disease 79명(39.5%), Diabetes mellitus 72명(36.0%), De-

mentia 38명(19.0%)이었다. 일반 테가덤군의 160명(80.0%)이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Peripheral vascular disease 62명

(31.0%), Diabetes mellitus 53명(26.5%), Chronic pulmonary dis-

ease 47명(23.5%)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중환자실 입실한 

환자는 CHG 테가덤군이 149명(74.5%), 일반 테가덤군의 145명

(72.5%)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CHG 

테가덤군이 12.43일(± 11.24), 일반 테가덤군이 12.79일(± 13.56)이

었으며, APACHE II 점수는 CHG 테가덤군이 19.12점(± 10.17), 일
반 테가덤군이 19.58점(± 8.48)이었다. 중심정맥관 거치기간은 CHG 

테가덤군이 13.96일(± 12.74), 일반 테가덤군이 15.29일(± 15.15)이

었고, CHG 테가덤군의 86명(43.0%)과, 일반 테가덤군의 131명

(65.5%)이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HG 테가덤군의 18명(9.0%)과, 일반 테가덤군 21명(10.5%)이 중심

정맥관 삽입실패로 재시도를 하였다.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

군 간 차이를 보인 특성은 기저질환 유무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였

으며, Chronic pulmonary disease는 일반 테가덤군에서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고(p = .031), Diabetes mellitus는 CHG 테가덤군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p = .040). 삽입 부위 중 쇄골하정맥

(p < .001)은 일반 테가덤군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대퇴정맥

(p = .015)과 Cubital fossa vein (p = .002)은 CHG 테가덤군에서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외 두 군간 차이를 보인 환자특성은 없었

다(Table 1).

2.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균집락률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률

CHG 테가덤군의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발생율은 

Table 2와 같다. 중심정맥관 삽입일수는 CHG 테가덤군이 2,791일, 
일반 테가덤군이 3,057일이었다. CHG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균집

락률은 1.43/1,000 카테터 삽입일이었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률은 1.79/1,000 카테터 삽입일이었다.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균집락률은 3.93/1,000 카테터 삽입일이었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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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률은 5.89/1,000 카테터 삽입일이었다. 일반 테가덤군 대비 

CHG 테가덤군의 상대적 중심정맥관 균집락율은 0.33이었고, 중심

정맥관 관련 상대적 혈류감염률은 0.28이었다. 

CHG 테가덤군에서 중심정맥관 균집락 원인균주는 Staphylococ-

cus aureus 2건,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Escherichia 

coli가 각 1건씩 나타났으며,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원인 균주

는 Acinetobacter baumanii가 2건, Enterococcus faecium, Coagu-

lase negative staphylococcus, Candida albicans가 각각 1건으로 나

타났다. 일반 테가덤군에서는 중심정맥관 균집락 원인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가 4건,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Klebsiella pneumonia, Candida albicans가 각각 2건, Enterococcus 

faecium, Escherichia coli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원인 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

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Klebsiella pneumonia가 각각 

4건씩, Enterococcus faecium이 2건, Coagulase negative staphy-

lococcus,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Candida al-

Table 1. General, Clinical, and Central Lin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CHG Tegaderm and Tegaderm Groups (N = 400)

Variables
CHG Tegaderm group (n = 200) 

 n (%)/M ± SD

Tegaderm group (n = 200)  

n (%)/M ± SD
t or c2 p

Major medical care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129 (64.5) 124 (62.0) 1.00 .317

    Others 71 (35.5) 76 (38.0)

Age (yr) 72.5 ± 13.35 73.4 ± 13.07 - 0.65 .513

    < 50 37 (18.5) 34 (17.0) 4.42　 .219　

    50~69 35 (17.5) 38 (19.0)

    70~79 59 (29.5) 43 (21.5)

    > 80 69 (34.5) 85 (42.5)

Gender

    Man 97 (48.5) 107 (53.5) 1.00 .317

    Woman 103 (51.5)  93 (46.5)

