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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경구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

는 방법에는 경장영양과 비경장영양이 있다. 경장영양은 비위

관이나 위루관를 통해 음식을 주입하므로 위장구조와 점막 

방어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위장의 운동력을 유지시켜 

세균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을 막아준다(Sohng et al., 2009; 

Williams & Leslie, 2004). 소화기관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비

경장영양에 비해 경장영양이 더 안전하고 좋은 영양지원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장영양은 경구적으로 영양섭취가 불

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영양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중환

자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뇌신경계질환자 등에게 장단기적인 

영양공급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Crosby & Duerksen, 2007; 

Ra, 2010; So, 2008; Williams & Leslie, 2004). 

그러나 경장영양은 철저한 주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 위관이 막히거나, 복부팽만감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위

장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장영양액의 오염은 

이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장영양액은 경장영양 

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세척이 불충분한 경우, 불결하게 관리한 

경우에 오염될 수 있다(Anderton, 1999; Best, 2008; McKinlay, 

Wildgoose, Wood, Gould, & Anderton, 2001; Park, 2010; 

Williams & Leslie, 2004, 2005).

영국 국립 임상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2011]에서는 경장영양시 손위생 

후 바른 방법으로 조작하고, 경장영양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경장영양 체계 관리 기록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장

영양백이나 세트의 관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환자마다 

매회 교환하도록 하고 있으나(Arrowsmith, 1993; Fagerman, 

1992; Lee, 2007; NICE, 2011; Williams & Leslie, 2005), 장기

요양 기관에서는 36∼72시간마다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Dentinger, Faucher, Ostrom, & Schmidl, 1995; Graham et al., 

1993). 

이처럼 경장영양 기구 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럽 

중환자실에서는 경장영양 기구를 매일 교환하는 경우가 

80.8%이며(Roynette, Bongers, Fulbrook, Albarran, & Hofman, 

200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장영양관리 지침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병원에서는 경장영양백을 일주일이상 사용하

고 있다(Lee, 2007; Lee et al., 1998; Lee et al., 1999; Lee, 

Lee, Han, Park, & Choi, 2009; Ra, 2010). 

국외에서는 경장영양백의 재사용이나 불충분한 관리로 경장

영양백이 미생물에 오염되었다고 하였으며(Anderton & Nwoguh, 

1991; Beattie & Anderton, 1999; Mathus-Vliegen, Bredius, & 

Binnekade, 2006; Oie, Kamiya, Hironaga, & Koshiro, 1993), 

국내에서도 경장영양백 세척방법에 따라 다양한 미생물이 검

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et al., 1998; Lee et al., 2009; 

Lee et al., 1999). 그러나 최근 외국의 경우 부분 경장영양

백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으로 인한 경장영양

백 오염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경장영양액 오염으로 

발생되는 합병증에 관한 연구가 부분 이었다(Best, 2008; 

Crosby & Duerksen, 2007; Matlow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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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 기구의 오염은 감염 위험성을 유발하므로 경장영

양 기구의 일회용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 건강보

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서는 환자 경장영양 주입시 경장영

양 주입세트를 월 1회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1). 이로 인해 임

상 현장에서는 77.1%가 경장영양 기구를 재사용하고 있었으

며, 경장영양 기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69.0%가 

경장영양 기구 구입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하

였다(Ra, 2010). 이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따르면 경장영양 기구는 재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경장영양 

기구의 재사용은 감염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사용으로 인한 경

장영양백 오염도를 확인함으로써 경장영양 기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 급여 재료비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수

가와 관련하여 경장영양백을 일주일 이상 재사용하고 있으므

로, 환자에게 감염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경장영양백 오염 정도

를 비교함으로써 재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성을 확인하고, 재

사용이 필요한 재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에 한 표준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과 사용일수에 따른 경장영

양백 오염 정도를 파악한다.

• 경장영양 3일 후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 정도를 비교한다. 

• 경장영양 7일 후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 정도를 비교한다. 

•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과 사용일수에 따라 오염을 

일으킨 미생물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장영양백의 세척 및 소독 방법과 사용일수에 

따른 경장영양백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무

작위 조군 사후 설계를 이용한 순수실험 연구이다.

