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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노출 특성 및 추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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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rough a descriptive study, we aim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trace status of needlestick injuries of health care
workers in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Methods: The subjects were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on reports and medical records
of 267 health care workers who were injured by needlesticks between January 1, 2014 and December 31,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differences of post exposure management were analyzed by qui-square test. Results: Out of those cases 59.9% of
needlestick injured health care workers were female and 58.1% were 20∼29 years old. 29.6% of needlestick injuries occurred from
March to May, 42.7% were doctors and 51.7% had less than a year of career. 39.0% of needlestick injuries occured in clinical ward
and 22.8% were during injection process. The most exposed area was the left hand(59.9%) and source instruments of needlestick
injuries were needles(80.5%). In addition, the association between follow-up rate and exposed patients’ infection status and
occup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Based on our finding, we conclude there is a need for intensive education,
follow-up, and prevention management of needlestick injuries for health care workers who are frequently exposed to such injuries
in medical institutions. It is also essential to develop and implement a needlestick injury surveillance system to track, treat and
prevent such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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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함한 851건이 직업성 감염 질환으로 나타났다[1]. 특히 보
건의료 환경에서 혈액 매개 감염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주사

1. 연구의 필요성

침 자상이고 실제로 많은 의료종사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9년 1월부

다[2]. 미국 산업안전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터 2007년 12월까지 총 10,619건의 직업성 질병과 44,501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보고에 의하면,

의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였고, 이 중 22건의 사망 사례를

주사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에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주요어: 의료종사자, 주사침자상, 추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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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외에 코, 눈, 입 등의 점막이 노출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활동 및 주사침

되는 경우가 14%, 손상된 피부 노출이 3%, 환자에게 물리는

자상 감시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의료종

경우가 1%였다[3].

사자의 주사침 자상 노출 현황을 조사하여 그 특성과 주사침

주사침 자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종사자가 치명적인

자상에 노출된 직원의 추후 검진 현황을 분석하고, 노출 후 감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인 HBV, HCV, HIV 등에 감염될 수 있

염 예방 처치 정도와 B형 간염 항체 형성, 혈청 양성 전환 등의

다는 점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추후 검진 현황 및 발생 비용을 파악해보고자 함이다.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실제 주사침 자상
으로 인한 혈액 매개 감염 질환과 관련하여, HBV에서 e항원

2. 연구의 목적

이 음성인 경우 1∼6%, e항원이 양성인 경우 22∼31%로 높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주사

고, HCV는 1.8%, HIV는 0.3%라고 하였다[4]. 실제로 1940년

침 자상 노출과 관련된 특성과 추적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주

대부터 간염이 의료종사자들에게 문제로 대두되고, 1984년

사침 자상 감시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주사침 자상으로 인한 HIV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되었으며,

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87년 주사침 자상으로 인한 C형 간염 감염 사례가 보고되
었다[5].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 주사침 자상에 노출된 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한다.

는 주사침 자상 노출로 인한 70,000건의 HBV감염, 15,000건

2)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의 HCV 감염, 500건의 HIV 감염을 보고하기도 하였다[6]. 또

3)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노출 후 추후 검진 현황을 파

한 주사침 자상 노출은 혈행성 감염 질환으로의 이환 뿐 아니
라 업무 관련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7],
특히 HIV 노출로 인한 의료종사자의 디스트레스가 심각하다
는 보고도 있었다[8].

악한다.
4)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노출 후 항체 형성과 혈청 양
성 전환 여부를 파악한다.
5) 주사침 자상 노출 시 발생되는 의료 비용을 파악한다.

주사침 자상 발생 시 질환에 따라 적절한 추후 검진이 필요
하다. 일단 발생하고 나면 실제 감염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적

연구 방법

절한 감염 예방 처치(Post Exposure Prophylaxis)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주요

1. 연구 설계

혈액매개 전파 질환인 HBV, HCV, HIV에 대한 감염 예방 처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 중 주사침 자상에

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4].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노출된 직원의 일반적인 특성, 발생일, 발생 장소, 노출 부위,

미국 질병통제센터 가이드라인이나 국내 규정에 따라 주사

노출 경로, 노출 시 업무, 직원의 면역 상태와 환자의 감염상

침 손상 후 의료종사자에게 감염 예방 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태, 노출 후 감염 여부에 대해 업무상 감염 노출 보고서와 의무

[9].

