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 수술의 개념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나 점막, 기타조직을 절개하기 위한 어떤 조작을 가하는 일

◇. 수술실 구조와 그 기능

   1) 준비실 : 적절한 동선 및 작업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작업 책상과 의자의 

높이가 작업에 편리해야 하며 모든 수술소모품 및 수술의 준비가 이루어지

는 곳이다.

   2) 탈의실 : 수술실 입구에 위치해야 하며 잠글 수 있는 캐비넷, 샤워실, 화장

실이 있어야 한다.

3) 회복실 : 수술실내에 있어야 하며 수술 후 마취 중에 있는 무의식 환자나 의

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고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 올 때까지 회복실에서 마취간호사의 보호를 받아야 한

다. 

   4) 수술방 : 총 현재 수술 가능한 방이 8개이다.

1.수술실 수간호사의 업무

1). 업무 개요

   수술실에 들어오는 수술 환자에게 수행되는 수술과 간호업무 및 직원관리 업무

를 담당하여 수술환자 상황을 해결 조절한다.

2). 기능과 업무

(1) 환자 간호 업무

   ① 수술 상황에 따라 수술을 위한 제반 계획과 적절한 지시와 지도로 응급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해준다.

 ②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분담과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 효과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④ 순회를 통하여 수술상황을 관찰하고 제반 간호사항을 파악하여 필요시 

즉시 처 한다.



   ⑤ 응급 수술 시 간호요원을 참여시키고 지도한다.

   ⑥ 응급 수술을 위하여 항상 소독포, 기계, 기구, 물품 등을 확인 검토한다.

   ⑦ 수술환자 이송 시의 안내방침에 해 지도하고 감독한다.

   ⑧ 원내 화재 발생 시에 총무과의 지시 감독 하에 동일업무를 수행한다.

   ⑨ 비상사고, 형사고 한 안전 책과 인력물품의 예비 책을 세우며 

지시, 감독을 한다.

   ⑩ 수술 기 환자의 모든 관리를 맡는다.

   ⑪ 수술실의 감염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⑫ 수술 계획서를 확인 준비한다.

   ⑬ 수술 재료 처방전을 작성 확인한다.

   ⑭ 일반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육업무

   ① 수술실 간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새로운 수술방법과 절차 등을 수술실 간호사에게 교육시킨다.

   ③ 수술실의 전문적인 기계사용 방법과 절차 등을 교육시킨다.

   ④ 간호직원, 의료진 및 타부서와 긴밀한 유 관계를 가지며 원만한 인관계가 

형성 되도록 노력한다. (상호존중, 책임완수, 고운 말 쓰기, 목적의식)

   ⑤ 간호사의 근무 평가 및 조퇴사항을 점검하고 업무능력을 관찰 평가한다.

   ⑥ 적출물은 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조직검사 의뢰 시 해부병리과로 보내고, 

태반 및 인체 조직물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적출물 수거인이 오면 서명을 

받고 총무부 에 결재를 받는다.

   ⑦ 간호사 근무 계획표, 휴가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간호부에 제출한다.

   ⑧ 수술실에 필요한 manual을 작성한다.

 (3) 비품 및 물품관리 업무

   ① 수술에 필요한 기구, 약품 및 물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고 목록을 작성하며 

정기 적으로 재고조사를 하여 청구, 수리, 교환, 보충하고 관리한다.

   ② 충분한 양을 항상 좋은 상태로 확보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비치하여 둔다.

   ③ 기계 및 기구와 물품의 낭비나 오용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도 교육한다.

 (4) 수술실 관리

   ①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② 청소는 매주 1회 실시하며 매일 소독수로 바닥을 청소하고, instrument 

청결, 기구의 마모정돈을 관리한다.



  ③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5) 기타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리와 규정에 따른다.

2. 수술실 소독 간호사의 업무

   1) 소독 간호사의 업무

       소독간호사(Scrub Nr.)는 수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간호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멸균된 수술가운을 입고, 멸균영역(Sterile area)에서 활동한다.

 (1) 수술 과정을 명확히 알고있어야 하며, 자기가 맡은 수술에 해, 

     예정표를 보고 필요한 기구와 물품을 준비하고 멸균한다.