<Figure 1> Research design

연구 대상

본 실험은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J 시 소재 C 

병원 임상실습실에서 시행되었다. 경장영양은 직접 환자를 

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 집

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상건수는 집단 3, 유의

수준 .05, 효과의 크기 .5, 검정력을 90%로 했을 때 집단별로 

18건씩 필요하다고 산정되었으나(Cohen, 1988), 탈락율을 고

려하여 집단별 20건씩 총 60건(미온수군 20건, 세제와 솔군 

20건, 소독제군 20건)을 실시하였다. 집단 선정 방법은 경장영

양백에 순번을 정하여 번호표를 이용하여 각각 무작위로 세

군에 배정하였다.

효과 측정 도구 

● 미생물 검사

검체 배양 및 결과보고는 C 병원 미생물 검사실에서 보건

직 기사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임상실험 표준 국립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생물 검사실에 접수된 검체는 0.1mL용 

백금이(Platinum loop)로 혈액 한천배지(Blood agar plate)와 맥

콩기 배지(MacConky media plate)에 접종하였다. 배지는 36℃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균집락 상태를 확인하고 

균집락수를 관찰하였으며, 배양된 균은 자동화 미생물 기기

(VITKⓇ2 compact, BioMerieux, U.S.A)를 이용하여 동정검사

를 실시하였다.

● 오염

무생물체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생

물 배양결과 음용수 수질 검사 기준에 따라 일반세균이 100 

CFU (Colony Foaming Unit)/mL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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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 절차

경장영양 주입방법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은 Lee 

등(1998), Lee 등(1999)과 Sohng 등(2009)의 방법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하였으며, 간호 학 교수 2인, 간호교육 수간호사 2

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에게 자문을 받은 다음 예비실험

을 거쳐 경장영양 주입방법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경장영양은 1일 3회(오전 7시, 낮 12

시, 오후 7시), 매회 1시간씩 7일간 주입하였으며, 경장영양백

은 경장영양 주입이 끝난 후 집단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

라 세척하였다. 경장영양 주입과 경장영양백 세척은 프로토콜

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6인이 실시하였으며, 실험자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전에 3회씩 사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전 훈련 중 간호교육 수간호사 1인이 실험자가 

프로토콜에 따른 전 과정을 정확히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였

으며, 실험 중에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이 실험자의 실험 

프로토콜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과정의 표준화를 

위해 경장영양 주입방법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방법 프로

토콜을 실습실에 부착하여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장영양 주입 방법

실험자는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

음 경장영양캔(Greenbia Mildcare, Chung's Food Co. LTD, 

Cheong Ju, Korea)의 입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경장영양

캔과 경장영양백(FLEXITAINER, Abbott, Sligo, Ireland)이 서

로 닿지 않도록 경장영양액 200mL를 넣고 1시간 동안 주입

한다.

 •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

경장영양 주입이 끝난 직후 경장영양백에 미온수(42℃) 

500mL를 넣고 10회 흔들어 경장영양 연결세트를 통해 흐르

도록 한 다음, 집단별로 세척 및 소독 방법을 적용하였다.

  ① 미온수 세척방법

경장영양백에 미온수 500mL를 채워 10회 흔드는 세척방법

이며, 이 과정을 3차례 반복한다. 세척이 끝난 후 경장영양백

과 연결세트를 분리하여 걸 에 걸어 자연건조 시킨다. 본 연

구에서 미온수는 병원의 온수를 사용하였으며 물온도계

(GILTRON GRT 305, Gilwoo Trading Co., Seoul, Korea)로 

42℃를 확인하여 온도를 조절하였다.

  ② 세제와 솔 세척방법 

경장영양백에 미온수 500mL와 식기세정제 0.75mL 

(Chamgreen, CJ Lion Co. LTD, Seoul, Korea)를 넣어 솔로 20

회 문질러 버린 다음, 경장영양백에 미온수 500mL를 채워 10

회 흔들어 버리기를 3차례 반복한다. 세척이 끝난 후 경장영

양백과 연결세트를 분리하여 걸 에 걸어 자연건조 시킨다. 

본 연구에서 솔은 사용 후 세척하여 1% 뉴젠 고수준 소독제

(NewGenn High Level Disinfectant, Newgen Limited, UK) 희

석액에 5분간 침적시킨 다음 건조시켜 재사용 하였다. 