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위와 같이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은 그 빈도가 증가하
고 있고, 질병으로 이환되었을 때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심리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적 영향도 크다. 국내외에서도 주사침 자상의 특성[1,10-18],

본 연구는 J대학병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위험 요인[19,20]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

CNUHH-2019-106)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으며, IRB에

한 주사침 자상 노출 후 추후 검진에 대한 현황 및 주사침 자상

제출된 계획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2014년 1

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

월 1일부터 2018월 12월 31일까지 H지역에 소재하는 J대학

는데 의료비에 관한 연구[4,21,22]와 주사침 자상 노출로 인

병원의 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보건직, 업무보조, 미화

한 업무 생산성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간접적 비용에 대한 연

요원, 환자 이송 요원이 병원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나 치료과

구[23,24]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투약, 검사, 진료, 치료에 드

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업무상 감염 노출로 보고한 305

는 직접 의료비용만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9].

건 중 혈액 및 체액의 점막 노출 38건을 제외하고 주사침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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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경피적 손상 267건에 대한 업무상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12.7%, 3년 이상 5년 미만 6.4%,

감염 노출 보고서로, 해당 자료에 대한 수집 기간은 2019년

5년 이상 10년 미만 15.0%, 그리고 10년 이상이 14.2%로 나

7월부터 8월까지였다.

타났다(Table 1).

3. 연구 도구

2)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관련 특성

대상 의료기관의 업무상 감염 노출 보고서는 주사침 자상

주사침 자상 노출 장소는 병동이 39.0%로 가장 많았고 수

외에 결핵, 수두 등의 공기주의 질환 노출, 인플루엔자, 백일

술실 24.7%, 응급실 10.5%, 기타 부서(외래, 중환자실, 검사

해 등의 비말주의 질환 노출, 옴 등의 접촉주의 질환 노출, 그

실, 복도 등)는 25.8%였다. 주사침 자상 노출 시 업무로는 주

리고 메르스 등의 신종 감염병 노출 시 보고하는 통합적인 보

사와 관련된 업무 22.8%, 수술과 관련된 업무 22.1%, 혈액 채

고 서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감염 노출 보고 서식 항목

취와 관련된 업무 19.9%, 처치 후 기구 정리와 관련된 업무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사침 자상 노출 관련 항목만을

12.0%, 침습적 시술과 관련된 업무 9.4%, recapping 3.4%,

발췌하여 연구 도구에 사용하였고, 추적 현황은 미국 질병통

폐기물 및 세탁물 정리 시 2.6%, 청소 시 1.9%, 기타 6.0%로

제센터 가이드라인[4]과 Jeong [9]의 주사침 상해(자상사고)

나타났다. 노출 부위는 왼손이 59.9%, 오른손이 37.8%, 기타

추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B형 간염 항체 음

부위 2.2%였고, 기타 부위로는 등, 종아리, 발, 가슴 등이 있

성인 직원일 경우 항체 생성 여부와 HBV, HCV, HIV, Syphilis

었다. 노출된 기구의 종류에는 바늘이 80.5%로 가장 많았고,

의 혈청 검사 상 양전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칼날 6.4%, 기타 날카로운 기구 13.1%였다(Table 2).

