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수술실 감염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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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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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든 날카로운 기구는 정확히 사용되고 제거되어 버려져야 한다.

 5) 모든 검체물은 잠재적인 감염물질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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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 위해 침습적 시술을 수행할 때 환자가 직접 다루거나 의료기기 취급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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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8) 폐결핵이거나 예상되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파감염을 예방해야 한

다.

2. Barrier  Precaution

 ① 가운 

   수술실과 분만실에서의 복장은 제한구역과 준 제한 구역 내에서만 입어야 한다.

 ② 모자

    머리카락이 모두 가려지도록 쓴다.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오염의 요소가 될 수 

있다.

③ 마스크

  a.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b. 마스크를 목에 걸거나 턱밑으로 내리지 않도록 한다.

  c. 마스크가 젖었을 때에는 바꾸도록 한다.

  d. 버릴 때에는 얼굴에 닿은 쪽이 안으로 오게 접어서 감염성 폐기물 수거함에 



버린다.

 ④ 장갑

   장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시간이 길어질

수록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도의

와 1st assist는 2겹을 착용하도록 한다.

   장갑을 벗은 후에도 소독제를 이용한 손씻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신발

 a. 수술실내와 갱의실에서의 신발도 구분하여 사용한다.

 b. 신발은 전도성이 있어야 한다.

 c. 혈액의 유출이 많이 예상되는 수술에서는 환자혈액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수 될 수 있는 신발을 신도록 한다.

 d. 흡습성 면양말로 마취 가스나 전기를 발생 될 수 있는 폭발위험을 예방한다.

3.Gowning & Gloving

1) 수술 가운 입기

 (1) 다른 멸균 방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sterile gown을 잡는다.

 (2) Sterile gown 내부의 목둘레 부분을 잡은 후, gown의 소매로 들어가는 구멍 

(arm hole)을 찾는다.

 (3) 양손으로 각각의 arm hole을 잡은 후, 양손을 동시에 소매안으로 밀어넣는다.

 (4) 순환 간호사는 scrub nurse의 등 뒤로 가서, 가운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여민 

후, 끈을 매준다. 이때, 순환 간호사의 손이 sterile gown의 앞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하며, 소독 간호사의 손이 sterile gown 의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외과적 손 씻기 (surgical scrub)

 1) 일반적 지침

   (1) 의료인 중에서 손에 24시간 이내에 상처가 생긴 경우는 밀착 반창고로 

       밀폐드레싱을 실시한다.

   (2) 습진 등 병변이 있는 경우는 면장갑을 덧 착용하도록 한다.

   (3) 팔꿈치 아래에 염증성 병변(단순포진, group A streptococci,

       S. aureus등으로 인한 감염)이 있는 경우는 병변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수술



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 뼈를 절개하는 수술이나 정형 외과적 인공삽입물을 체하는 수술인 경우는

       멸균 장갑을 2겹 착용하도록 한다.

 2) 손씻는 방법

  (1)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는 손톱을 scrub brush 로 소독하도록 한다.

  (2) 수술 중에 장갑이 손상된 경우는 다시 손씻기를 시작하거나 alcoholic -

       chlorehexidine handscrub 등과 같은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로 닦은 후 

      새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3) 첫 수술시작 전에는 5분 동안 스크럽 한다.

  (4) 수술과 수술사이에는 2분간 스크럽 하지만, 오염된 수술을 하였거나 무균술

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다시 5분간 스크럽 하도록 한다.

  (5) 손톱을 짧게 깍고 반지나 팔지, 시계를 뺀다.

  (6) 외과적 손씻기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돗물을 열어 물의 온도를 맞춘다. 부분 싱크 는 무릎이나 발로 수돗

물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② 손과 전상박을 물에 적신다.

     ③ 발을 사용하여 조정하며 손바닥에 소독비누(베타스크럽 또는 히비클렌)를 

몇 방울 떨어뜨린다.

     ④ 물을 약간 더해서 거품을 낸다.

     ⑤ 손과 전상박 팔꿈치 위선까지 충분히 씻는다.

     ⑥ 비누 거품을 내고 흐르는 물에 헹군다.

     ⑦ 손과 팔을 철저히 닦는다. 손은 팔꿈치보다 더 높게 하며 손에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습기는 소독가운의 불결의 원인이 된다.

     ⑧ 소독된 솔에 소독비누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하

여 솔을 직각으로 잡고 손톱 사이를 세밀하게 문지른다. 각 손가락과 손가

락 사이를 차례로 마찰하면서 닦는다.

     ⑨ 다른 쪽도 ⑧ 과 같이 반복한다.

     ⑩ 모든 부위의 팔꿈치 위 3inch 까지 철저히 문지른다. 

        깨끗이 씻은 부위에 씻는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팔꿈치 이상으로 올리고 

        손을 들어야 한다. 적당한 곳에 솔을 버린다.

     ⑪ 새 솔로 ⑧,⑨,⑩를 반복한다.

     ⑫ 다시 손과 팔을 철저히 헹군다. ⑧,⑨ 까지 5분 소요된다.

     ⑬ 수술과 수술사이에는 솔 한 개로 2-3분간 문지른다.

     ⑭ 무릎을 이용하여 수도를 잠근다.



 (7)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서 몸 앞에 손을 모으고 손을 올린 상태로 수술실에 들

어간다. 이때 손이 다른 직원이나 문 등에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부위별 소요 시간과 손 닦는 순서

순서 부위 순서 부위

1 왼 손 - 1분 11 솔을 헹굼 12,13,14,15

2 왼 팔 - 1분  12 오른 손 - 1분

3 왼쪽 팔꿈치 주위 - 1/2분 13 오른 팔 - 1분 14,15

4 솔 을 헹굼   14 솔, 양 손, 양 팔을 헹굼

5 오른 손 - 1분 15 왼 손 - 1/2분

6 오른 팔 - 1분 16 솔을 헹굼

7 오른쪽 팔꿈치 주위 -1/2분 17 오른 손 - 1/2분

8 솔, 양손과 양팔을 헹굼 18 솔, 양 손, 양 팔을 헹굼

9 왼 손 - 1분 19 물을 잠그고, 솔을 버린 후

10 왼 팔 - 1분 20 수술실로 들어 감

 

 

 ◉ 한 쪽 팔을 모두 scrub한 후, 다른 쪽 팔을 scrub 하기도 하며, 

    양쪽 손, 양쪽 팔, 양쪽 팔꿈치의 순서로 scrub을 하기도 한다.

5. 장갑 끼기

Gloving 에는 폐쇄법(closed method)과 개방법(open method)의 2종류가 있으며, 

수술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폐쇄법을 이용한다.

1) 폐쇄식 장갑 착용법

   ① 손이 가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갑 목의 접혀진 부분을 잡아 

올린다.

   ② 오른손 바닥에 장갑을 올려놓는다.

   ③ 오른손은 장갑 아래쪽의 목을 잡고, 왼손은 장갑 위쪽에 목을 잡는다.

   ④ 장갑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을 장갑 안으로 밀어 넣는다.

   ⑥ 장갑 목을 오른손의 손목위로 잡아 올린다.

   ⑦ 오른손의 장갑 끼는 방법과 동일하게 왼손의 장갑도 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