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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표

1. 실습 전 수술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실습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

다.

2. 수술실 및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을 알 수 있다.

3.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기구, 기자재를 알 수 있다.

4. 조직 검사물 관리를 알고 수행할 수 있다.

5. 수술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구를 알 수 있다.

6. 수술분류 방법 및 종류를 알 수 있다.

5. 수술체위를 이해하고 간호에 적용한다.

  

7. 수술실에서의 무균술을 이해하고 간호를 수행한다.

8. 마취에 대한 정의 및 사용하는 약물을 알 수 있다.



<수술실 입구> < 회복실 입구 >

Ⅰ. 수술실 소개

1. 위치 : 본관 4층

2. 간호인력 :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17명

3. 병상 수 : 8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수술실 > < scrub 싱크대 >

< 마취회복실 > < 수술방 >

<scrub 싱크대 > < 린넨실 >



멸균작업팀 비 멸균작업팀

수술집도의

보조의

소독간호사

마취과의사 또는 마취간호사

순환간호사

기타 : 의공학 기사 등

Ⅱ. 수술실 환경

1. 제한, 반제한 구역

◉ 교차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실은 다른 곳보다 각 공간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 제한 구역

(1) 복장 : 외과적 수술이 행해지는 곳으로 수술복과 마스크, 모자, 깨끗한 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구역 : 수술실, 수술준비물, 마취준비실, 회복실, 수술실 복도 등의 장소가 해

당

2) 준 제한 구역

(1) 복장 : 수술방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한 주변 지지 구역으로 수술복과 모자, 

깨끗한 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구역 : 제한 구역과 교차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소독준비실, 갱의실 등이 해

당된다.

3) 교차구역

(1) 복장 : 신발만 갈아 신고 평상복 차림이 허용된다.

(2) 구역 : 수술실 입구, 자동문 앞, 대기실, 신발장 앞 등이 해당된다.

2. 수술요원



Ⅲ.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1. 수술실 소독간호사의 업무

1) 수술과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2) Draping에 사용되는 linen을 준비한다.

3) Mayo stand를 준비한다.

4) 봉합사 및 봉합바늘을 준비한다.

5) 수술에 사용되는 기계와 물품, electrosurgical unit의 bovie tip suction tip

을 준비한다.

6) sterile field에 있게 될 의사의 gowning과 gloving을 도와준다.

7) 직접 또는 의사와 함께 수술환자의 수술부위를 draping 한다.

8) 수술전 과정에 있어서 무균술을 철저하게 지킨다.

9) sponge, needle, instrument의 count를 한다.

2. 수술실 순환 간호사의 업무

1)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의 청결을 유지한다.

2) 무영등 및 각종 보조 등을 시험해 보며 필요한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준다.

3) 필요한 경우 수술에 필요한 멸균기구나 멸균물품을 신속히 공급한다.

4) 수술체위의 유지를 도와주며 피부소도기 잘이루어 지도록 도와준다.

5) 수술전 과정에 있어서 무균술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찰한다.

6) 소독간호사의 sponge, needle, instrument의 count에 협조한다.

 

<< 순환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 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일의 순서를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④ 무균술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⑤ 남을 가르칠 줄 알고, 남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3. 환자 안전관리자로서의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

1) 수술 전, 중, 후 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회복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간호 중재를 조정한다.

2)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 동안 받는 간호의 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진다.

3) 수술실을 떠나 다른 의료제공자에게 간호의 책임을 넘길 때 까지 환자의 안전과 

안녕은 수술실 간호사에게 맡겨진다.

4) 수술간호실무의 범위는 수술환자 개개인을 의식, 무의식 상태에서 보조하는 간

호중재들이 포함된다. 

4. 수술실 감염 관리 기본 지침

1) 모든 침습적 시술에는 병원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경계(Standard 

precaution)가 지켜져야 하며 혈액, 땀을 제외한 배액, 손상된 피부, 점액성 막 등

에 노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수술팀은 바늘이나 기타 날카로운 기구를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것을 피하고  

(기구를 어떤 장소에 놓고 집어가는 것을 권고) 날카로운 기구를 손으로 조작 하는 

것을 최소화 하여 손상을 감소시킨다.

3) 모든 날카로운 기구는 정확히 사용되고 제거되어 버려져야 한다.

4) 모든 검체물은 잠재적인 감염물질로 취급한다.

5) 분비물이 있는 병소나 삼출물이 나오는 피부염이 있는 의료인은 전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침습적 시술을 수행할 때 환자가 직접 다루거나 의료기기 취급을 피해야 

한다.

6) 침습적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HBV에 노출되기 전에 면역이 획득되어야 한

다.

7) 폐결핵이거나 예상되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파감염을 예방해야 한

다.



