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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of Clinical
Microbiology Laboratories at Night, on Weekends,
and during Public Holidays in Korea: Proposing a
Consensus Guideline
Namsu Kim1, Jaehyeon Background: Clinical microbiological tests are conducted at night, on weekends, and during
Lee1,2, Jihyun Cho3, and public holidays in various manners due to the fact that both manual processes and the form
of working type, are not well known. Therefore, we surveyed the current runn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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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se laboratories and made some suggestions for better-quality clinical microbiology
tests.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both online and offline, focusing on the operating styles of
clinical microbiological tests within laboratories that had participated in an exter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condu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KEQAS).
Results: Out of 341 laborato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microbiology program of KEQAS,
128 replied to our questionnaires. In Korea, various types of operations occur within clinical
microbiology laboratories. Those in night duty operate in either shifts or dedicated duties. In
the case of weekend shifts, they either operated on single-day schedules (either on a Saturday
or a Sunday), or over the entire weekend. For public holidays, the laboratories operated in
various manners, depending on the number of days off. Among the clinical microbiological
tests conducted at night, on weekends, and during public holidays, Gram staining and
inoculations are the most common tasks carried out, with some laboratories conducting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s as well.
Conclusions: Rapid reporting of clinical microbiological test results is currently inadequate
due to both cost and labor constraints, despite its many advantages. It would be ultimately
beneficial for both the patient and the hospital to switch to a 24/7 operating schedule
through the utilization of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cost control, coordination of a fine
workforce, and prioritization of tests needing to be reported.
(J Lab Med Qual Assur 2019;41: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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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하는 검사, 특히 임상화학이나 면

역, 혈액검사는 자동화가 잘 되어있어 야간, 주말 및 휴일에도
검사가 진행되므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임
상미생물검사는 수작업으로 시행되는 검사의 비중이 높으며,

Copyright © 2019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111

Namsu Kim et al • Status of Working Conditions in Microbiology Laboratories

자동화된 검사라 할지라도 검사과정의 많은 부분을 수작업으
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야간, 주말
및 휴일의 근무형태 및 종목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임상미생물검사의 빠른 검사 및 보고는 환자 진료의 질을 높
일 뿐만 아니라 소모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게 한다는 많
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혈액 배양 양성인 환자 99명을 대상으
로 시행한 조사에서 그람염색의 turnaround time (TAT)이 1
시간 미만인 경우와 1시간 이상 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치명률
이 각각 10.1%와 19.2%로 유의한 차이가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1].
또한 미생물동정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로 보고했
던 290명의 환자군과 다음날 보고했던 284명의 환자군을 비교
평가한 연구에서 미생물검사결과의 보고시간이 빠를수록 환
자의 치료가 빨리 시작되며 이는 치료효과를 향상시켜 재원일
수를 감소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있으며[2], 야간에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와 다음날 보
고하는 경우에 평균 TAT는 각각 39.2시간과 44.4시간이었고
입원기간은 10.7일과 12.6일이었으며 평균 병원비도 $4,927와
$6,677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연구도 있다[3]. 이외에도 검사
시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검사기술을 도입하거나[4,5],
기존 검사에 다른 검사를 추가하여 최종 보고시간을 단축시키
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증가시킨 연구도 있다[6].
이러한 많은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검사와 보고체계
를 확립하는 일은 중요한데,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임
상미생물검사실의 야간, 주말 및 휴일의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된 바가 없으며, 임상미생물검사
실의 운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검사실 질 관리 등의 측면에 대
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국내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야간, 주말 및 휴일 운영현황
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검사 및 업무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
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한다.

