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수술실 소개 

1. 제한, 반제한 구역

◉ 교차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실은 다른 곳보다 각 공간의 사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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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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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된다.

3) 교차구역

   (1) 복장 : 신발만 갈아 신고 평상복 차림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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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내부구조도 ◇ 



2. 수술실 구조 

                                    <수술실 입구>

     

<제한 구역>

3. 수술실 업무

   1) 근무시간 (상주)

     ◉ 08:00 - 출근

              - 각 수술실 및 내 외 복도 등 환경관리

              - 각 수술실 첫 수술 준비



     ◉ 08:30 - 각 방 09시 첫 수술 방포 및 소모품, 기구, 장비 등 준비

              - 정규 수술 개시 

              - 각 수술마다 재료 와 수술 간호 기록지 작성하여, 수술 끝나면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각방 청소 후 린넨 정리 한다.

    

     ◉ 12:00  - 점심식사 후 오후수술 시작

               - 수술 준비 및 방포, 소모품, 기구, 장비 등 준비

     ◉ 17:00  - 책임자 “수술재료 및 처방” 관리

     ◉ 17:30  - 당직 번에게 인수인계

2) 복장규범

  ◉ 수술실 근무 시 복장은 지정된 수술복으로 활동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복은 목면인 무명으로 된 옷을 입는다. (정전기 방지)

  ◉ 수술복에는 신분증을 부착해야 한다.

  ◉ 수술모와 마스크는 반제한 구역에서 제한 구역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착용

해야 하며 반제한 구역으로 나와서는 벗을 수 있다. 수술실 외부로 나갈 때

는 모자와 마스크는 벗고 나가야 한다.

  ◉ 수술모 착용 시 수술모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와서는 안 된다. 

     긴 머리는 망을 씌워 단정하게 한다.

  ◉ 마스크는 코와 목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며, 습기가 차서, 축축해지기 

전에 새로운 마스크로 교환하여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신발은 수술실 내부에서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외부로 나갈 때는 간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 손톱은 짧게 자른다.

  ◉ 목걸이는 메달이 없는 것으로 착용 할 수 있고 반지 등 다른 장신구는  절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수술실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복 위에 Lab Gown을 착용하고,

     수술실로 다시 들어올 때는 벗는다.





Room 현재사용 용도 비 고

수술실 1  PS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수술실 2  OS 고관절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

 C-arm 비치

수술실 3  OS 척추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

 C-arm 비치

수술실 5  OS 슬관절, 견관절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수술실 6  일반 외과 , 흉부 외과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수술실 7  일반 외과 , 흉부 외과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수술실 8
 국소 마취하에 시행되는 

 외래 환자 수술 전담

 마취기 있으며 

 전신마취 가능

수술실 9  응급 수술 전담 수술실  전신 마취방

멸균기구실
 각 수술에 필요한 소독 기구 및 

 린넨 소모품 보관실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곳으로 

 수술 현황을 관리

 마약 보관 금고가 있음.

 수술 상황 monitor 관리

기구세척실
 수술에 사용한 수술 기구 및 장비의

 세척과 소독전 포장 작업실

기구소독실  응급으로 사용할 수술 기구의 자체 소독실
 Autoclave 소독기 및 

 초음파 소독기 비치

린넨실
 수술시 필요한 린넨 및 E.O gas 물품포장

 각종 소모품을 만들고 정리 하는 작업실

3) 방문객 복장

   ◉ 수술 환자의 기회 감염 등을 최 한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실을 출입하는 

      모든 의료인과 외부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기타 방문객의 수술실장내 출입 시에는 수술실 실내화, 수술복으로 갈아입

고 수술모와 마스크 착용 후 방문 할 수 있다.

   ② 제한 구역 내 출입 시에는 수술실 실내화 위에 덧신을 착용 후 제한 구역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③ 수술 장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수술 장 내부로 들어 올 때는 반드시 

신발과 수술복을 갈아 입는다.

   ④ 수술 진행 설명을 위해 보호자를 수술실 안으로 호출 할 때는 수술실 

실내화, 수술 덧 가운과 수술 모, 마스크를 착용 후 수술실 내로 입장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