Duration of admission (day) 21.94 ± 18.29 21.43 ± 19.68 0.26 .791

Steroid medication 31 (15.5)  31 (15.5) 0.00 > .999

Underlying disease†† 166 (83.0) 160 (80.0) 0.59 .440

    Myocardial infarction 17 (8.5) 11 (5.5) 1.38 .240

    Congestive heart failure 24 (12.0) 16 (8.0) 1.77 .182

    Peripheral vascular disease 79 (39.5)  62 (31.0) 3.16 .075

    Cerebrovascular disease 36 (18.0) 25 (12.5) 2.34 .126

    Dementia 38 (19.0) 31 (15.5) 0.85 .354

    Renal disease 13 (6.5) 15 (7.5) 0.15 .695

    Chronic pulmonary disease 30 (15.0) 47 (23.5) 4.64 .031

    Diabetes mellitus 72 (36.0) 53 (26.5) 4.20 .040

    Others 25 (12.5) 26 (13.0) 0.02 .881

ICU admission 149 (74.5) 145 (72.5) 0.20 .650

Duration of ICU stay (day) 12.43 ± 11.24 12.79 ± 13.56 - 0.25 .802

APACHEⅡscore 19.12 ± 10.17 19.58 ± 8.48 - 0.41 .675

Duration of CVC insertion (day) 13.96 ± 12.74 15.29 ± 15.15 - 0.95 .343

Insertion site of CVC

    Subclavian 86 (43.0) 131 (65.5) 17.7 < .001

    Femoral 19 (9.5)  7 (3.5) 5.92  .015†

    Jugular 25 (12.5) 20 (10.0) 0.62 .429

    Cubital fossa 70 (35.0) 42 (21.0) 9.72 .002

Reinsertion after failure

    Yes 18 (9.0) 21 (10.5) 0.25 .613　

    No 182 (91.0) 179 (89.5)

APACHE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CHG = Chlorhexidine gluconate; CVC = Central venous catheter; ICU = Intensive care 

unit;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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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ans가 각각 1건씩 분리되었다(Table 2).

3.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CHG 테가덤군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 

유무를 비교한 결과 입원기간(p  = .007), 중환자실 재원기간

(p < .001), 삽입 시 재시도(p = .04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

균 입원기간은 중심정맥관 균집락이 발생한 경우는 46.25일

(± 27.61)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1.44일(± 17.81)이었으며, 중
환자실 평균 재원기간은 중심정맥관 균집락이 발생한 경우는 36.25

일(± 25.08), 그렇지 않은 경우는 8.71일(± 10.05)이었다. 삽입시 재

시도는 중심정맥관 균집락이 없는 경우에서 16명(8.2%)에게 재시도

하였고, 균집락이 있는 경우에서 2명(50.0%)에게 재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환자특성은 없었다. 

일반 테가덤군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 

유무를 비교한 결과, 입원기간(p = .044), 중환자실 재원기간

(p = .005), 삽입 시 재시도(p = .0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

균 입원기간은 중심정맥관 균집락이 발생한 경우는 32.50일

(± 30.46)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72일(± 18.69)이었다. 중환

자실 평균 재원기간은 중심정맥관 균집락이 발생한 경우는 19.33일

(± 28.04)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8.71일(± 10.05)이었으며, 삽
입시 재시도는 중심정맥관 균집락이 발생한 경우는 4명(33.3%)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7명(9.0%)에게 재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

자특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무는, 중환자실 재

원기간(p = .048), 내경정맥(Jugular vein) 삽입(p = .004), 삽입 시 

재시도(p = .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중환자실 재원기

간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발생한 경우 19.29일(± 26.00)이

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2.10일(± 11.45)이었으며, 내경정맥 삽입

은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6명(33.3%)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명(7.7%)에게 이루어졌으며, 삽입시 재시도는 혈류감

염이 발생한 경우는 5명(27.8%)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6명

(8.8%)에게 재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번들이행정도와 번들이행 특성별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번들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 번들 구성 요소 모두를 이행한 경우는 CHG 테가덤군

은 98명(49.0%)이었고, 일반 테가덤군은 52명(26.0%)이었다. 번들

구성요소 모두 이행(p < .001),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로 상지 선택