다.
4. 자료 분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CWs’ Who Exposed to NSI
(N=267)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사침 자상 노출 관련

Characteristics

107
160

40.1
59.9

Age

20∼29
30∼39
40∼49
50≤

155
75
26
11

58.1
28.1
9.7
4.1

Mean±SD 30.7±8.2 years
(Range 22∼66 years)

연구 결과
Exposed month

March to May
June to August
September to November
December to February

Occupation

Career

1) 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267
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40.1%, 여성 59.9%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연령 분포는 20∼29세가
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28.1%, 40∼49세가
9.7%, 50세 이상이 4.1%였으며, 평균 나이는 30.7세(범위 22
∼66세)였다. 월별 발생 건수는 3월∼5월에 29.6%, 6월∼8
월에 27.3%, 9월∼11월에 22.5%, 12월∼2월에 20.6%로 나
타났다. 직종별로는 의사직이 42.7%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40.1%, 보건직 8.2%, 업무보조 6.0%, 기타 직종(미화원, 환자
이송요원) 3.0%였다. 근무 경력은 1년 미만이 51.7%로 가장

%

Male
Female

를 이용하였다.

1. 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사침 자상 관련 특성

n

Gender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노출
원인 환자 감염 상태, 직종, 경력에 따른 추후 검진은 2-test

Categories

79
73
60
55

29.6
27.3
22.5
20.6

Doctor
Professor
Resident
Intern
Nurse
Medical technician
Nurse-assist
Others

114
32
16
66
107
22
16
8

42.7
12.0
6.0
24.7
40.1
8.2
6.0
3.0

Less than 1 year
1-3 years
3-5 years
5-10 years
Over than 10 years

138
34
17
40
38

51.7
12.7
6.4
15.0
14.2

HCWs=health care workers; NSI=needlestick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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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HIV 0.4%,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 3.0%, 2가지 이상
2. 주사침 자상 노출 후 추후 검진 현황

감염원에 노출된 사례 1.1%에서 추후 검진을 완료한 것으로

주사침 자상에 노출된 후 노출 원인환자의 감염상태에 따
른 추후 검진은 음성 7.9%, HBV 3.4%, HCV 4.5%, Syphilis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2=17.74, p=.005)를
보였다.
직종에 따른 추후 검진 완료율은 의사직 7.1%, 간호직

Table 2.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CWs’ NSI
Characteristics
Exposed place

Circumstances
leading to NSI

Exposed area

Categories
Clinical ward
Operating room
Emergency room
Others
Injection process
Operation
Blood sampling
Sorting out materials after
procedures
Invasive procedures
Recapping a used needle
Disposing garbage or linnens
Cleaning
Others
Left hand
Right hand
Others

Source instruments Needle
Blade
of NSI
Other sharps

(N=267)

n

%

104
66
28
69

39.0
24.7
10.5
25.8

61
59
53

22.8
22.1
19.9

32

12.0

25
9
7
5
16

9.4
3.4
2.6
1.9
6.0

160
101
6

59.9
37.8
2.2

215
17
35

80.5
6.4
13.1

12.7%, 보건직 3.0%, 업무보조 2.6%, 기타 직종 1.1%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2=11.84, p=.018)가 있었다.
경력에 따른 추후 검진 완료율은 1년 미만 10.9%, 1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5년 미만 2.6%, 5년 이상∼10년
미만 5.2%, 10년 이상 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2=6.79, p=.147)(Table 3).
3. 항체 형성과 혈청 양성 전환
Anti-HBs 음성인 노출자는 총 30명이었다. 의무기록을 확
인한 결과 이 중 46.7%에서 HBV 항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나머지 53.3%는 추후 검진을 완료하지 않아 항체 형
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주사침 자상에 노출된 267명 중
추후 검진을 완료한 71명(26.6%) 모두 Syphilis, HBV, HCV,
HIV 등의 감염성 질환의 혈청 양성 전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 검진을 완료하지 않은 196명(73.4%)은 감염성 질환의
혈청 양성 전환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4).

HCWs=health care workers; NSI=needlestick injury.

