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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many countries, surveillance systems are being operated to reduc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Korea, the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and Prevention as a national research project. However,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has limitations and needs reform.
Methods: Upon reviewing the literature,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ng
systems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urveillance in other countries. After sharing this
literature review, which was gathered using Google and PubMed,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uthors, who are experts on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Results: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Taiwan,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fund and operate surveillance systems. The Canadian government provides a private
organization with funding to operate the surveillance system. One surveillance network is operated by a private consortium in which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from various continents,
such as Latin America and Africa, participate. In a Delphi survey, the authors responded that
continuity∙sustainability, and the reliability and confidentiality of data are key factors in operating surveillance systems. Additionally, eight of nine author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should operate the KONIS.
Conclusion: In most countries,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s are directly opera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continuous and stable operation of the KONI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ransitioning to a government-opera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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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으

각국의 의료관련감시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로 입원이나 진료, 치료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을 고찰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해 구글검색을 이용한 각종

를 의미한다. 의료관련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입원환자의

website를 조사하였고, pubmed를 이용하여 논문을 조

7-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입원기간 및

사하였다. 영문이나 국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자료에 대

의료 비용 증가, 의료 질 저하, 의료 분쟁 등 다양한 사회

해서는 구글번역기를 이용하였다. 대상국가는 의료관련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1]. 이러한 이유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국가

을 관리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 과제이고[2],

로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유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시작은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

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의 자료를 조사하

적 감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3]. 의료관련감염 감시체

였다. 그 외 제 3세계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련감시

계를 통해서 관리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고, 감시체계를 운

체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단어는 ‘의

영하는 것이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료관련감염’, ‘병원획득감염’, ‘감시체계’, ‘Healthcare-

로 알려져 있다[4,5].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의료관

assoicated infection’, ‘Hospital-acquired infection’,

련감염 감시체계를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다

‘Surveillance’를 이용하였다. 각 국가별 감시체계의 명칭

[6,7].

이 특정된 경우에 이 명칭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장단점

우리나라는 입원 환자의 약 5-10%에서 의료관련감염

을 비교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시체계의 운영형태, 운영주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료관련감염의 전체규

체, 재원, 소요재정, 참여기관수, 자료수집방식, 자료검증

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관련감

여부, 정기보고서 발행여부, 개별기관 자료공개에 대한 내

염 감시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구,

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병원감염관리학회)는 1996년 자발적으로 중환자실에 대

앞선 과정을 통해 조사한 각국의 의료관련감시체계의 현

한 감염감시를 시작하였고[8], 2006년 감시체계를 전국으

황에 대한 자료를 저자들은 대면 회의와 서면 등을 통해서

로 확대하여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공유하였다. 이후에 델파이 설문을 시행하여 향후 우리나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설립하여

라에 적합한 의료관련감시체계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

운영하고 있다[8].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질평가에 KONIS

렴하였다. 설문에는 감시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 보

감시여부가 포함되면서 현재는 227개 기관에서 중환자실

장, 지속성ㆍ연속성, 독립적 운영, 적은 재정으로 운영, 자

감염을 감시하고 있다[9]. KONIS는 질병관리본부의 용역

료의 신뢰도, 개별기관자료 비밀보장, 참여동기 부여, 참여

과제 형태로 학회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참여병원

기관 관리 편의성, 정기적 결과 보고, 자료수집의 편의성,

확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과제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을 선정하였고, 각 요소에 대해서 중

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지속성에 대한 우려 용역 과제의 중

요한 정도에 따라 1-9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또

단 가능성, 전문인력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

한 각 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순위별로 선

정성 등의 우려가 있어 왔다[10]. 게다가, 각종 평가 지표

정하게 하였다.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의 운영형태로는 질

에 포함되는 의료관련감시 체계를 민간학회가 운영하는 것

병관리본부 직접 운영, 공공기관 설립, 사업단 설립, 학회

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11]. 이와 같은

자체 운영, 현행 유지 다섯가지 중 적합한 정도를 1-9점으

이유로 우리나라 의료관련감시 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

로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또한, 각 형태 중 적합하다고

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세 가지를 순위별로 선정하게 하였다. 델파이 설

의료관련감시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

문의 타당도는 이미 알려진 기법에 따라 수렴도, 합의도로

료로, 저자들은 국가별로 운영되는 의료관련감시체계의 현

측정하였고, 안정도가 0.5 이하인 경우에 설문을 종료하였

황을 조사하고 운영체계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저

다[12]. 이 기준에 따라 총 두차례 설문으로 델파이 조사를

자들에게 향후 의료관련감시체계로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

종료하였다.