(p = .034), 손 위생 수행(p < .001), 최대멸균차단(p = .016), 알코올 

포함 0.5% 이상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피부소독(p < .001)의 번들

이행 항목에서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손위생 수행은 CHG 테가덤군에서 163명(81.5%), 일반 테가덤

군에서 131명(65.5%)에서 이루어졌고, 최대멸균차단 수행은 CHG 

Table 2. Incidence of Catheter Colonization and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s  (N = 400)

CHG Tegaderm group (n = 200)  Tegaderm group (n = 200)

Catheter colonization CLABSI Catheter colonization CLABSI 

Case number 4 5 12 18

Total duration of CVC insertion (day) 2791 2791 3057 3057

IR (95% CI) 1.43 (0.72~2.15) 1.79 (0.99~2.59) 3.93 (2.79~5.06) 5.89 (4.50~7.28)

RR of CHG Tegaderm users (95% CI) 0.33 (0.11~1.02) 0.28 (0.11~0.73)

Gram-positive cocci 3 2 7 11

    Staphylococcus aureus 2 0 4 4

    Enterococcus faecium 0 1 1 2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1 1 2 1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0 0 0 4

Gram-negative bacilli 1 2 3 6

    Klebsiella pneumonia 0 0 2 4

    Acinetobacter baumanii 0 2 0 0

    Escherichia coli 1 0 1 1

    Pseudomonas aeruginosa 0 0 0 1

Fungi 0 1 2 1

    Candida albicans 0 1 2 1

CHG = Chlorhexidine gluconate; CI = Confidence interval; CLABSI =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VC = Central venous catheter; IR 

= Incidence rate; RR = Relativ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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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가덤군에서 109명(54.5%), 일반 테가덤군에서 85명(42.5%)에서 

이루어졌으며, 알코올 포함 0.5% 이상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피부

소독은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 각각 192명(96.0%)과 92명

(46.0%)에서 수행되어 CHG 테가덤군에서 높은 수행율을 보였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로 상지를 선택하는 경향은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에서 각각 180명(90.0%)과 191명(95.5%)으로 일반 테

가덤군에서 높았다.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번들이행 특

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

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Table 4). 

5.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은 드

레싱 유형으로 구분하고, 대상자 특성과 번들이행정도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드레싱 유형’ (p = .029)과 ‘삽입 시 재시도 여부’ 

(p = .005)이었으며, 테가덤군이 CHG 테가덤군에 비해 5.49배(95% 

CI: 1.19~25.27), 중심정맥관 삽입 시 실패 후 재시도한 경우 9.46배

(95% CI: 1.93~46.24)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이 높았다. 중심정맥

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드레싱 유형’ 

(p = .017)과 ‘번들이행도’ (p = .002)이었으며, 일반 테가덤군이 

CHG 테가덤군에 비해 4.22배(95% CI: 1.29~13.83), 중심정맥관 번

들이행을 한 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가 번들 항목 모두를 이행했을 

때 보다 19.03배(95% CI: 2.90~124.93)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이 높았다(Table 5).

논    의

2017년부터 미국 CDC에서는 CHG 테가덤 드레싱을 추가한 중심

정맥관 번들이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33] 아

직 국내에서는 일반 테가덤 드레싱과 CHG 테가덤 드레싱이 혼합적

Table 3. Catheter Colonization and CLABSI Cas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CHG Tegaderm and Tegaderm 

Groups  (N = 400)

Variables

CHG Tegaderm group (n = 200) Tegaderm group (n = 200)

Catheter colonization 

t or c2 p

CLABSI 

t or c2 p

Catheter colonization 

t or c2 p

CLABSI

t or c2 pYes (n = 4)  

n (%)/M ± SD

No (n = 196) 

n (%)/M ± SD

Yes (n = 5) 

n (%)/M ± SD

No (n = 195) 

n (%)/M ± SD

Yes (n = 12) 

n (%)/M ± SD

No (n = 188) 

n (%)/M ± SD

Yes (n = 18) 

n (%)/M ± SD

No (n = 182) 

n (%)/M ± SD

Major medical care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3 (75.0) 126 (64.3) 0.19 > .999† 5 (100.0) 124 (63.6) 2.82 .163 9 (75.0) 115 (61.2) 0.91 .541† 10 (55.6) 114 (62.6) 0.34 .555