  ③ 소독제 세척방법

경장영양백을 1% 뉴젠 고수준 소독제(NewGenn High Level 

Disinfectant, NewGenn Limited, UK) 희석액에 5분간 침적시킨 

다음, 경장영양백과 연결세트를 분리하여 걸 에 걸어 자연건조 

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뉴젠 고수준 소독제는 기구 소독

제로, 성분은 4급 암모늄 제제의 일종인 Coco alkylbenzene 

ammonium chloride, Didecyldimethy ammonium chloride, Coco 

amine oxide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0배)로 희석하면 바이

러스, 박테리아, 진균, 결핵균 등을 5분내 사멸하고, 무독성으

로 인체 및 기구에 안전하여 기구 소독 및 식기 세정 소독제

로도 사용 할 수 있다(NewGenn Science, 2011).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경장영양 주입 완료 후 3일째와 7일째에 조식

을 주입하기 전에 실시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사용하지 

않은 경장영양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한 

개씩 선정하여 미생물 배양을 실시하였으나, 3건 모두 미생물

이 검출되지 않아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검체 채취 

전 손소독을 하고 멸균장갑을 착용한 후 경장영양백의 주입

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였다(Lee et al., 1998). 경장영양백

에 멸균증류수 200mL를 넣어 10회 흔들어 멸균컵에 100mL

를 따라 1시간 내에 C 병원 미생물 검사실로 보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세집단의 

기구오염 정도는 Kruskal-Wallis test로, 사후 검정은 Mann 

-Whitney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세척 및 소독 방법과 사용일수에 따른 경장영양백의

오염 정도

경장영양백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척한 후 오염 

정도를 조사하였다. 3일 후 100 CFU/mL 이상 오염된 경우는 

미온수군 1건, 세제와 솔군 1건, 소독제군은 1건이었으며, 7일 

후 100 CFU/mL 이상 오염된 경우는 미온수군 18건, 세제와 

솔군 3건, 소독제군은 0건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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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amination Level according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 and Day of use

Cases

Microorganisms*

Tepid water Detergent and brush Disinfectant 

3rd day 7th day 3rd day 7th day 3rd day 7th day

1 0 0 0 0 0 0
2 0 1,200 0 0 0 0
3 0 1,000 0 0 0 0
4 0 2,200 0 0 0 0
5 0 7,800 0 0 0 0
6 100 TMTC 0 600 0 0
7 0 4,200 0 400 0 0
8 0 600 0 0 0 0
9 0 2,200 100 600 0 0

10 0 600 0 0 0 0
11 0 2,700 0 0 0 0
12 0 TMTC 0 0 0 0
13 0 0 0 0 1,000 0
14 0 300 0 0 0 0
15 0 TMTC 0 0 0 0
16 0 12,000 0 0 0 0
17 0 3,000 0 0 0 0
18 0 2,000 0 0 0 0
19 0 3,200 0 0 0 0
20 0 200 0 0 0 0

Contaminated cases 1 18 1 3 1 0
* Unit = CFU/mL

TMTC = Too many to count

Table 2. Comparison of Contamination Level at 3rd Day by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                    (N=60)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n (%)

p
Contamination Decontamination

  Tepid water (n=20) 1 (5.0) 19 (95.0)
1.000  Detergent and brush (n=20) 1 (5.0) 19 (95.0)

  Disinfectant (n=20) 1 (5.0) 19 (95.0)

Table 3. Comparison of Contamination Level at 7th Day by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                    (N=60)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n (%)

p Post hoc*
Contamination Decontamination

  Tepid watera (n=20) 18 (90.0)  2 ( 10.0)
<.001 a>b,c  Detergent and brushb (n=20)  3 (15.0) 17 ( 85.0)

  Disinfectantc (n=20)  0 ( 0.0) 20 (100.0)
* Mann-Whitney test

경장영양 3일 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경장영양백의 오염 정도 비교

경장영양백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척한 3일 후 오

염 정도는 미온수군 1건, 세제와 솔군 1건, 소독제군은 1건으

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000)(Table 2).

