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및 체액 노출에 대한 대처법
보건상 어떤 위험이 있나?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B 형 간염, C 형 간염, 또는 세균, 진균 등의 미생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비 또는 표면에 피나 체액이 묻지 않았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전염병에 관한 사실:
• B 형 간염, C 형 간염 또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당장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 B 형 간염 바이러스는 금속, 면, 유리 등의 표면에서 2 주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 B 형 간염을 예방해주는 백신은 있지만, C 형 간염이나 에이즈를 예방해주는 백신은 없습니다.
혈액 또는 체액 노출이란?
• 사용된 바늘에 찔릴 경우
• 사용된 날카로운 물품에 베일 경우
• 손상된 피부(개방 상처, 생채기, 발진 등)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을 경우
• 눈, 코 또는 입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을 경우
• 오염된 기구 또는 표면을 손상된 피부(개방 상처, 생채기, 발진 등)로 만지거나 취급할 경우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되었을 경우의 대처법:
•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처를 만지거나 처치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물품을 취급할 때에도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된 피부는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피가 계속 흐르게
놔두십시오.
• 눈, 코 또는 입이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되었을 경우, 물로 씻으십시오.
•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의 피부 소독제를 바른 다음, 깨끗한 붕대(되도록 소독된 것)로 싸십시오.
•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모든 표면을 세척한 후, 표백제 ¼컵, 물 2 ¼컵의 비율로 배합한 표백액 등의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 소독제를 묻혀 10 분간 소독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가정용 표백제를
사용한 소독액(5.25%)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 혈액 또는 체액을 닦아내는 데 사용한 헝겊은 비닐 백에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폐기하십시오.
•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된 고객이나 동료에 대한 처치가 끝난 후, 또는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물품을
처리한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으십시오. 손씻기 포스터를 참고하십시오.
• 우발적인 혈액 및 체액 노출을 낱낱이 기록하고, 이 기록을 현장에는 1 년 이상, 문서철에는 5 년
이상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된 사람의 성명(이름 및 성), 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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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서비스 제공자 성명
사고 발생일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

예방접종을 맞으십시오. B 형 간염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료 출처: The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Best Practices for Personal Services Settings, January, 2009.
2010 년 10 월

(905-799-7700),

www.peelregion.ca/health/p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