    Others 1 (25.0) 70 (35.7) 0 (0.0) 71 (36.4) 3 (25.0) 73 (38.8) 8 (44.4) 68 (37.4)

Age (yr) 79.5 ± 9.75 72.4 ± 13.39 1.05 .292 75.2 ± 9.65 72.5 ± 13.44 0.45 .650 75.7 ± 14.32 73.2 ± 13.02 0.57 .577 73.2 ± 11.69 73.4 ± 13.23 - 0.05 .957 

Gender

    Man 2 (50.0) 95 (48.5) 0.01 > .999† 4 (80.0) 93 (47.7) 2.03 .201† 5 (41.7) 102 (54.3) 0.71 .397 10 (55.6) 97 (53.3) 0.03 .855

    Woman 2 (50.0) 101(51.5) 1 (20.0) 102 (52.3) 7 (58.3) 86 (45.7) 8 (44.4) 85 (46.7)

Duration of 

admission (day)

46.25 ± 27.61 21.44 ± 17.81 2.72 .007 22.20 ± 23.40 21.93 ± 18.22 0.03 .974 32.50 ± 30.46 20.72 ± 18.69 2.02 .044 24.06 ± 23.39 21.17 ± 19.33 0.59 .554

Steroid 

medication

2 (50.0) 29 (14.8) 3.70 .114† 1 (20.0) 30 (15.4) 0.07 .573† 1 (8.3) 30 (16.0) 0.50 .696† 4 (22.2) 27 (14.8) 0.68 .491†

Underlying 

disease

4 (100.0) 162 (82.7) 0.83 > .999† 5 (100.0) 161 (82.6) 1.05 .591† 9 (75.0) 151 (80.3) 0.19 .710† 16 (88.9) 144 (79.1) 0.97 .536†

ICU admission 4 (100.0) 145 (74.0) 1.39 .574† 5 (100.0) 144 (73.8) 1.75 .332† 11 (91.7) 134 (71.3) 2.35 .185† 14 (77.8) 131 (72.0) 0.27 .784†

Duration of  

ICU stay (day)

36.25 ± 25.08 8.71 ± 10.05 5.22 < .001 14.00 ± 5.70 9.14 ± 11.20 0.96 .335 19.33 ± 28.04 8.63 ± 11.11 2.83 .005 19.29 ± 26.00 12.10 ± 11.45 1.99 .048

APACHE II score 22.25 ± 4.03 14.08 ± 12.17 1.33 .182 23.60 ± 3.36 14.01 ± 12.16 1.75 .080 19.67 ± 10.40 13.85 ± 11.35 1.73 .085 18.29 ± 7.38 19.72 ± 8.60 0.01 .992

Duration of CVC 

insertion (day)

18.75 ± 15.63 13.86 ± 12.71 0.76 .448 11.80 ± 6.65 14.01 ± 12.86 -0.38 .703 20.42 ± 23.29 14.96 ± 14.52 1.21 .227 19.17 ± 18.10 14.90 ± 14.84 1.14 .256

Insertion site of CVC

    Subclavian 1 (25.0) 85 (43.4) 0.54 .636† 0 (0.0) 86 (44.1) 3.86 .072† 5 (41.7) 123 (65.4) 2.76 .123† 8 (44.4) 120 (65.9) 3.28 .070

    Femoral 1 (25.0) 18 (9.2) 1.14 .331† 1 (20.0) 18 (9.2) 0.65 .396† 0 (0.0) 7 (3.7) 0.46 > .999† 0 (0.0) 7 (3.8) 0.71 > .999†

    Jugular 0 (0.0) 25 (12.8) 0.58 > .999† 1 (20.0) 24 (12.3) 0.26 .491† 2 (16.7) 18 (9.6) 0.63 .342† 6 (33.3) 14 (7.7) 11.96 .004