경장영양 7일 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경장영양백의 오염 정도 비교

경장영양백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척한 다음 7일 

후 기구오염 정도는 미온수군 18건, 세제와 솔군 3건, 소독제

군은 0건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미

온수군이 세제와 솔군, 소독제군 보다 오염이 많았다(Table 3).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미생물 배양 결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미생물은 3일 후 미

온수군과 세제와 솔군은 Streptococcus salivarius가 각 1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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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icrobial Culture according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and Day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Microorganism

3rd day n 7th day n

Tepid water Streptococcus salivarius 1 Moraxella spp.
Pseudomonas fluorescens
Sphingomonas paucimobills
Acinetobacter lwoffii

 4
 8
12
 2

Detergent and brush Streptococcus salivarius 1 Sphingomonas paucimobills  6
Disinfectant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1

독제군은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이하 CNS)가 1

개 검출되었으며, 7일 후에는 미온수군은 Moraxella spp. 4개, 

Pseudomonas fluorescens 8개, Sphingomonas paucimobills 12

개, Acinetobacter lwoffii 2개가 검출되었고, 세제와 솔군은 

Sphingomonas paucimobills가 6개 검출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장영양에 사용하는 경장영양백을 미온수, 

세제와 솔,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척 한 후 세척 및 소독 방법

에 따른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일회용 사용을 권장하고, 불가

피하게 재사용하는 재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장영양백

의 세척방법에 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여 표준지침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사용기간별 오염 정도를 확인한 

결과 경장영양 3일 후에는 각 집단별로 1건만 오염이 있었으

나, 7일 후에는 미온수로 세척한 경우에 20건 중 18건의 오염

이 있었다. 이는 Lee 등(1999)의 연구결과 세제와 솔을 이용

한 경우와 소독제에 침적한 경우에는 8일 후에도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70℃ 이상의 물로 세척한 경우에는 미생

물이 다량 검출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Oie 등(1993)은 경

장영양백을 여러번 사용한 후 미온수로 세척한 경우에는 경

장영양백 내부에 경장영양액 잔유물이 남아있었으며, 이는 미

생물이 번식하고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온수 세척으로만은 미생물을 제거할 수가 없으

며, 오염된 경장영양백의 사용으로 경장영양액이 오염될 가능

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경장영양 3일 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Lee 등(1999)과 Lee 등

(2009)의 경장영양 1일 후, 3일 후에 경장양백에서 미생물 검

출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Lee 등(1999)은 

70℃ 이상의 물로 세척하였고, Lee, E. K. 등(2009)은 미온수

(38∼42℃)로 세척한 후 경장영양백을 살균건조기에 40분 동

안 건조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미온수(42℃) 온도와 자연건조

한 건조방법의 차이가 있다. 또한 Lee 등(1998)은 경장영양백

과 연결세트를 미온수(30∼40℃)로 세척한 후 68℃ 이상의 물

에 3분간 담가두었더니, 3일 이후 부터는 미생물 검출이 증가

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장영양백보다는 경장영양 연결세트의 

오염 제거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방

법으로 경장영양백을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킨다면 어느정

도 미생물 감소 효과는 있으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경장영양 7일 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 정도는 세제와 솔, 소독제로 세척한 경우보다 미온수로 

세척한 경우에 더 증가하였다. 이는 Lee 등(1999)이 세제와 

솔, 소독제로 세척한 경우보다 70℃ 이상의 물로 세척한 경우

에 미생물 검출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Oie 등(1993)의 미온수로 세척한 경우에는 미생물이 다량 검

출되었으나, 세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Lee 등(2009)은 

소독제 세척 후 1일과 3일째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5일째에는 40%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었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경장영양백 재사용 기간이 길수록 세척방법에 

따라 경장영양백의 오염 정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미온수로 

세척한 경우에는 경장영양백 오염이 심각하였으며, 세정제와 

솔을 사용한 경우에도 일부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장

영양백의 재사용은 경장영양백 오염을 유발하고 경장영양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경장영양백 오염의 원인 미생물은 Streptococcus 

salivarius, CNS, Moraxella spp., Pseudomonas fluorescens, 

Sphingomonas paucimobills, Acinetobacter lwoffii로 물이나 병

원환경에서 흔히 배양된다. 이는 Lee 등(1999)의 연구결과 

CNS, Streptococcus viridans, Corynebacterium 등이 배양된 것과 

Oie 등(1993)의 연구결과 Pseudomonas fluorescens, Sphingomonas 

paucimobills, Acinetobacter lwoffii이 배양된 것과 일치한다. 그

러나 이런 균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

지만, 중환자나 항암환자 등 저항력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들

에게는 요로감염, 장염 등의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2011).