Table 3. Post Exposure Management Status by Source Patients' Infection State, Occupation and Career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mplete the follow up
schedule
n (%)

Incomplete the follow up
schedule
n (%)

(N=267)
2

p

Source patients’
infection state

Nothing
HBV
HCV
Syphilis
HIV
Unknown
More than two infections

21 (7.9)
9 (3.4)
12 (4.5)
17 (6.4)
1 (0.4)
8 (3.0)
3 (1.1)

100 (37.5)
30 (11.2)
12 (4.5)
31 (11.6)
0 (0)
15 (5.6)
8 (3.0)

17.74

.005

Occupation

Doctor
Nurse
Medical technician
Nurse-assist
Others

19 (7.1)
34 (12.7)
8 (3.0)
7 (2.6)
3 (1.1)

95 (35.5)
73 (27.3)
14 (5.2)
9 (3.4)
5 (1.9)

11.84

.018

Career

Under 1 year
1∼3 years
3∼5 years
5∼10 years
Over 10 years

29 (10.9)
8 (3.0)
7 (2.6)
14 (5.2)
13 (4.9)

109 (40.8)
26 (9.7)
10 (3.7)
26 (9.7)
25 (9.4)

6.79

.147

HBV=hepatitis B virus; HCV=hepatitis C virus;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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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body Acquisition of Anti-HBs Negative Exposure (n=30)
and Seroconversion Status of Exposured HCWs (n=267)
Category

Antibody

n

%

Anti-HBs (-)

Anti-HBs (+)
Unknown

14
16

46.7
53.3

Seroconversion

No
Unknown

71
196

26.6
73.4

HCWs=health care workers.

부분의 환자들이 chemo port를 가지고 있고, 인턴직에서
chemo port 바늘 삽입과 교환, 제거를 전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실제 자료 분석 결과, 인턴이 주사침 자
상에 노출된 66건 중 19건(28.8%)이 chemo port needle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인턴직에 대한 chemo port 안전바늘 사용과 관련된 교육 시행과 예방 활동이
적극 필요하다고 본다.
경력별 발생률 역시 1년 미만의 의료종사자에서 51.7%로

Table 5. The Medical Costs of Needlestick Injury Per Year (N=267)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다수 연구에서 근무 경력 1년 이하에

Year

N

Medical costs (Won)

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9,16,17]. 때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39
46
62
53
67
267
Mean±Sd

4,746,270
5,251,800
7,903,150
8,654,950
8,899,260
35,455,430
7,091,086±1,952,930.287

문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직원들에게 주사침 자상 예
방 교육과 주의 지침 숙지를 통한 기술 숙련성을 높이도록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사침 자상 발생 장소는 병동, 수술실, 응급실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다[1,9,14-17]. 즉, 병
동 입원 환자들에게 각종 침습적인 처치와 시술이 다빈도로

4. 주사침 자상 노출에 따른 의료 비용

시행되고 있어 주사침 자상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주사침 자상 노출 관련 의료 비용은 주사침 자상 노출로 인

생각된다. 수술실의 경우, 주사침 자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해 발생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포함하는 직접적 의료

는 칼날, 봉합 바늘, 날카로운 수술 기구를 사용하는 의료 행

비용이다. 연도별 주사침 자상 노출과 관련된 의료 비용은

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사침 자상 노출

2014년 4,746,270원, 2015년 5,251,800원, 2016년 7,903,150

당시의 업무는 주사 과정, 수술, 채혈, 처치 후 정리, 시술, re-

원, 2017년 8,654,950원, 2018년 8,899,260원으로 총 비용

capping, 폐기물·세탁물 정리, 청소, 기타 업무 순으로 나타

35,455,430원, 연간 평균 비용 7,091,086원이었다(Table 5).

났다. 선행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가 일
치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하거나 처치를 시

논 의

행하는 동안 주사침 자상 노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Lee [25]의 연구에서는 처치 후에 발생한 경

이 장에서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5년간의 주

우가 63.0%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처치 후 처리 과정에서

사침 자상 노출 특성 및 추적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도 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사침 자상에 노출된 신체 부위

자 한다.

는 주로 손이고, 그 중에서도 왼손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대부

분석 대상의 평균 나이는 30.7세로, 여성이 더 많은 것은 선
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12-14,19], 이는 간호직의

분의 처치 행위가 손으로 이루어져 손가락이 가장 많이 노출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13,14,25].