    Cubital fossa 2 (50.0) 68 (34.7) 0.40 .525† 3 (60.0) 67 (34.4) 1.40 .346† 5 (41.7) 37 (19.7) 3.28 .134† 4 (22.2) 38 (20.9) 0.01 > .999†

Reinsertion 

after failure

2 (50.0) 16 (8.2) 8.37 .041† 2 (40.0) 16 (8.2) 6.01 .065† 4 (33.3) 17 (9.0) 7.08 .026† 5 (27.8) 16 (8.8) 6.28 .027

APACHE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CHG = Chlorhexidine gluconate; CLABSI =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VC = Central venous cathet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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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정

도와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2018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4개

의 종합병원의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 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의 대상자 특성을 비교

한 결과, 기저질환과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대상자의 진료과, 연령, 성별, 입원기간, 중환자실 재원기

간, 중증도 점수(APACHE II), 중심정맥관 거치기간 등의 전반적인 

환자 특성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집단별 총 중심정맥관 삽입일수는 CHG 테가덤군은 2,791일, 일반 

테가덤군은 3,057일이었고, 중심정맥관 균집락률은 1,000 카테터-

일 당 CHG 테가덤군은 1.43이었고, 일반 테가덤군은 3.93이었다. 중

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1,000 카테터-일 당 CHG 테가덤군은 

1.79이었고, 일반 테가덤군은 5.89이었으며, 이는 미국 CDC의 Na-

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 데이터[16]의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 동안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인 1,000 카테터-일 당 

0.91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이다. 국내 KONIS [15]

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혈류감염률을 1,000 카테터-일 

당 2.15로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일반 테가덤군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보다는 낮지만, CHG 테가덤군보다는 높아, 본 연구

에 포함된 CHG 테가덤군은 감염관리가 KONIS 참여 병원 중 상위

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CDC의 자료에는 미치지 못

하나 본 연구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인력 비율이나 침

상 당 간격 등의 시설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 

CHG 테가덤 드레싱 방법의 적용은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심정맥관 삽입일수를 줄이는 결과로 연결

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 중심정맥관 균집락(n = 16)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n = 23)의 원인균은 그람양성알균(Gram-positive cocci)이 각

각 10건(62.5%)과 13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중심정맥관 균집

락이 발생한 CHG 테가덤군의 4명 중 3명에서, 일반 테가덤군의 12

명 중 7명에서 그람양성알균이 원인균이었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Table 4. Catheter Colonization and CLABSI Cases according to Central Line Bundle Compliance in the CHG Tegaderm and Tegaderm Groups                  

(N = 400)

Variables

CHG 

Tegaderm 

group  

(n = 200)

Tegaderm 

group  

(n = 200)

c2 p

CHG Tegaderm group (n = 200) Tegaderm group (n =  200)

Catheter 

colonization 

c2 p

CLABSI 

c2 p

Catheter 

colonization 

c2 p

CLABSI

c2 p

n (%) n (%)

Yes  

(n = 4)  

n (%)

No  

(n = 196)  

n (%)

Yes  

(n = 5)  

n (%)

No  

(n = 195)  

n (%)

Yes  

(n = 12) 

n (%)

No  

(n = 188) 

n (%)

Yes  

(n = 18) 

n (%)

No  

(n = 182)  

n (%)

Completion of  

all 7 bundles††

98 

(49.0)

52 

(26.0)

28.71 < .001 3 

(75.0)

97 

(49.5)

1.02 .621† 4 

(40.0)

96 

(49.2)

1.84 .369† 4 

(33.3)

48 

(25.5)

0.35 .514† 2 

(11.1)

50 

(27.5)

2.27 .166

1)  Insertion site of CVC 

(Upper extremity)

180 

(90.0)

191 

(95.5)

4.49 .034 3 

(75.0)

177 

(90.3)

1.02 .346† 4 

(80.0)

176 

(90.3)

0.57 .431† 12 

(100.0)

179 

(95.2)

0.60 > .999† 17 

(94.4)