구 분 교육 내용
교육 

시행

자가 

평가

교육자

평가

일반적 

사항

 병동구조, 시설사용법, 간호단위 구성원 소개

 부서업무규정 및 병동내 보고체계

안전관리
 소방설비 위치확인과 비상구위치확인 

 화재시 연락체계 및 대피방법

물품관리

 병동 물품위치와 물품관리 중요성

 물품인수인계, 물품공급체계 (보충, 청구)

 Dressing cart 및 set류 관리
   (수량 및 유효일자확인, 사용후 관리 및 교환)

감염관리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법, 멸균장갑 끼는 법

 세탁물분리수거, 적출물 보관 및 분리수거

 감염환자 care 및 물품관리법

 직원 및 방문자 관리

 환경청소(Daily duty별 cleansing)

 직무중 감염노출사고 예방법 및 사고시 보고

간호기록

 기록의 원칙과 기록작성법(수술간호기록지 작성법)

 Verbal order처리 방법

 수술중 환자파악(환자상태, IV site, 기구및 특수처치 

등)

전산업무

 각종 의료소모품 처방등록과 반납방법(병동/외래)

 의사지시 및 관련처방조회 

 간호관리 프로그램(처치, 간호행위 및 투약의 전산등

록)

 마취 및 수술기록지 입ㆍ출력

투 약

 향정신성 약품 및 마약관리

 특수약품관리(고위험 및 주의약품, 냉장보관약품,차광

약품)

 국소마취제, 수술 중 사용되는 약품류 이해 및 관리

 비품약 및 응급약관리

진단검사
 해당 검사실 위치파악

 해부병리검사및 검사물 취급법(일반조직, Ca, frozen)

수술스케쥴 

및 

통계관리

 수술스케쥴 관리

 수술/마취대장 관리

 수술통계관리

멸균∙소독

관리

 Autoclave

 E-O gas

순환간호사 교육 체크리스트 (수술실) 



 화학적소독법

 소독기 작동법 및 관리

봉합사

이해

 흡수사

 비흡수사

수술장비사

용법과 

관리

 Electric generator/Bipolar

 Endoscope- GS,OL,OS

 microscope-GS,OL,OS

 Harmonic / Ligasure

 Drill 종류

 기타장비

Aseptic 

technique

 무균술 원칙

 Scrubbing

 Gowning

 Gloving

 Drapping

 소독약품 사용법

 소독품 다루는법

수술 전 

준비

 소독품 및 물품준비

 장비준비 및 점검

 Suction의 성능 확인

 Assist call

수술 중 

관리

 Gauze, needle, instrument 및 각종 count

 Specimen 관리

 기구 및 Implant 관리

 소모품 관리

외래수술

환자관리

 환자 인계

 국소마취 설명 및 환자관리

수술 후 

관리

 기구세척, 정리 및 소독

 Implant 확인

 간호기록지 및 물품대 정리

 세탁물 처리

업무 

인수인계

 Duty별 업무내용파악

 인수인계법

      



5. 수술 전 처지 및 간호 상태 확인

1) 환자확인

2) 수술 부위 확인

환자에게 수술부위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수술예정표, 수술부위 표식지와 대조.

3) 수술서약서 확인

수술서약서에 환자이름, 환자서명, 보증인이름, 보증인서명, 주소, 보증인과의     

관계를 확인

4) 신체부착물 착용 여부 확인

흔들리는 치아, 틀니, 손톱, 발톱, 메니큐어, 콘텍트 렌즈, 보청기, 시계, 반지,목

걸이, 속옷 착용여부 등 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 

화장은 육안으로 확인

5) 반창고나 약물에 대한 알러지 여부 확인

6) 전염성 질환 유무

결핵, 감염 또는 다른 질환 유무를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

해당검사 결과지를 확인

7) 검사결과지 확인

혈액학적 검사, 뇨 검사, 간 기능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8) 혈액준비

환자에게 혈액형을 확인하고 수혈기록지에서 혈액형과 Blood준비 상태 및 항체선별

검사를 확인

9) 금식여부 확인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기록된 금식시간 확인

10) 관장여부 확인

관장이 필요한 복부 장기 수술은 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11) 수술부위 피부준비 확인

12) 수술 전 투여(Pre-med)

수술 전 투약시행 여부를 환자에게 확인하고 기록된 내용을 확인

13) 확인이 끝난 후

병동 간호사 서명을 확인하고 수술실 확인 간호사 서명



약물
투여

방법
장점 단점 간호

Halothane

(Fluthane)
흡입

인화성이 없음

오심 구토 거의 없음

유도가 빠르고 용이함

흡입을 위해 특수

한 흡입기가 필요

함

저혈압 유발

간손상 가능성

서맥과 저혈압 관

찰

Enflurane

(Ethrane)
흡입

인화성이 없음

호흡기를 자극시키지 

않음

근육이환이 용이함

심근과 호흡을

강력히 억제시킴

호흡기 억제 증상

관찰

Nitrous

oxide
흡입

인화성이 없음

유도와 회복이 빠르다

이환이 잘 안됨

저산소증 유발

다른 마취제와 병

용시 그 마취제의 

주의사항을 유의

Diethylether 흡입

근육이완 효과가 우수

함

가격이 저렴

폭발의 위험성

유도가 늦고

회복시간이 길다

다른마취제와 병

용시 그 마취제의 

주의사항을 유의

Ⅳ. 마취의 정의 및 간호사 업무

마취의 정의: 근본적으로 환자가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에서 오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기위한 것이며, 불안과 공포를 없애고 조직을 이완시키기 위한 것이다.  