결과
1. 응답기관
설문을 발송한 총 341개 기관 중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128
개(37.5%) 기관이었다. 응답기관의 규모는 900병상 이상 규
모의 종합병원이 22개(17.2%), 600-900병상 규모의 종합병
원이 28개(21.9%), 300-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37개
(29.1%), 300병상 미만 규모의 종합병원이 34개(27.7%), 일
반 병원이 7개(5.5%)였다. 응답한 128개 기관 중 7개(5.5%)
기관은 임상미생물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검사실 인원부족을 꼽았다.
2. 평일 야간 근무형태 및 업무의 범위
검사실의 평일 근무는 정규 근무시간인 주간 근무와 당직 근
무시간인 야간 근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야간 근
무의 형태를 살펴보면 통상 근무 후 전체 인원의 당직 근무형
태가 25개 기관(19.7%), 통상 근무 후 일부 인원의 당직 근
무형태가 57개 기관(44.8%), 통상 근무 및 3교대 근무형태
가 11개 기관(8.6%), 전담팀 근무형태가 2개 기관(1.6%), 통
상 근무 및 야간 전담팀 근무형태가 27개 기관(21.3%)이었다
(Table 1).
응답한 기관 중 109개 기관(88.0%)에서 임상미생물검사의
검체를 접수하고 있었다. 접수부서로는 검체 접수실이 60개
기관(58.2%)이 가장 많고 응급검사실이 38개 기관(36.0%),
임상미생물검사실이 7개 기관(6.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임상미생물검사 부문에서 그람염색은 27개 기관
(24.7%)에서, 배지 접종은 45개 기관(41.2%)에서 시행한다
고 응답하였다. 미생물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

Table 1. Type of day and night shift work (total=127)
Working types

No. (%)

Regular working type

재료 및 방법
201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
협회의 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341개 기관을 대상으
로 임상미생물검사실의 검사의 수행, 검사실 운영에 대한 설
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우편 및 e-mail을 통해서 발송하였으
며 회신은 우편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해 받았다
(Supplemental material 1).

Regular working types with on-duty, rotated for all
workers

25 (19.7)

Regular working types with on-duty, rotated for some
workers

57 (44.8)

Three-shift workers

0

Regular working employees, separately run by a threeshift work team
Staff working night-shif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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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6)
2 (1.6)

Regular working employees with only one night-shift
team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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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7 (21.3)
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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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은 1개 기관(0.9%)이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일부 인원의 당직 근무형태가 가장 많았으
며 대부분의 검체를 접수하였지만 접종 및 그람염색은 일부에
서만 진행되고 있었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병원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9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전
체 인원의 3교대 근무방식이 22개 기관 중 17개 기관(77.3%)
으로 가장 많았고, 600-900병상 규모의 병원의 경우도 전체 인
원의 3교대 근무방식이 총 28개 기관 중 17개 기관(60.7%)으
로 가장 많았다. 300-6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총 37개 기
관 중 통상 근무 후 전체 인원의 당직 근무형태와 통상 근무
후 일부 인원의 당직 근무형태가 각각 11개 기관(29.7%)로 동
일한 비율로 다수를 차지했고, 300병상 미만의 병원의 경우

개 기관(91.3%)에서, 일요일은 64개 기관(58.7%)에서 검
체 접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임상미생물검사 부문에서 그
람염색은 토요일은 75개 기관(81.5%), 일요일은 20개 기관
(21.7%)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배지 접종은 토요일은 72개 기
관(78.2%), 일요일은 38개 기관(41.3%)에서 시행하고 있었
으며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경우 토요일은 71개 기관
(77.1%), 일요일은 9개 기관(9.7%)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주말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80%에 가까운 기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일요일은 60% 정도의 기관만이 근무를 하고 있
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검체를 접수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
만이 접종 및 그람염색을 시행하고 있었다. 항생제 감수성 검
사는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시행되는 기관이 많았다.
병원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9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주

도 통상 근무 후 전체 인원의 당직 근무형태와 통상 근무 후 일
부 인원의 당직 근무형태가 전체 32개 기관 중 각각 10개 기관
(31.3%)로 동일한 비율로 다수를 차지했다.

말 모두 근무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의 업무가 다른 형태의 운영
방식이 총 22개 기관 중 15개 기관(68.2%)으로 가장 많았고,
600-9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주말 모두 근무하되 토요일
과 일요일의 업무가 다른 형태의 운영방식이 총 26개 기관 중
12개 기관(46.2%)으로 가장 많았다. 300-600병상 규모의 병
원에서는 주말 모두 근무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의 업무가 다른
형태의 운영방식이 총 36개 기관 중 21개 기관(58.3%)으로 가
장 많았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의 경우는 토요일만 근무하는
운영방식이 총 31개 기관 중 9개 기관(29.0%)으로 가장 많았
다.