175 

(95.6)

0.05 .580†

2)  Necessity of central 

line insertion

200 

(100.0)

200 

(100.0)

NA NA 4 

(100.0)

196 

(100.0)

NA NA 5 

(100.0)

195 

(100.0)

NA NA 12 

(100.0)

188 

(100.0)

NA NA 18 

(100.0)

182 

(100.0)

NA NA

3) Hand hygiene 163 

(81.5)

131 

(65.5)

13.14 < .001 4 

(100.0)

159 

(81.1)

0.92 > .999† 2 

(100.0)

158 

(81.0)

1.16 .586† 7 

(58.3)

124 

(66.0)

0.29 .775† 11 

(61.1)

120 

(65.9)

0.16 .681

4) Aseptic technique 200 

(100.0)

200 

(100.0)

NA NA 4 

(100.0)

196 

(100.0)

NA NA 5 

(100.0)

195 

(100.0)

NA NA 12 

(100.0)

188 

(100.0)

NA NA 18 

(100.0)

182

(100.0)

NA NA

5)  Completion of  

all 5 MBP

109 

(54.5)

85 

(42.5)

5.76 .016 3 

(75.0)

106 

(54.1)

0.69 .627† 5 

(100.0)

104 

(53.3)

4.28 .064† 6 

(50.0)

79 

(42.0)

0.29 .588 8 

(44.4)

77 

(42.3)

0.03 .861

    Cap 109 

(54.5)

85 

(42.5)

5.76 .016 3 

(75.0)

106 

(54.1)

0.69 .627† 5 

(100.0)

104 

(53.3)

4.28 .064† 6 

(50.0)

79 

(42.0)

0.29 .588 8 

(44.4)

77 

(42.3)

0.03 .861

    Mask 135 

(67.5)

136 

(68.0)

0.01 .915 4 

(100.0)

131 

(66.8)

7.96 .306† 5 

(100.0)

130 

(66.7)

2.46 .176† 7 

(58.3)

129 

(68.6)

0.54 .527† 9 

(50.0)

127 

(69.8)

2.94 .086

    Sterile gown 110 

(55.0)

85 

(42.5)

6.25 .012 3 

(75.0)

107 

(54.6)

0.66 .629† 5 

(100.0)

105 

(53.8)

4.19 .066† 6 

(50.0)

79 

(42.0)

0.29 .558 8 

(44.4)

77 

(42.3)

0.03 .861†

    Gloves 200 

(100.0)

199 

(99.5)

1.00 > .999 4 

(100.0)

196 

(100.0)

NA NA 5 

(100.0)

195 

(100.0)

NA NA 12 

(100.0)

187 

(99.5)

0.06 > .999† 18 

(100.0)

181 

(99.5)

0.09 > .999†

    Large sterile drape 110 

(55.0)

85 

(42.5)

6.25 .012 3 

(75.0)

107 

(54.6)

0.66 .629† 5 

(100.0)

105 

(53.8)

4.19 .066† 6 

(50.0)

79 

(42.0)

0.29 .588 8 

(44.4)

77 

(42.3)

0.03 .861

6)  Use of > 0.5% CHG 

with alcohol

192 

(96.0)

92 

(46.0)

41.61 < .001 4 

(100.0)

191 

(97.4)

0.10 > .999† 5 

(100.0)

190 

(97.4)

0.131 > .999† 10 

(83.3)

135 

(71.8)

0.75 .517† 11 

(61.1)

134 

(73.6)

1.28 .274†

CHG = Chlorhexidine gluconate; CLABSI =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VC = Central venous catheter; MBP = Maximal barrier 

precautions; NA = Not available.
†Fisher’s exact test; ††(1) Site of insertion, (2) Necessity of central line insertion, (3) Hand hygiene, (4) Aseptic technique, (5) Completion of all 5 MBP, 

(6) Use of > 0.5% CHG with alcohol, (7) Use of CHG Tegaderm or tegaderm dressing.