  

    

1.종류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국부마취(Regional anesthesia)

1) 전신마취

(1) 마취의 4단계

● 1단계 : 마취가 되기 시작하여 졸리고 현기증이 나타나며 환청을 경험한다.

● 2단계 : 호흡이 멈추고 심박동이 거의 없어지거나 전혀 없어진다.

● 3단계 : 흥분사태가 일어남. 자율적인 활동이 증가되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몸부

림 친다.

● 4단계 :  근육이 이완되고 반사가 소실된다.

       

(2) 전신마취 약물    



독작용이 적음

대사성 산독증의

가능성이 있음

피부와 눈에 자극

가능

오심,구토가 심함

Thiopental
정맥내

직장내

인화성이 없음

유도와 회복이 빠르다

투여가 쉽다.

호흡을 강력히 억

제함

이완이 잘 안됨

순환기계와 호흡

계와

억압증상을 관찰

Ketamine 정맥내
속효성

N2O의 보충에 사용

혈압을 상승시키

고

호흡을  억제

가끔 환각을 보임

순환과 호흡상태 

관찰

조용한 환경 유지

Prpofol 정맥내
속효성, 최면효과,

진정작용

기억상실

뇌압저하

안압저하

순환과 호흡상태 

관찰

정맥주사 부위 통

증 관찰

Succinyl

choline
정맥내

근육이완의 효과가 신

속히 나타남(1분이내), 

빨리 배설된다.

다량에서 호흡억

제, 심박동 정지,

안압상승

순환과 호흡상태 

관찰

Pancuronium

(Myoblock)
정맥내

외과적 수술시 근육이

완

저혈압을 일으키지 않

으므로 심혈관계 질환

자에게 사용가능

맥박수 증가

피부발진

신기능 장애

약제에 대한 과민

방응 관찰

Curare 정맥내 1~3분 이내 근육이완

Histamine 유리 

및 일시적

저혈압 유발

혈압관찰

     

2) 국부마취

(1) 형태

① 국소마취(topical anesthesia)

② 국소침윤차단(local infiltration block)

③ 수술영역 차단(field block)

④ 신경차단(nerve block)

⑤ 척수마취(spinal anesthesia)

⑥ 경막외 마취(epidural block)



약물 투여방법 장점 단점 간호

1)Ester 형

① Procaine

 hydrochloride

 (novocaine)

침윤

척수마취

경막외마취

독성이 적고

가격이 저렴

효과가 늦게 

나타

나고 피부발

질 가능

서맥관찰

보통 

epinephrine

과 함께 투여

② Cocaine 국소마취

국소마취제 중유

일하게 합성제제

가 아닌 자연산

혈관수축 작용

각막혼탁유발

전신중독반응 

흔함

전 신 중 독 반 응 

관찰

③Chlorprocaine 경막외 마취

Procaine에 비해

독성이 낮고, 효

력이 강함

작 용 시 간 이 

짧다

④Tetracaine

(Pontocaine)
척수마취 Procaine과 동일

 2)Amide 형

①Lidocaine

 hydrochloride

 (Xylocaine)

침윤

척수마취

경막외 마취

효과가 빠르고

지속시간이 길다

가장 널리 사용

거의 없음

치료적 효과나 

수술에 사용

졸림, 호흡기 

억압 관찰

②Bupivacaine

침윤

말초신경 차단  

경막 외 마취

산과영역에서

이상적인 마취제로 

이용

약제에 대한 

알러지나 과

민한 사람은 

주의

③epivacaine

hydrochloride

(carbocaine)

침윤

말초신경 차단

경막외 마취

발현시간이 빠르다

작용시간이 길다

④Etidocaine

(Duranest)

침윤말초신경 

차단

Lidocaine과 비슷

하나 효력이 훨씬 

강하고 작용시간이

길다

근육이완이 필

요한 수술에 사

용되나 산과적 

마취나 통증치

료에는사용되지 

않는다.

(2) 약물의 종류

  



2. 마취과 간호업무

1) 환자의 간호력과 정보를 수집하여 환자에게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환자의 불안 해소와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준다.

2) 마취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과 마취준비를 한다.

3) 매일 수술 일정표를 보고 수술시간과 예상되는 마취를 알아둔다.

4) 환자가 도착하면 환자를 확인한 후 환자의 수술준비 및 점검을 하고 수술대로

옮겨 적당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5) 환자의 활력증상과 일반상태를 관찰 기록한다.