 (2) 수술에 필요한 기계 및 물품이 순환 간호사에 의해 공급이 되도록 

지시한다.

 (3) Draping에 사용되는 Linen을 준비한다.

 (4) Mayo Stand를 준비한다.

 (5) 수술에 사용되는 기계와 물품, Electrosurgical Unit의 Tip(Bovie),

     Suction을 준비한다.

 (6) 봉합사 및 봉합 바늘은 준비한다.

 (7) Sterile field에 있게 될 의사의 Gowning과 Gloving을 돕는다.

 (8) 직접 Draping을 하거나, 수술팀과 함께 Draping을 돕는다.

 (9) 수술 전체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무균술을 지킨다.

(10) 검사물(Specimen)을 잘 보관하였다가 순환 간호사에게 건네주며,

     처리 절차를 지시 한다.

(11) 환자가 회복실로 갈 때까지 수술실에 환자와 함께 머무른다.

(12) 순환 간호사에게 수술실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지시한다.

(13) Sponge, Needle, Instrument의 Count를 한다.

(14) 수술이 끝난 후, 기구와 물품을 절차에 따라 지시한다.

3. 수술실 순환 간호사의 업무

 (1)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의 청결을 유지한다.

 (2) 무영등 및 보조등을 시험해 보며 초점을 맞춘다.

 (3) suction, Bovie, unit 발판 등이 제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기능을 점검 한다.



 (4) 필요한 경우, Flash autoclave을 작동한다

 (5) 소독 간호사가 준 Suction 줄과 Bovie cord를 Bovie unit에 연결 한다.

 (6) 수술 중 필요한 Gauze, Saline,  그 밖의 멸균 물품을 공급한다.

 (7) 투약을 준비하고, 수술체위 유지를 도와준다. 따라서 수술에 필요한 

수술체위와 침  및 부속물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8)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환자를 수술 침 로 운반한다.

 (9) 소독 간호사의 sponge, needle, surgical instrument count에 협조 한다.

(10) 지혈 의 작동과 중지 시간, sponge, needle, instrument count 결과 사용된 

drain의 종류와 수, 이름 등을 정확히 기록한다.

(11) 소독 간호사를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한다.

(12) 수술 중 누락된 기구 및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급한다.

(13) 검사물에는 label을 정확히 붙여 검사실로 보낸다

(14) 수술 과정 전체에 있어서 무균술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찰한다.

(15) blood loss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sponge의 무게를 측정한다.

(16) 수술이 지연되어 다음 수술 시간에 차질이 있게 될 경우, 수간호사 등의 

상사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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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취과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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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불안 해소와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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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로

   옮겨 적당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5) 환자의 활력증상과 일반상태를 관찰 기록한다.

6) 수술 도중 환자의 상태와 수술과정, 마취과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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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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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의사항을 지킨다.

5. 회복실 간호사의 업무

 1) 출근 즉시 당직 간호사로부터 당직시의 근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 파악을 

    한다.

 2) 마취 계획서에 기록된 응급수술 및 변경 사항 유무를 확인하며 조절한다.

 3) 회복실의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수술 전 병실에서 수집한 정보를 모아 마취과정 중의 주의사항을 담당 간호사

에게 알려준다.

 5) 마취회복에 필요한 기구, 각종 의료기자재, 의약품 등을 관리한다.

 6) 환자가 수술실 입실부터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될 때까지 필요한 간호와 의료

보조를 하며 마취 시 환자의 마취를 돕는다.

 7) 주 2회 마취과 물품을 청구 및 조정한다.

 8) 수술 시 환자 간호 및 준비

   ① 수술 시 환자상태 여부에 따라 필요한 연락관계를 관장한다.

   ② 수술 전 준비 및 처치를 확인 점검한다.

   ③ 마취과정 중의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결정된 마취의 종류에 따라 약이 준비되

도록 돕는다.

   ④ 수시로 각 room을 순회하면서 마취과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파악, 지시 감독

한다.

 9) 교육 및 훈련

   ① 종류별 마취기에 한 사용법과 소독법, 주의사항을 먼저 익히도록 하고

      바르게 시행하도록 지도 교육한다.