3. 주말 근무형태 및 업무의 범위
주말 근무의 경우 응답기관 중 12개 기관(9.7%)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34개 기관(27.6%)은 토요일만 근
무하며, 일요일만 근무하는 기관은 없었다. 58개 기관(47.1%)
은 주말 모두 근무하나 업무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달랐으며
19개 기관(15.4%)은 주말 모두 동일한 업무범위로 근무하였
다(Table 2).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같은 업무범위로 근무를 하는 기관
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검체 접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접수
부서로는 검체 접수실이 11개 기관(55.0%), 응급검사실이 3
개 기관(15.0%), 임상미생물검사실이 7개 기관(35.0%)이었
다. 임상미생물검사 부문에서 그람염색 및 배지 접종은 16개
기관(80.0%)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배지 접종은 12개 기관
(60.0%),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10
개 기관(50.0%)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업무범위가 다른 경우, 토요일은 84
Table 2. Type of weekend work (total=123)
Operated day

No. (%)

Non-operational on weekends

12 (9.7)

Only operational on Saturdays

34 (27.6)

Only operational on Sundays

0

Operational on weekends with different scopes of
work between Saturdays and Sundays

58 (47.1)

Operational on weekends with the same scope of
work on both Saturdays and Sundays

19 (15.4)

www.jlmqa.org

J Lab Med Qual Assur 2019;41:111-116

4. 휴일 근무형태 및 업무의 범위
휴일의 경우 1일만 쉬는 경우와 2일 이상의 연휴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Tables 3, 4). 1일만 쉬는
경우 28개 기관(22.7%)에서 검체 접수만 진행한다고 응답하
였고, 17개 기관(13.8%)은 주말과 같은 방식으로, 5개 기관
(4.0%)에서는 주말 근무방식 중 토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23
개 기관(18.7%)은 일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응답
하였다. 2일 이상 연휴인 경우, 37개 기관(30.0%)은 검체 접
수만 진행한다고 응답하였고, 13개 기관(10.5%)은 주말과 같

Table 3. Type of holiday work (1 day holidays) (total=123)
Scope of work

No. (%)

Not operational on holidays

48 (39.0)

Only sample receptions conducted

28 (22.7)

Same operations as on weekends

17 (13.8)

Same operations as on Saturdays

5 (4.0)

Same operations as on Sundays

23 (18.7)

Other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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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of holiday work (for holidays longer than 2 days)
(total=123)
Scope of work
Non-operational

No. (%)
5 (4.0)

Only sample receptions conducted

37 (30.0)

Same operations as on weekends

13 (10.5)

Same operations as on Saturdays

7 (5.6)

Same operations as on Sundays

16 (13.0)

Selective operations

36 (29.2)

Other

9 (7.3)