6) 수술 도중 환자의 상태와 수술과정, 마취과정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정확히 

하고 수술도중 필요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7) 수술이 끝나면 마취기록이 완전한지 점검한 뒤 회복실로 환자를 옮겨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상태를 관찰하고 활력상태를 측정, 기록하고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

며 마취 기록지에 기록한다.

8) 마취에서 회복되면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인계하고 병실로 환자를 보낸다.

9) 마취에 사용된 물품은 소독 및 세척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물품은 수간호사를 통

해 청구하여 보충한다.

10) 수술실내 사고 예방과 무균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킨다.



분류기준 분   류 예

목적

진단적 수술(diagnostic surgery) 생검(biopsy)

시험적 수술(exploratory surgery)
시험적 개복술

(exploratory laparotomy)

치료적 수술(curative surgery)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

위절제술(gastrectomy)

고식적 수술(palliative surgery) 교감신경 절제술(sympathectomy)

위험정도

소수술(minor surgery) 피부생검(sin biopsy)

대수술(major surgery)
개심술(open heart surgery)

개두술(craniotomy)

절박정도

응급수술(emergency surgery)
심한출혈(massive bleeding)

총상(gun shot wound)

계획된 수술(required surgery)
백내장 수술(lense extration)

척추궁 절제술(laminectomy)

선택수술(elective surgery)
단순탈장(simple hernia)

반흔형성(scar repair)

임의수술(optional surgery) 유방성형술(mamonoplasty)

순서 수술명 수술명

1 appendectomy 충수절제술

2 Billroth 1 위 십이지장 문합술

3 Billroth 11 위 공장 문합술

4 cholecystectomy 담낭 절제술

5 colostomy 결장루 형성술

6 hemorrhoidectomy 치질 절제술

7 ileostomy 회장루 형성술

Ⅴ. 수술 분류 및 종류

1.분류

 

2. 일반외과수술



8 mastectomy (radical) 유방절제술

9 polypectomy 용종 절제술

10 pyloroplasty 유문 형성술

11 subtotal gastrectomy (total) 부분 위 절제술

12 thyroidectomy 갑상샘 절제술

13 vagotomy 미주신경 절단술

14 vein stripping 정맥 박피술

15  Whipple's operation 췌, 십이지장 절제술

순서 수술명 수술명

1 craniectomy 두개골 절제술

2 craniotomy 개두술

3 cranioplasty 두개성형술

4 laminectomy 척추궁 절제술

5 neurotomy 신경절단술

6 rhizotomy 근절개술

7 sympathectomy 교감신경절제술

순서 수술명

1 arthroplasty 관절 성형술

2 arthroscopy 관절경 검사

3 arthrotomy 관절 절개술

4 capsulotomy 관절낭 절개술

5
closed reduction or manupulatory 

reduction
비수술적 정복 혹은 도수정복

3. 신경외과 수술  

4. 정형외과 수술



6 myorrhaphy 근봉합술

7 neurorrhaphy 신경봉합술

8 open reduction 수술적 정복

9 osteotomy 골절개술

10 synovectomy 활막절제술

11 tenorrhaphy 건봉합술

12 tenotomy 건절개술

13 total hip replacement 전치 대퇴 관절 대치슬

14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슬관절 치환술

15 total knee replacement 전치 무릎관절 대치술

16  triple arthrodesis 삼중 관절 고정술

순서 수술명

1 lobectomy 폐엽절제술

2 mitral commissurotomy 승모판막연합 절개술

3 pericardectomy 심막 절제술

4 pericardiocentesis 심낭천자

5 pneumonectomy 폐절제술

6 prosthetic valve replacement 인공판막 대치술

7 sympathectomy 교감신경 절제술

8 valvuloplasty 판막성형술

     

 

5. 흉부외과 수술

   



순서 수술명

1 circum cision 포경수술

2 cystolithotomy 방광결석 제거술

3 hydrocelectomy 음낭수종 절제술

4 nephrectomy 신장절제술

5 orchiopexy 고환고정술

6 prostatectomy 전립선 절제술

7 pyelolithotomy 신우결석 제거술

8 ureterolithotomy 요로결석 제거술

9 vasectomy 정관절제술

순서 수술명

1 corneal trephining 각막관추술

2 iridectomy 홍체절제술

3 lense extraction 수정체 적출술

4 ophthalmotomy 안구절개술

5 vitrectomy 초자체 절제술

순서 수술명

1 conchotomy 하갑개 절제술

2 ethomoidectomy 사골절제술

3 laryngectomy 후두절제술

4 myringotomy 고막절개술

6. 비뇨기과 수술

 

7. 안과수술

     