   ② 마취 업무에 필요한 manual을 작성한다.



   ③ 마취 의약품에 한 용량 및 사용방법에 해 교육한다.

 10) 의료진과의 협조 및 문제 해결에 한 제반 업무를 마취과장에게 보고한다.

◇ 수술실 간호업무 ◇ 

Day duty 업무지침 (AM 8:30 ~ PM 5:30)

1) 전 duty에 있었던 일 중 복잡했거나 중요한 사항 등을 수간호사와 member들에게 

인계하고 그 날 새로이 시작할 일 등을 Discussion하고 Assignment를 받는다.

2) Assignment를 받은 후 각자 맡은 room에 들어가서 ventilation시키고 밤 동안 

앉은 먼지와 미생물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소독수 걸레로 모든 기구와 용기의 겉

을 닦아낸다.

3) 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기계를 준비하고 멸균한다.

4) 수술방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필요한 기구나 소모품을 Scrub Nr.에게 공

급한다.

5) 모든 수술자들이 멸균 gown 입는 것을 도와준다.

6) 무영등의 focus를 맞추고 발판, 바스켓 등을 적당한 위치에 놓아준다.

7) Surgeon의 수술진행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물품 등을 즉시에 공급한다.

8) 수술과 수술사이는 가능한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수술사이의 시간을 최소한으

로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9) 수술 후의 청결 유지

  (1) 사용한 모든 빨래와 기계 등은 모두 room 밖으로 내간다.

  (2) 수술 시에 사용한 기구와 사용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용했던 

기구는 싱크 에서 처음에 단백질 제거제로 기구 사이사이를 솔과 수세미로 

완전히 씻어서 초음파소독기에 한번 돌린 후 헹구어 건조시킨다.

  (3) 수술 와 무영등, 기구나 벽 등에 이물(피, 고름)이 묻어 있으면 99%

      Alcohol을 묻힌 걸레로 닦는다.

  (4) 흡인기(suction)병, tube, 오염물을 담았던 양동이 등을 솔과 비누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맑은 물로 헹구어 낸다.

  (5) 특히 수술환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의 봉합사 조각이나 유리 조

각, 기타 gauze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99% Alcohol을 탄 물에 걸레를 빨아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은 후 말린다.

  (6) 항상 청소가 시작되면서 환풍기를 틀도록 한다.



10) 청소

(1) Daily : 1~9 room 벽 청소와 수술침 , 기계상, 마취기를 95% Alcohol로 닦

고 정리정돈, 준비실, 회복실, 복도 정리정돈 및 cleansing

(2) 토요일 : 슬리퍼 및 발판 씻기, 탈의실(남자, 여자)청소,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청소, 냉장고 청소,기계상의 바퀴나 cart, 이동 pole 에 낀 실 제

거, slip장 정리, 각종 기구나 set 초음파 소독으로 녹 제거하고 닦고 기름

치기.

    

Evening duty 업무지침 (MD 1pm ~ 9pm)

1) Day duty에 있었던 중요한 업무내용을 수간호사에게 인계 받는다.

2) 진행 중인 수술과 예정된 수술을 check하고 수술 준비한다.

3) PM 1:00 이후에 수술이 있으면 참여하고 모든 member가 퇴근하고 없을 시에는

   각 room 정리를 하고 수술 소모품을 check하고 필요시 신청해둔다.

   ․ package & gown & 다리포 count

   ․ forcep jar & 물품 can 소독내기

4) 다음 날 수술에 필요한 기구도 check하고 필요 시 신청해 둔다.

5)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경우엔 다음날 수간호사에게 보고한다.

Call duty 업무지침 (PM 9:00 ~ 익일 AM 8:30)

1) Day duty에 있었던 중요한 업무내용들을 수간호사에게 인계 받는다.

2) 응급수술을 위해 준비한다.

3) 소독이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를 check하고 다음날 수술에 필요한 기구, 기계 등 

물품을 준비, 소독한다.

   (1) Package check

   (2) 모자라는 물품 만들기 : NS KG, GS, KG, S-T, E-B, indicator   

   (3) forcep jar 소독내기(daily), 물품 can 소독내기

   



◇ 수 술 간 호 기 록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