은 방식으로, 7개 기관(5.6%)에서는 주말 근무방식 중 토요일
과 같은 방식으로, 16개 기관(13.0%)은 일요일과 같은 방식으
로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6개 기관(29.2%)에서는
선택적인 날짜에만 임상미생물검사실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
다.
병원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9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하
루만 쉬는 경우, 일요일과 같은 방식의 근무형태가 총 22개
기관 중 7개 기관(31.8%)으로 가장 많았고, 이틀 이상 휴일
일 경우 선택적인 날짜에만 검사실을 운영하는 방식이 8개 기
관(36.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600-900병상 규모의 병원
에서는 하루만 쉬는 경우, 업무범위가 같은 주말 운영방식으
로 운영하는 경우와 검체 접수만 진행하는 병원이 총 26개 기
관 중 각각 5개 기관(19.2%)으로 가장 많았고 이틀 이상 휴일
일 경우 선택적인 날짜에만 검사실을 운영하는 방식이 7개 기
관(26.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300-600병상 규모의 병원에
서는 하루만 쉬는 경우, 일요일만 근무하는 방식이 총 36개 기
관 중 11개 기관(30.6%)로 가장 많았고, 이틀 이상 휴일일 경
우 선택적인 날짜에만 검사실을 운영하는 방식이 12개 기관
(33.3%)으로 가장 많았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는 하루
만 쉬는 경우나 이틀 이상 쉬는 경우 모두 검체 접수만 진행하
는 형태가 총 31개 기관 중 각각 10개 기관(10.0%), 17개 기
관(54.8%)으로 가장 많았다.
5. Cerebrospinal fluid 검체의 검사 진행
빠른 처리가 필수적인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 검체의 경우, 야간 근무하는 109개 기관 중 96개 기관
(88.0%), 동일한 업무범위로 근무하는 주말의 경우 20개 기
관 중 19개 기관(95.0%), 업무범위가 다른 주말의 경우 92개
기관 중 87개 기관(94.5%) 등 대부분의 기관이 접수를 진행
하고 있었으나 그람염색은 야간 근무하는 109개 기관 중 23개
기관(21.1%), 동일한 업무범위로 근무하는 주말의 경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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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 7개 기관(35.0%), 업무범위가 다른 주말의 경우 92
개 기관 중 40개 기관(43.4%)만이 그람염색을 시행하였다. 검
체 접종도 야간 근무 109개 기관 중 40개 기관(36.7%), 동일
한 업무범위로 근무하는 주말의 경우 20개 기관 중 15개 기관
(75.0%), 업무범위가 다른 주말의 경우 92개 기관 중 66개 기
관(71.7%)만이 접종을 시행하였다.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야간, 주말 및 휴
일의 검사실 운영형태는 정규 근무시간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각 병원마다 발생하는 업무량의 차이와 추가 근무에 따
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적인 부분이 수익과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병원마다 다양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인건비 항목의 경우 검사실에 근무할 수 있는 총 인원
수나 교대 근무 및 초과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수에 직접
적인 제한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검체 접수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바코드를 이용한 접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이 업무량
을 감당해 낼 수 있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 모든 근무환경에
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검체의 접종이나 그
람염색 등은 접수와는 달리 수기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을 차지하는 검사의 특성상 충분한 근무인력을 보장받지 못하
는 병원은 검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검사가
복잡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정이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경우는 전문의 인력까지
필요한 경우이기에 시행하는 병원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검사에 따른 수가 산정이 지나치
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수기로 진행되는 검사 부분이 많은 것과 더불어 추가적으
로 소모되는 검사시약이나 배지 등도 그 수량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사실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게 되고 빠른 검사와 결과
의 신속한 보고에 대한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기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CSF 검체의 경우 접수를 시행하는 기관 비율과 검사를 진
행하는 기관 비율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검체가 접수는
되지만 이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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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검체는 통상적으로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진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검사의 적절한 질이 보증되지 않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가 개선 등을 통한 비용의 확보가 가
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인적 자원의 관리 또한 필요한 부분
이다. 인적 자원 개념에서 볼 때 인적 자원의 관리란 검사자 수
를 늘리는 양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검사자 개개인의 검사에 대
한 질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미생물검사가 가능한 인력을 늘리
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기존에 임상화학이나 혈
액검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자의 경우도 교대 근무상
황에서는 한정적으로 검체의 접수나 부적합 검체를 분류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내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유행 이후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
며 임상미생물검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부서
이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같은 연중무휴제 운영방식의 도입
에 충분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임상미생물검사실이 연중무휴제 방식으로 전환
된다면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 도입을 검토해
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점진적 도입과 세밀한 준비
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임상미생물검사 중 임상에서 치료방침
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선
별하여 순위화한 후 먼저 적용하는 방안도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된다. 특히 그람염색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관리를 위해서
는 업무흐름을 단계별, 수준별로 구분하여 지침을 만들어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7]. 이는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인력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검사 업무흐름을 기본 골
격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파악하고 세밀하게 조정하여 업무
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상당수의 기관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
로 인해 접종 및 그람염색 등의 미생물검사를 야간 및 주말 또
는 휴일에 시행하고 있지 않고 세균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보
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은 분명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성공적으로 연중무휴제 방식으로 미생물
검사실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연구가 있다. 연중무
휴제 방식으로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이유
는 의료제도에서 포괄청구제도로의 변화, 원내 감염증으로 인
한 환자의 후유증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이었다.
포괄청구제도로 수가체계가 변경된 상황에서는 감염증
으로 인해 입원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병원
의 손실이 되므로 감염을 단시간 내에 인지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제왕절개수술을 받
은 임산부가 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원내 감염이 있었으나 검사
및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중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
이 발생함으로써 연중무휴제 운영방식을 확립하여 검체 접수
와 결과보고가 매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연중무휴제를
도입한 후에 후 혈액 배양 양성 검체의 최종보고까지의 시간이
최대 1.4일이 단축되었으며 혈액 배양 양성 시 균 검출결과의
중간보고에 따른 항균제의 신속한 투여가 사망률 감소의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8].

이며 염색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어, 광범위 항생제 선택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적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도 임상미생물검사실의 주 7일 24시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이에 대한 문헌이 보고되고 있다[9,10]. 다제
내성균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감염관리, 광범위 항생제 사용과
면역이 억제된 환자의 증가 등의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상미생물검사실도 발맞추어 적절한 대
응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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