8. 이비인후과 수술 



5 palatopharyngoplasty 인두구개 성형술

6 parotidectomy 이하선 절제술

7 septoplasty 비중격성형술

8 tympano-mastoidectomy 고실-유양돌기 절제술

9 tympanoplasty 고막성형술

순서 수술명

1 Cesarean section 제왕절개술

2 hysterectomy 자궁절제술

3 myomectomy 근종절제술

4 oophorcetomy 난소절제술

5 salphingectomy 난관절제술

6 simple vulvectomy 단순외음 절제술

9. 산부인과 수술

  

10. 성형외과 수술  



순서 수술명

1 brepharoplasty 안검성형술

2 cheiloplasty 입술 성형술

3  correction 교정

4 lipectomy 지방조직 절제술

5 mamoplasty 유방성형술

6 palatoplasty 구개성형술

7 rhinoplasty 비성형술

8 skin graft 피부이식

     

Ⅵ. 조직 검사물 관리

1. 검사물의 정의

 : 질병의 본질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환자의 인체에서 적출된 조직과 이물

질(Foreign object)을 말한다.

① Scrub은 수술 중인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사물을 반드시 모은다.

② Circulating 간호사는 specimen 담을 용기에 반드시 환자 이름, 나이, 성별, 년

월일, 해당 과명, Case No를 정확히 기재한다.(그 전에 부착된 Label은 반드시 제

거한다.)

③ 적당한 크기의 용기를 준비한다.

④ specimen이 formaline에 잠기도록 하며 마르거나 조직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단. 당일 접수시키는 검체는 formaline에 담그지 않는다.)

⑤ 모든 검사물은 무균적으로 채취 & 관리해야 한다.

⑥ Biopsy slip과 specimen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생검의 종류

* 생검이란 : 진단을 위해 체조직이나 체액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흡인생검(Aspiration Biopsy)

: 낭이나 농양 같은 액체를 포함한 병변에서 체액을 바늘로 흡인

(2) 골수 생검(Bone marrow Biopsy)

: 작은 피부절개나 경피적 천자를 통해 천자 바늘이나 흡인 바늘 등으로 골수에서 

흡인

(3) 절제 생검(Excision Biopsy)

: 절개를 통해 피부나 점막등 조직을 제거해 낸다.

(4) 경피적 생검(Percutaneous Needle Biopsy)

: 체액을 통해 삽입된 공동 바늘을 이용하여 내부 장기로부터 조직을 얻는     것

이다. 특별한 바늘이 사용된다.

3. 수술 중 병리검사

1) 배양(culture)

- 원인균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항생제를 쓸 수 있도록 분비물을 배양한다.

- 무균적으로 채취한 후 circulating 간호사가 전신마취일 경우 마취과에 정확히 

인계하고 국소 마취일 경우 병동으로 보낸다.

2) 동결 절편(Frozen section)

- 즉시 진단을 원할 때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 검사를 의뢰한다.

- 조직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근처 결절로 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검사방법 : Specimen의 두께를 3~5mm 정도로 자른 다음 10% formaline 용액을 넣

어 2~3분 끓지 않을 정도로 가온, 냉동 처리하여 조직을 동결 시킨 후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조직 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 주의사항 : 집도의가 원하는 표식을 정확히 기재 후 내린다.

4. Cancer 수술 시 적출물 관리

- Cancer 수술시 적출되는 조직물에는 formaline에 담그지 않고 바로 내린다. (특

히 Cone Bx는 formaline에 절대 담그지 않는다.)

5. 정형외과 사지 절단 적출물 관리



- 폐기물 Box(주황색 비닐)에 넣어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병원규정에 따라 특별관리 

한다.

6. Stone 종류 관리

 - 집도의에 따라 외래나 보호자에게 보낸다.

♣ Formaline 용액에 담그는 이유

- 고정을 위해 용액에 넣는다.

- 고정의 목적 : Autolysis(자가용해)방지. 세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함.염색 때 매염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모든 검사물은 수술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Ⅶ. 무균술

 1. 외과적 무균술

수술부위로부터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

(1) 멸균(sterilization) : 병원성미생물, 비병원성 미생물과 아포를 모두 사멸시

키는 것

(2) 소독(disinfection) :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

(3) 방부제(antiseptics) :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약물

(4) 소독제(disinfectants) :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구나 물품 등의 무

생물체에 사용하는 약물

(5) 살균제 : 방부제와 소독제를 말함

A. 멸균

① 고압증기멸균법(autoclaving)

수술기구 및 물품소독에 널리 이용, 15pound 압력 하에서 121°C까지 상승시켜 멸균

하여 효과가 큼 

② 건열멸균법(dry-heat sterilization)



유리제품, talcum powder, vaseline, fats, oils  등을 170°C정도의 오븐에서 1시

간 정도에 열에 노출 

③ E.O. 가스 멸균법 (gas sterilization 효 ethylene oxide)

54°C의 온도, 50%의 습도에 ethylene oxide를 통과시켜 3-4시간 멸균시킴, 광학렌

즈,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첼렌 제품과 같은 열에 약한 물품들의 멸균에 이용 

④ 화학멸균법

Glutaraldehyde 2%용액, cidex, wydex 용액을 사용

열에 약한 마취기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atheter의 소독에 이용

 B. 피부소독

Hexachlorophene, iodine, chlorohexidine, alcohol 류, hygine, zephiran 

chloride 등을 사용

2. 소독약품

1) povidone iodine

: 요오드의 계면활성제의 부분 결합물로서 요오드는 미생물의 세포벽을 빠르게 투

과하여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합성력을 저해시켜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 독성은 적으나 자극성 때문에 개방성 창상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약한 피부나 어

린이의 피부는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용 후 1분 이내에 모든 세균에 대한 살균작용, 15분경과시 포자까지도 사멸시

킨다.