장기간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들은 경장영양으로 인한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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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장영양 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감염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Crosby & Duerksen, 

2007; So, 2008; Williams & Leslie, 2004). 경장영양액의 오염

은 준비과정과 투여시에 어떻게 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장영양백과 연결세트의 재사용에 기인하기도 한다(Anderton, 

1999; McKinlay et al., 2001; Oie et al., 1993; Ra, 2010; 

Williams & Leslie, 2005). Oie 등(1993)은 경장영양백이 일회

용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7일 이상 재사용하고 있었으며, 철

저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이 물에 상주하는 

Acinetobacter lwoffii 등이 검출되었으나, 감염위험성이 높은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도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Solseng, Vinson, Gibbs & Greenwald (2009)는 경장영양 연결

세트의 주입 밸브에서도 녹농균이 생막(Biofilm)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경장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내외과 환자에게 병원감염

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

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장영양 기구의 일회용 사용이 필

수적이며, 무균적인 준비과정, 경장영양 주입기구의 무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중환자나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멸균된 경장영양 기구

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Arrowsmith, 1993)고 

하였으며, Lee 등(1998)은 중환자실에서 상품화된 일회용 경

장영양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장영양 기구 

신 멸균 수액병과 수액세트를 일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Ra (2010)는 경장영양 공급 시 감염 유발 가능성의 문제점

을 조사한 결과 85.7%가 경장영양 기구의 재사용 기간이 길

고, 주입 용기 관리가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일부 병

원에서도 경장영양백을 일주일이상 재사용하고 있었다(Lee et 

al., 1998; Lee et al., 2009; Lee et al., 1999). 이는 현행 국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1)에서 경장영양 기구를 월 1회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에 따른 감염 위험성에도 불구

하고 일회용인 경장영양 주입 용기와 연결세트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Park (2010)은 국내 병원에서 일회용인 경장영양 용기를 재

사용하는 이유는 경장영양 요법의 소정 수기료(자-266의 

“Q2660 비강영양”과 “Q2661 장루영양)에 일회용인 경장영양 

용기를 100회사용하도록 하는 보험 수가 체계 때문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고농도 영양 수액요법 수기료 산정시 고농도 영

양 수액백을 별도 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장영양 주입 

용기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장영양 주입 기

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위

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경장영양 기구의 

일회용 사용의 보험 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경장영양 용기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소비

자들의 재료 비용의 이중 부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o (2008)는 가정에서 경장영양 기구를 1주일 이상 사용하

는 경우가 97%였으며, 이중 12%는 한달 이상 사용하고 있으

며, 소독은 79.3%가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젖병소독액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6.9%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So (2008)는 가

정간호 상자중 경장영양 환자는 20.3%였으며, 경장영양 수

발은 84.7%가 가족이 수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장영양 관리

에 한 교육은 퇴원시 간호사를 통해 교육 받은 경우가 가

장 많았으나, 20%는 특별한 교육없이 재원 기간 중 간병인이

나 주변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익히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습

득했다고 하였다. Lee (2007)는 가정 경장영양이 필요한 경우 

퇴원 교육시 조제식이 준비, 경장영양백 등의 세트 관리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장기요양 보험 적용이 일반화 되면서 가정에서 환자에게 

경장영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장영양 제공자는 경장영양

법, 경장영양체계 관리 방법을 배우고, 경장영양백 세척방법

을 적용하여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장영양백

을 세제와 솔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자연건조 시키거나, 소독

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면 재가시설에서는 일주일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소독제는 소독제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후 헹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 중환자실이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반드시 일회용 경장영양백과 연결세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관리자들은 일

회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체계를 현실화 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가 시설처럼 경장영양 용

기의 재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세제와 솔 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한다면 경장영양백은 7일 정도 재사용

이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경장영양 연결세트는 세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장영양백에 한 기구오염 정도만 확인하

였으나, 경장영양 연결세트에 한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경

장영양 연결세트로 인한 감염위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오염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일회용 사용을 권장하고, 불가피하

게 재사용하는 재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장영양백의 

세척방법에 한 표준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J 시 소재 C 병원 임상실

습실에서 시행되었다.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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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으며, 미온수군 20건, 세제와 솔군 20건, 소독제군 20건

으로 총 60건이었다. 경장영양 주입방법과 경장영양백 세척 

및 소독 방법은 Lee 등(1998), Lee 등(1999)과 Shong 등(2009)

의 방법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하였으며, 경장영양은 1일 3회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7시), 매회 1시간씩 7일간 주입하였

다. 경장영양백은 경장영양 주입이 끝난 후 집단별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라 세척하였고, 실험 처치 3일 후, 7일 후에 

미생물 배양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세집단의 오염 정도는 Kruskal -Wallis test로, 

사후 검정은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 처치 후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장영양 3일 후 미온수, 세제와 솔, 소독제를 이용한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따른 경장영양백 오염 정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 경장영양 7일 후 세제와 솔, 소독제를 이용한 세척 및 소독 

방법이 미온수로 세척한 경우보다 경장영양백 오염이 적었다.