한 의견을 델파이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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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0

65,110

46,210

40.850

24,830

41,030

46,560

41,760

-

Country

Rep. of Korea

Unites States

Canada

Japan

Twian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The third
World

2007

2000

1994

2005*

2006

INICC

Repias
1998

2017†

KCDC

Funding

Category

Cooperation of
Government with
private institution
CDC
HHS
Government
operation
IPAC
Health
Cooperation of
Canada Government with
private institution
MHLW
MHLW Government
operation
CDC
CDC
Government
operation
ECDC
ECDC
Government
operation
DHSC
DHSC
Government
operation
?
Government
RKI‡
operation
Cpias
?
Government
operation
Private
?
Private institutions
consortium
operation

KOSHIC

Start year Operation

HAI-Net 1994
2008
NINSS
1996
SSISS
KISS
1996

TNIS

JANIS

CNISP

NHSN

KONIS

Name

ICU-227
SSI-215 (2018)

Number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year)

?

?

?

1,500,000
(2019)
?

600,000
(2017)
?

2,000 (2019)

Mandatory

ICU-1192,
SSI-1639 (2017)
NINSS -178 (2003)
SSISS-:201 (2018)
> 1,403 (2013)

84 (2016)

2,260 (2019)

21,000,000 23,000 (2018)
(2018)
1,600,000 65 (2017)
(2017)

350,000
(2018)

Annual
finance
(USD, year)

Web

Web

Web

Web

Web

Web

Web

?

Web

We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sclosure
Data
Data Annual of data from
collection validation report indivisual
institutions

34

32,33

30,31

28,29

25-27

24

22,23

20,21

15-19

8,13,14

Ref.

†

*Started in 1970 and changed into current system in 2005.
Started in 1999 and changed into Repias that is operated by Cpias in 2017.
‡
Corresponds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Germany.
Abbreviations: KOSHIC,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KCDC, Korean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NHSN, 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 CDC,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s;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PAC,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Candada; CNISP, Canadian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Program; JANIS, Japan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MHLW,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NIS, Tawian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HAI-Net, Healthcare-assoicated Infection Surveillance Network;
ECDC, Europ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INSS, Nosocomial Infection National Surveillance Service; SSISS, Surgical Site Infection Surveillance Service;
DHSC, Department of Helath and Social Care; KISS, Krankenhaus Infecktions Surveillance System; INICC, International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Consortium; RKI, Robert
Koch institute; ICU, intensive care unit; SSI, surgical site infection.

Per capita
GDP
(USD)

Table 1. Summarization of surveillance systems for healthcare-assoicated infection in variou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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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공하나 학회나 비영리협회가 의료감염관련 감시체계를 운
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의료관련감염 감시체
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기관의 수가 65개로 적고, 정기

1. 국가별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방식

적인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학술
각 국가별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의 운영방식은 Table 1

자료가 확인된다[20]. 라틴아메리카와 제 3세계 국가의 민

에 정리하였다[8,13-34]. 조사대상 국가 중 미국, 일본, 대

간의료기관들이 모여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Inter-

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40,000

national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Consortium

달러 이상인 나라들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직접 운

(INICC)라는 의료관련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

영을 하였다. 다만, 운영기관은 정부 조직 중 질병관리본

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비정기적인 학술 자료만

부, 복지부, 국가설립연구소 등 다양하였다. 미국이 2016

확인 된다[34]. 운영형태와 관련없이 대부분의 감시체계는

년 기준으로 연간 2100만 달러가 National Healthcare

인터넷 web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미국을

Safety Network (NHSN)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 가장 많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별기관 자료를 공개하지

은 재정을 소요하였다[15].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감시체

않고 있었다. 미국은 NHSN에서 자료를 받아 Centers for

계에서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우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 (CMS)에서 개별기관

리나라와 캐나다는 민간협업 방식으로 재원은 정부가 제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주에 따라서는 의료관련감염 개별

Table 2. Results of Delphi survey on essential factors of operating system for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urveillance
Factors
Specialty
Continuity
Independence
Small budget
Reliability
Data confidentiliaty from
individual institution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s
Convenience for management
Annual report
Convenience for data collec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Number of expert per score
1