- 피부 소독시에는 10% 용액 사용, 손 소독시에는 7.5% 용액 사용한다.

♣ Iodophors : Iodine과 세정제의 화합물질. 

수술부위와 손 소독에 효과적이나 장막성 강의 세척에는 이용 못한다. 

아포에 대한 살균효과 없다.

2) Alcohol 류

 : 세균의 원형질을 용해하여 살균작용한다.

-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 결핵균 및 일부 바이러스에 유효하나 아포에는 살균 효과

가 없다.

- 75%에서 살균력이 강하다.

3) Chlorohexidine gluconate



 : 세균세포막에 작용하여 막의 투과성에 변화를 유발하여 살균작용한다.

-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 진균 등에는 유효하나 아포나 결핵균에는 효과가 없다.

- 멸균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한다.

- 0.05% 용액은 피부, 창상 및 화상부위 소독용으로, 0.5%용액은 기구소독 이나 손

씻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4) H₂O₂

: 조직, 세균, 혈액, 농 등에 의해 분해 되어 발생기 산소를 생성하여 살균 작용한

다.

- 피부소독용 3%는 임의로 희석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희석되어 시판 되고 

있다.

* 멸균 기술의 원칙과 적용의 예

1.멸균지역 내에서는 멸균된 물품만이 사용되어진다.

   

그림) 소독된 사람은 손을 허리 위 또는 시야 안에 둔다.

     가운은 정면과 소매부분에서 허리에서 어깨까지가 소독된 것으로 본다.

2. 테이블은 테이블 높이에서만 멸균상태이다.

1) 멸균포로 덮은 테이블의 윗부분만을 멸균상태로 간주한다. 

테이블 높이 아래로 확장된 포의 가장자리와 옆면은 멸균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다.

2) 봉합조각 같은 것들이 테이블 가장자리로 떨어지면 오염된 것이다. 

 소독 간호사는 테이블 아래부분은 만지지 않는다.

3) 멸균포를 펼때 테이블 아래로 늘어진 부분은 테이블 위로 다시 올려 놓지 않는

다.



3. 멸균된 사람만이 멸균된 물품이나 지역을 접촉할 수 있고 멸균되지 않은 사람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이나 지역을 접촉할 수 있다.

1) 멸균된 팀요원은 멸균가운이나 장갑을 끼고 멸균지역을 접촉한다.

2) 멸균되지 않은 순환간호사는 멸균지역을 닿아 서는 안된다.

3) 멸균된 공급품은 멸균된 꾸러미 포를 열 수 있는 순환간호사가 할 수 있다.

4. 멸균되지 않은 사람은 멸균지역을 닿는 것을 피하고 멸균된 사람은 멸균되지 않

는 지역에 기대는 것을 피한다.

1) 순환간호사는 멸균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멸균지역에 닿아서는 안된다.

2) 멸균된 용기에 용액을 부을때 순환간호사는 멸균지역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용기주둥이만을 잡는다.

그림) 순환간호사는 소독 용기안으로 소독된 용액을 부어 넣는다. 이때 병원 입구

가 용기에 닿지 않도록 한다. 부소독된 사람은 소독부위에 닿지 않게 한다. 

  

5) 외과 의사들은 이마의 땀을 닦기 위해 무균지역에서 돌아서야 한다.

6) 소독간호사는 가운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쪽 테이블에 먼저 포를 깐다.

그림) 소독된 간호사는 작은 상을 덥는다. 소독된 사람은 부소독 된 곳에 닿지 않

는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부소독된 상을 먼저 덮는다. 이때 가운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둔다.

7) 소독간호사는 멸균되지 않은 지역에 기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에 포를 깔 

때 테이블 뒤에 선다.



그림) 부소독된 큰 상을 덥는다. 소독된 포를 잡고 테이블의 중앙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때 가운이 테이블에 닿지 않게 한다.

그림) 간호사는 포의 안쪽을 잡고 반대편으로 포를 펼친다.

5. 멸균된 물품의 포 가장 자리는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멸균된 꾸러미를 열 때는 안전지대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덮개의 끝은 느슨

하게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 마지막 덮개는 사람쪽으로 당기므로 내용물이 멸

균되지 않은 손으로부터 멀어진다. 