549

https://jkan.or.kr

CHG 테가덤 드레싱과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https://doi.org/10.4040/jkan.19215

감염이 발생한 CHG 테가덤군의 5명 중 2명에서, 일반 테가덤군의 

18명 중 11명에서 그람양성알균이 원인균이었다. 이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주요 원인균이 환자의 피부나 의료진의 손에 상주

하는 세균인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를 포함한 그람양

성알균임을 보고한 국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15,19]. 주목

할 점은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드레싱에 CHG 테가덤을 사용한 경

우, 일반 테가덤을 사용하는 것보다 균집락과 혈류감염이 낮게 발생

하였다는 점으로 CHG 테가덤 드레싱이 그람양성알균의 집락 감소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29,31].
본 연구에서 각 집단 내 환자특성에 따른 균집락 발생 유무를 비

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CHG 테가덤군, 일반 테가덤군 모두 입원기

간, 중환자실 재원기간, 삽입시 재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또한 일반 테가덤군 내에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

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중환자실 재원기간, 삽입부위 중 내경정맥, 
삽입 시 재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환자실 재원기간

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의 관련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

를 지지하는 결과로[12,13],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질병위중도가 

높아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중심정맥관 삽입 환

자들을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관리지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환자

실의 간호 인력의 비율을 개선하고, 침상 당 간격 및 수전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철저한 환경소독을 통해 중심정맥관 관련 혈

류감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간 중심정맥관 번들이행 정도비교

Table 5. Predictors of Catheter Colonization and CLABSI  (N = 400)

Variables
Catheter colonization

p
CLABSI 

p
OR (95% CI) OR (95% CI)

Dressing method of CVC insertion site

    With CHG Tegaderm 1 1

    With Tegaderm 5.49 (1.19~25.27) .029 4.22 (1.29~13.83) .017

Major medical care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1 1

    Others 0.44 (0.10~1.93) .276 1.07 (0.37~3.12) .891

Age (yr)

    < 50 1 1

    50~69 0.63 (0.07~5.70) .685 3.58 (0.54~23.69) .186

    70~79 0.51 (0.05~5.26) .575 1.45 (0.20~10.23) .706

    > 80 1.29 (0.18~9.19) .796 1.85 (0.27~12.54) .528

Gender 

    Man 1 1

    Woman 1.86 (0.54~6.38) .321 0.56 (0.20~1.58) .280

Underlying disease

    Yes 0.42 (0.07~2.51) .345 2.60 (0.45~14.96) .284

    No 1 1

Steroid medication

    Yes 0.38 (0.06~2.18) .283 1.19 (0.33~4.23) .780

    No 1 1

Duration of admission (day) 1.02 (0.98~1.07) .201 0.97 (0.93~1.02) .368

Duration of ICU stay (day) 1.04 (0.98~1.10) .149 1.02 (0.97~1.08) .359

APACHEⅡscore 1.01 (0.93~1.10) .767 1.00 (0.93~1.07) .878

Duration of CVC insertion (day) 0.97 (0.92~1.03) .460 1.02 (0.96~1.09) .436

Reinsertion after failure

    Yes 9.46 (1.93~46.24) .005 2.02 (0.59~6.91) .258

    No 1 1

Completion of bundle 

    All of 7 1 1

    1~6 1.07 (0.14~8.25) .946 19.03 (2.90~124.93) .002

APACHE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CHG = Chlorhexidine gluconate; CI = Confidence interval; CLABSI = Central line-

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VC = Central venous catheter; ICU = Intensive care unit; OR =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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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HG 테가덤군이 7개의 번들구성요소 모두를 이행하는 경향

이 높았고, 손위행 수행률, 5가지 최대멸균차단, 알코올 포함 0.5% 

이상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피부소독에서 일반 테가덤군보다 높은 

수행도를 나타내었으며, 상지선택은 일반 테가덤군이 CHG 테가덤군

보다 높은 수행도를 나타내었다. 집단 내의 중심정맥관 번들이행특

성에 따른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 유

무는 차이가 없었으나, 번들항목을 하나라도 덜 수행하는 경우에서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서 보다 19.03배 높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