2

3

1

4

1

5

1

6

5

7

8

9

2

6
1
4

1
8
1

1

1
2

8
6

4
7
2
2
4

4
2
6
5
2

1

4
1

1
3
3

Convergence Agreement Stability
degree
degree
degree
0.125
0
0.5
0.625
0.125
0.5

0.97
1
0.88
0.79
0.97
0.89

0.08
0.04
0.09
0.23
0.05
0.08

0.5
0.125
0.625
0.625
0.625

0.88
0.96
0.97
0.84
0.84

0.09
0.06
0.08
0.10
0.12

Fig. 1. Results of Delphi survey on essential factors of operating system for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urveillance. (A) The choice
of the first priority. (B) Composition of choices of the first and secondary priority. (C) Composition of choices from the first to third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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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Delphi survey on preference of operating system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Operating institution
KCDC
Dedicated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dicated independent
foundation
KOSHIC
Annual government project

Number of expert per score
1

2

3

4

5

6

1
1

1
1

1
2

1
4
1

7

8

9

1

1
5

7
2

Convergence Agreement Stability
degree
degree
degree

4
3
4

1

1

0.125
0.25

0.97
0.94

0.16
0.16

1.125

0.55

0.31

1.125
1.25

0.25
0.5

0.42
0.39

Abbreviations: KCDC,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SHIC,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Fig. 2. Results of Delphi survey on
preference of operating system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A) The choice of the first
priority. (B) Composition of choices
of the first and secondary priority.
Abbreviation: KCDC,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기관자료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18,19].

전문성 보장도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2.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설문 결과

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3과 Fig. 2와 같았다. 9명의 전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의 운영방식
문가 중 8명이 운영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5명의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의 소아감염 전문의, 1명의

였다. 그리고 9명의 전문가 중 8명이 재원은 정부가 제공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2명의 감염관리전문간호사가 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9점 채점 방식에서는 의료관련감

문가 의견 조사에 참여하였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가

염 감시체계 운영주체 중 질병관리본부 직접 운영이 가장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2와 Fig. 1과 같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중위값 9).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

았다. 저자들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가 갖춰야 할 요소

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택되었다(중위값 8). 1순위 선택 방

중 지속성ㆍ연속성, 자료의 신뢰도, 개별기관자료 비밀보

식에서는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주체 중 질병관리본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각 요소의 점수 중위값

부 직접운영방식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가장 적합

은 9점이었다. 전문성 보장, 독립적 운영, 참여 동기 부여,

한 운영주체로 선택하였다.

정기적 결과 보고, 자료 수집의 편의성도 중요하게 생각하
였고 각 요소의 점수 중위값은 8점이었다. 순위를 평가하

Discussion

였을 때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소 중 지
속성ㆍ연속성(77.8%), 자료의 신뢰도를 1순위로 선택하였

우리나라나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정부가 재

다. 2, 3 순위까지 포함하게 되면 개별기관자료 비밀보장,

원 마련은 물론 운영도 직접하는 방식으로 의료관련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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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민간협

다. 개별기관자료가 공개될 경우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업 방식에 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각 기관의 의료관련감염을 적게 보

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 역시 우리나라 의

고하여 의료관련감염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료관련감시체계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향후 적합하

될 경우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나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

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향후 KONIS 운영 방식

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 따

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라서 법률적으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술적으로 기관정보

로 기대한다.

가 수집되지 않도록 맹검화시켜 개별기관자료가 공개되는

각 국가별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크게 정부가 직접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운영하는 방식,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 민간이 단독으로 운

이번 연구는 문헌 검색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몇 가

영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직접운영하는 방식

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언어의 문제, 접근 권한의 문제로

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

로 파악된다. 또한, 정기적 보고가 가능하여 결과 보고가

하였다. 둘째, 현장 답사나 현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

연속적이다. 정부가 직접운영하는 경우 재정 지원, 운영 기

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운영 중에 겪는 현실적인

관 등에 대해서 법제화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

어려움은 알 수 없었다. 셋째, 델파이 설문이 소수의 전문

간협업 형태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가 운영되는 우리나

가에게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운

라나 캐나다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실

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럼에

상 운영이 중단된다.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의 거버넌

도 불구하고 여러나라의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캐

검토한 이후에 시행한 설문이므로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고

나다의 경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보건부와 운영을 담당
하고 있는 협회 사이에 재정지원과 성과를 두고 갈등이 노

할 수 있겠다.
KONIS는 의료관련감염학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현

출되었다[21]. 학술적인 목적으로 민간에서 단독으로 의료

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로 지속적인 운

관련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지않고 정

영에 한계가 있다. KONI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고려해 볼 수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

있는 형태이다. 민간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독립

요하겠다.

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안정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또한, 민간 단체의 운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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