2) 멸균된 사람은 팔꿈치를 높게 똑바로 들어올려 꾸러미에서 내용물들을 들어올린

다.

3) 증기는 멸균기의 가스켓 내만 도달하고 기구쟁반은 가스켓 외부 멸균기의 가장

자리에 닿지 않는다.

4) 벗겨서 여는 꾸러미 덮개는 멸균된 내용물을 노출시키기 위해 찢지 않고 뒤로 

당겨야만 한다. 내용물은 휙 던져 지거나 위로 들어올려져야만 하고 가장자리로 미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로 밀봉된 안쪽의 가장자리는 멸균된 것과 멸균되지 

않은 경계선으로 간주되어진다.

5) 멸균포장지가 테이블 카바로 사용된 경우 테이블 전체를 덮을수 있도록 충분해

야 한다. 덮개의 안쪽만 멸균된 것으로 간주된다.

6) 멸균된 병을 연 후에는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버려야 하며 마개 가장자리는 오염

된 것으로 간주한다.

 
6. 멸균영역은 사용할 시간 가까이에 만든다.

7. 멸균지역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

1) 멸균된 사람은 멸균지역을 향하고 있는다.

2) 멸균된 꾸러미 방 안에서 개봉될 때나 멸균지역이 만들어 질 때는 경계를 위해 

다른 사람이 방에 남아 있어야 한다.

8. 멸균된 사람은 멸균지역 내에서 잘 유지해야 한다.

1) 멸균된 사람이 환자에게 포를 깔 때는 수술테이블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떨

어져서  뒤로 서 있는다.

2) 멸균된 사람은 서로 등과 등으로 통과한다.

 그림) 소독된 사람간의 이동은 소독된 영역안에서 서로의 등을 대고 돌아선다.

3) 멸균된 사람이 통과할 때 멸균되지 않은 사람이나 지역쪽으로 돈다.

4) 멸균된 사람은 멸균지역으로 이동한다.

5) 멸균된 사람은 멸균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있도록 한다.

6) 멸균된 사람은 멸균지역 내에 머문다. 돌아다니거나 망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7) 멸균지역 내에서의 움직임은 멸균된 사람이나 물품 오염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으로 한다.

 

9. 멸균된 사람은 최소한으로 멸균지역과 접촉한다.

1) 멸균된 사람은 멸균 테이블과 포가 씌어진 환자에게 기대지 않는다.

2) 멸균되지 않은 면에 앉거나 기대는 것은 기술상의 실책이다. 수술팀이 수술하기 

위해 앉을 경우는 멸균되지 않은 지역에 닿지 않고 앉는다.

  

10. 멸균되지 않은 사람은 멸균지역을 피한다.

1) 멸균되지 않은 사람은 멸균지역으로부터 적어도 30cm 거리를 유지한다.

2) 멸균되지 않은 사람은 두개의 멸균지역 사이를 걷지 않는다. 

     즉 멸균된 기구 테이블 사이

3) 순환간호사는 멸균지역 가까이에서는 모든 행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체위 설명 그림

앙와위

(supine position)

복부수술,흉곽수술,골반수술, 하

지수술시 많이 이용한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trendelenburg 

하복부 수술, 골반수술, 내경정

맥이나 외경정맥 천자시에 이 체

Ⅷ. 수술 체위 및 기구

1.체위   

1) supine position

복부수술, 흉곽수술, 골반수술, 하지수술에 많이 이용

2) prone po.

척추궁절제술시 이용

3) lithotomy po.

방광경검사, 회음부 및 항문수술에 이용

4) lateral po.

식도, 신장, 폐, 둔부수술에 이용

5) jack-knife po.                

치칠, 미골수술, S자상 결장경검사시 이용



position) 위를 취하게 된다.

Flower`s 체위

(sitting position)

신경외과의 뇌수술에 많이 이용

한다.

쇄석위(lithotomy 

position)

방광경 검사, 회음부 및 항문 수

술에 이용된다.

복와위(prone 

position)

척추수술과 같이 인체의 뒷부분

을 수술할 때 취하는 체위이다.

측와위(lateral 

position)

식도, 신장, 폐, 둔부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체위이다.

잭크나이프 체위(jack 

- knife position)

치질, 모소낭 절제술, 미골수술, 

S상 결장경 검사시에 취하는 체

위이다.