염가능성을 나타내어 중심정맥관 번들이행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36]. 하

지만 본 연구의 중심정맥관 관련 번들이행도는 7개 항목을 모두 이

행한 경우가 CHG 테가덤군에서 98명(49.0%)이었고 일반 테가덤군

은 52명(26.0%)에 불과하여 번들이행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3차 대학병원 1곳에서 진행한 번들이행도가 53.7% [37]이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 포함된 CHG 테가덤군은 유사한 

수행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일반테가덤군의 수행수준은 매우 낮아 

일반 테가덤군의 번들이행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챠트리뷰를 통해 관련 요인을 추적하는 후향적 연구방법

으로 유용한 연구 자료의 확보에 제한적이다. 추후 전향적 연구를 

통한 번들이행도 정도 비교 및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번들이행도를 향상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정하

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번들이행도 체크리스트를 

누가 작성하며, 어떻게 모니터링하며, 어떤 피드백이 제공되며, 기관

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작성을 독려하는지 등은 번들

이행도에 중요한 관련 요인일 수 있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담
당간호사, 감염관리실 간호사 등이 체크리스트 작성에 참여하나, 본 

연구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담당간호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였다. 담당 간호사가 자신의 번들이행도를 직접 체크하는 경우, 신뢰

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의료팀의 협력과 적극적 피드백, 
기관의 독려 등 번들이행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 체크

리스트 작성, 피드백, 독려를 포함하는 기관차원에서의 적극적 질향

상 프로그램의 운영은 번들이행도 향상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관련인자를 파

악하기 위해 CHG 테가덤군과 일반 테가덤군 전체대상자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의 위험요인

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시 ‘일반 테가덤 사용’과 ‘중심정맥관 

삽입 실패 후 재삽입’이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발생의 위험

요인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시 ‘일반 테가덤 사용’과 ‘완전하

지 않는 중심정맥관 번들이행’이었다. 중심정맥관 삽입 도중 무균술 

준수와 시술자의 숙련도는 중심정맥관 균집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시술자의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천공은 혈관벽과 피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박테리아의 침입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23]. 본 연구에서도 중심정맥관 삽입 실패 후 재시도한 경

우 균집락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숙련된 의사에 의한 중

심정맥관 삽입 실패 후 재삽입이 중심정맥관의 균집락 위험을 높이

고 감염률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8]. 중심정맥관 

반복 삽입 자체가 감염 발생의 위험요인이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는 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환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38]. 중심

정맥관은 관리만 잘 된다면 카테터를 필요한 기간 동안 감염 발생 

없이 보유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반복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지 않도록 의료팀

의 숙련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심

정맥관의 무균적 조작을 장려하며 숙련성 부족으로 인한 재삽입을 

최소화하고, 불필요 시 즉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도록 감염관리 지

침을 규정하여 지키도록 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13].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CHG 테가덤 적용이 중심정맥관 균집락 

발생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CHG 테가덤 적용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7-

32].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에서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드레싱 방법과 관리방법에 따른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차이,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발생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분석을 제언

한다. 또한 현재 CHG 테가덤은 환자의 본인부담이므로 감염예방차

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연구방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번들 항목의 미이행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고, 같은 지

역 3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선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KONIS의 경우

는 자율적인 보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중심정맥관 균

집락률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중

심정맥관 삽입환자까지 확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의무기록을 검토하

여 진행하여 KONIS 감염률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

후 병원규모별로 조사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감염률 확인과 자율보고시스템인 KONIS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률을 비교·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준과 

중심정맥관 감염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300~500병상 규모의 4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추후 좀 더 넓은 범위의 병원

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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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중심정맥관 번들이행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고, CHG 테가덤 드레싱 사용과 시술자의 숙련성 향상이 중심정

맥관 삽입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대상 의료기관과 같이 혈류감염 

감소 지침의 수행률이 낮고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률이 높은 

300~500병상 종합병원에서는 기존의 중심정맥관 관련 번들에 최근 

도입한 CHG 테가덤 드레싱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내의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기관의 대상자를 포함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국내 CHG 

테가덤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건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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