이상의 결과로 경장영양백의 재사용 기간이 길수록 경장영

양백 오염이 증가하였으므로 일회용 사용이 권장되며, 재사용

이 불가피한 재가 시설에서의 세척방법은 세제와 솔, 소독제

를 이용한 경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는 경장영양 용기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체계를 현실화 할 것을 제안한 것이며, 재사용이 불가피한 재

가시설에서 경장영양백 세척시 세제와 솔, 소독제를 이용하면 

7일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그러나 

연구 상이 환자에게 주입했던 경우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 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경장영양 연결세트는 세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

을 사용해야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장영양백의 연결세트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재가시설 환자에게 

경장영양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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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Equipment Contamination Level according to Enteral 
Nutrition Bag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Park, Jin Hee1)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guidelines for cleaning of enteral nutrition bags by 
comparing the level of equipment contamination according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s. Method: This 
study was a true-experimental study, with 60 cases in total. Twenty cases each were randomly assigned to tepid 
water, detergent and brush, and disinfectant groups. The period of the experiment was March to April 2010, and 
enteral nutrition was given for 1 houre, 3 times a day at 7AM, noon, and 7PM for seven days. Enteral nutrition 
bags were cleaned after each feeding according to assigned cleaning and disinfection method followed by microbial 
cultures on 4th and 8th day before the 7AM feeding. Results: After 3 days of feeding and cleaning, the level of 
contamination of bag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After seven days, the level of 
contamin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bags were cleaned with detergent and brush or with disinfectant 
compared to cleaning with tepid water. Conclusion: In cases where enteral nutrition bags are reused for example, 
in home care settings, studying findings indicate that cleaning bags using detergent and brush or disinfectant i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contamination of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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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in Hee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565-701) Chonbuk Wanju-gun, Samnye-eup, samnyero 443
                            Tel: 82-63-290-1758  E-mail: pjhicp@empal.com

Anderton, A. (2001). The effect of system design on 
bacterial contamination of enteral tube feeds.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47, 138-142.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2011, 
January 19). Nutrition support for adults oral nutrition 
support, enteral tube feeding and parenteral nutrition. 
Retrieved January 19, 2011, from http://guidance.nice.org.uk/CG32/

NewGenn Science. (2011). NewGenn high level disinfectant 
efficient disinfectant for surfaces and instruments. Retrieved 
May 31, 2011, from http://www.newgenn.co.kr/main/main.htm

Oie, S., Kamiya, A., Hironaga, K., & Koshiro, A. (1993). 
Microbial contamination of enteral feeding solution and its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21, 
34-38. 

Park, M. S. (2010). Infection risks of enteral nutrition feeding 
bag & 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3, 19-22.

Ra, M. Y. (2010) National survey of enteral nutr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3, 9-14.

Roynette, C. E., Bongers, A., Fulbrook, P., Albarran, J. W., & 
Hofman, Z. (2008). Enteral feeding practices in European 

ICUs: A survey from the European federation of critical 
care nursing associations (EfCCNa). The European 
e-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3, e33-e39.

So, E. J. (2008). Nutritional management status of home 
enteral feeding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Sohng, K. Y., Lee, W. S., Park, H. S., Yoon, E. J., Lee, K. 
Y., Hong, Y. H., et al. (2009). Fundamentals of nursing 
interventions and skills. Seoul: Soomoonsa.

Solseng, T., Vinson, H., Gibbs, P., & Greenwald, B. (2009). 
Biofilm growth on the Lopez enteral feeding valve 
cultured in enteral nutrition: Potential implications for 
medical-surgical patients, nursing care, and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Medical-Surgical Nursing, 18, 
225-227.

Williams, T. A., & Leslie, G. D. (2004). A review of the 
nursing care of enteral feeding tubes in critically ill adults: 
Part I.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0, 330-343.

Williams, T. A., & Leslie, G. D. (2005). A review of the 
nursing care of enteral feeding tubes in critically ill adults: 
Part II.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1, 5-1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