봉   합   사 

2. 봉합사

 (1) 흡수성 봉합사 : chromic Catgut, Dexon, Vicryl

 (2) 비흡수성 봉합사 : Silk, Cotton, Nylon, Darcron Polyester, Prolene, 

                       Stainless steel 



 

1) Absorbable suture

        ① chromic catgut - 동물의 장점막에서 추출한 단백질

        ② Dexon - Polyglycolic acid

        ③ vicryl - polygalactin

        ④ PDS2 - Polydioxanone (mono filament)

 

2) Non-absorbable suture

        ① silk - 누에고치

        ② Nylon - polyamid (monofilament)

        ③ Prolene, Ethilon - Polyprophylene(monofilament)

        ④ Ethibond - Polybatylate (polyester)

        ⑤ Stainless steel - wire, skin staple

3. 봉합과 결찰

◆ 결찰(Ligature, Tie) : 혈관 또는 내강 주위를 봉합사로 둘러 묶는 방법

◆ 봉합결찰(suture tie, stick tie) : 봉합바늘에 봉합사를 꿰어 결찰부위를 바늘

을 통과시켜 결찰하는 방법 

◆ 결절봉합(Interrupted suture) : 봉합의 기본형, 봉합의 코가 하나씩 매듭 짓는

것

◆ 연속봉합(Continuous suture) : 복막 봉합시 주로 이용되며 봉합의 코가 연속됨



봉  합  침

1. 바늘 모양 ( Needle)

 ① Curved needle(곡침) : 3/8circle, 1/2circle, 5/8circle

 ② Straight needle(직침)

2. 바늘 끝

 ① cCutting

. needle : 바늘 끝이 각이 져 있는 것. 

    피부, 건, 골막등 단단한 조직에 사용

 ② Round needle(Taper needle) : 바늘 끝이 둥글면서 예리

  경막, 신경, 내복장기, 피하조직, 근막, 근육의 봉합에 사용.

◆ 함몰봉합(Buried suture) : 피부 밖으로 봉합의 코가 안보임. American suture

◆ 쌈지봉합(purse string suture) : 개구된 부위를 연속 봉합 후 봉합사를 당기면

서 끝의 조직을 함몰시켜 개구부를 막는 방법 

◆ 유치봉합(Retension suture) : 복막, 근막, 피하, 피부를 한 번에 봉합하는 방

법 

◆ Stapling(Auto suture) : 금속의 staple을 이용하여 조직을 봉합하는 방법

4. 봉합바늘 ( suture needle)

1) 바늘의 형태

․ 곡침(corved needle) : 8/3, 1/2, 5/8 circle

․ 직침(straight needle)

2) 바늘의 크기

- 신경조직, 현미경 수술 : 6~9mm

- 유치봉합 : 4~7cm

3) 바늘의 귀

(1) eyed needle : 바늘의 봉합사를 끼워 사용

(2) Swaged needle(eyeless needle)

바늘의 귀가 없어 봉합사와 연결되어 있다.

조직의 손상이 적다.

(3) French eyed needle 



바늘 귀 위에 봉합사를 놓고 봉합사 끝을 밑에서 잡아당기면 봉합사가 끼워진다.

4) 바늘의 끝

(1) Cutting needle

피부, 건, 골말 등 단단한 조직에 사용

(2) Tapper(Round) needle

바늘끝이 둥글면서 예리하며 경막, 신경, 내부장기, 피하조직, 근막, 복막, 근육의

봉합에 사용

(3) Trocar needle



수술 기구

1. Knife - 조직을 절개하기 위해 사용.

2. Curette - 조직을 긁어 낼 때 사용

3. Forcep - 조직을 잡거나 압박할 때 거즈나 수술용품을 잡을 때 사용

4. Scissor - 상처와 장을 조직, 봉합사, dressing을 자를 때 사용

5. Needle holder - 조직의 봉합 시 사용되는 기구로 봉합 바늘을 잡는 기구

6. Retracter - 수술시야 확보를 위해 조직을 견인 시키는 것.

7. Mess 의 종류

<11번> <11번> <10번>
<20번>  

   

 



이름 용도 그림

자

르

는

기

구

scissors 

피부나 장기를 절개하거나 잘라내는데 

사용하며 dression gauze를 자르는데 

사용

Metzenbaum
조직의 미세한 부분을 적출할 때 

사용하는 기구

붙

잡

는

기

구

(clamp 

forcep)

Adson forceps
절개나 피부 봉합을 쉽게 하도록 

조직을 잡아주는 기구

Mosquito 압박할 때 사용하는 기구

Kelly
mosquito보다 큰 부위를 압박할 때 

사용하는 기구

5. 수술시 사용되는 기구



Allis 혈관, 조직을 잡아 주는 기구

Towel clip
방포, 수술에 사용되는 줄(suction, 

bovie) 등을 고정할 때 사용.

Babcock
충수돌기 같이 입체감이 있는 부위를 

잡을 때 사용하는 기구.

넓

혀

주

는

기

구

(Retract)

skin hook R.
skin과 같이 얇은 조직을 당길 때 

사용하는 기구.

Richardson R. 
복수 수술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막이나 주위 조직을 잡아주는 기구.

Army R

복강내 수술, 깊은 부분 당길 때 

사용하는 기구.Senn R

Deaver R

Self retaining R
복수 수술시 지속적으로 복막을 

넓혀주기 위해 사용. 산부인과 수술 시



Perioelevator
박리시켜 옆으로 넓힐 때 사용하는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