성별 분포가 여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종별

본 연구에서는 노출 원인환자의 감염상태는 음성 환자가

발생은 의사직이 42.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사 직종

가장 많았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HBV 환자에게 노출된

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13-17],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B형 간

[1,9,15-18]. 의사와 간호사 직종에서 주사침 자상 노출이 많

염의 유병률이 아직 높기 때문에 원인 환자의 혈액 매개 감염

은 것은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침습적인 시술

원의 분포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9]. 이주희의 연

등을 직접 시행하는 직종이 의사, 간호사이기 때문이라 할 수

구에서는 HCV에 노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25], HCV는 효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의사직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이

과적인 감염 예방 처치로 권장되는 것이 아직 없고 국내에서

유는 대상 의료기관이 암 전문병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대

도 해마다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의료종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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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외국의 의료 수가와 국내 의료 수가 체계가 다르므로 선

으로 예측하였다[9].

행 연구와 의료 비용을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며, 간접 비용과

주사침 자상에 노출된 의료종사자 중 추후 검진이 완료된
직원은 26.6%, 미완료 직원은 73.4%였는데, 이는 타 연구에

무형의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실제 주사침 자상으로 인한 비
용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해 추후 검진 완료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주사침 자상에 대한 필요한 세부 정보를

[9.16,26].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노출 후 감염 예방 처치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사침 자상에 대

를 완료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

한 세부 내용을 추가한 서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

만 현재 의료종사자가 감염 예방 처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강

가 노출 원인환자 감염상태별 보고 서식을 만들어 자동 보고

제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

완과 지원으로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인 감염 예방 처치 이행

조한 추후 검진 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염관리

촉진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9]. 한편, 후속적으로

지원 정책과 개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

검진 완료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본

다. 그리고 향후 주사침 자상 관련 연구에서는 주사침 자상에

기관 직원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재검토 필요성이 요구된다.

노출된 의료종사자와의 면담 또는 설문을 통해 주사침 자상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인 환자의 감염 상태와 직종, 경력에 따

노출 후 경험한 노동력 손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서적 스트

른 추후 검진 완료율의 빈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타 연구와 차

레스로 등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주사침 자상과 관련된 직접

별점을 갖는다.

비용과 간접 비용을 산출해 보는 것이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

항체 형성에서는 HBV 음성 노출자 30명 중 14명(46.7%)에

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 B형 간염 항체 형성이 확인된 것이 타 연구와 차이나는 결
과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 중 노출 후 HBV 항체 형성을 조사

결 론

한 연구는 드물어서 비교·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혈청
양성 전환의 경우, 추후 검진을 완료한 의료종사자에서 감염

본 연구의 결과 침습적 처치를 많이 하는 직종, 경력이 낮을

이나 혈청 양성 전환은 한 건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선

수록 주사침 자상 노출이 많이 발생하였고, 주로 병동, 수술

행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었다[14,16,17]. 그러나 추

실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처치 전·후보다 처치 중에 많이

후 검진이 완료되지 않아 혈청 양성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발생하였고, 바늘을 사용하는 처치 중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

는 경우가 더 많았으므로 질환에 이환된 경우가 없다고 단정

런 고위험 집단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주사침 예방

할 수는 없다. 특히, HCV 혈청 양성 전환이 확인된 여러 선행

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상 노출 후 추

연구가 있었다[15,24,27]. 주사침 자상으로 인한 감염성 질

후 검진을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으

환의 이환률은 높지 않으나, 이환 시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므

로의 이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로 의료종사자는 업무 수행 시 주의 집중함으로써 주사침 자

의료종사자로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 면역 상태를 확인하고

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출이 되었

예방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을 획득하는 것도 대안적 방법일 것

다면 추후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다.

5년 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침 자상 노출로 인한 비용은 매
년 상승하였고, 총 비용은 35,455,430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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