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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목적 및 목표

1. 실습 전 수술실에 한 정보를 알고 실습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

2. 수술실 및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을 알 수 있다.

3. 수술환자의 안전보장을 알고 안전보장에 관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4.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기구, 기자재를 알 수 있다

5. 수술실에서의 감염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조직 검사물 관리를 알고 수행할 수 있다.

7. 수술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구를 알 수 있다.

    관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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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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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 수술환자 안전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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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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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중재들이 포함된다. 

2. 수술 환자 안전보장 지침

   1) 수술 중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구와 거즈 등의 계수는 불일치가 있으면 안되

며 정확하게 확인되고 일치되어야 한다.

   2) 수술실에 사용되는 장비의 기능 부전, 작동 불량, 부족, 취급 부주의로 인한 

오류로 환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점검하여야 한다.

   3) 수술 전,중, 후에 투여되는 투약은 투약 원칙을 준수하여 오류를 방지한다.

   4) 수술 전 피부준비, 검사결과 학인 환자의 알러지 확인 등과 관련된 확인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다.

   5) 물품, 장비의 부족으로 수술 지연, 물품의 낭비 등이 없어야 한다.

   6) 장비, 테이프 제거 등으로 인한 열상, 찰과상, 장비로 인한 화상 등의 

      피부손상을 방지 한다.

   7) 멸균물품의 포장 훼손, 비 멸균, 유효기간의 경과가 없는지 관리하여 최적의

      멸균상태를 유지한다.

   8) 장비나 물품이 준비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9) 화상이나 피부손상 외의 상해, 치아의 손상 등 위해요인을 점검하여 환자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10) 기록의 오류를 방지한다.

  11) 고 위험 동의서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12) 출혈, 감염 등으로 인한 재수술을 사전에 방지한다.

  13) 수술 준비과정 등에서 환자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14) 처방 불이행이 없도록 잘 확인한다.



  15) 환자의 성명, 수술부위, 진료과, 수술의사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직원의 

오류로 인한 치명적인 환자의 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16) 기타 개인소지품 분실, 자상, 마약관리, 의무기록의 분실 등의 사건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수술실 내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1) 이송 시 잠재적 위험예방

 ① 환자이송 및 이송 동안에는 반드시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이송 동안 환자에게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시 환자의 낙상에 유의한

다.       

 ③ 바퀴의고정과 side rail을 올리고 필요시 안전 끈을 사용한다.

 ④ 환자의 머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수액을 걸어두는 것, 환자의 머리, 팔, 다

리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⑤ 수액주입, 유치 도뇨관, 튜브, 배액 시스템 및 모니터 장비의 상태와 기능을 

유지한다.

2) 체온 조절 안전수칙

 ① 수술 전 환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환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을 

    실시하고 수술동안 가능한 정상체온에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② 체온의 조절과 관련된 피부 통합성의 유지를 위하여 얼음 팩, 온도 조절 담요,

    열 전등과 같은 장치를 사용 시에는 사용 전, 중, 후에 피부 통합성을 확인해  

야 한다.

 ③ 수술에 사용되는 세정액이나 수액은 수술요구에 적절한 온도로 따뜻하게 하거

나 차갑게 해야 한다.

3) 화학약품 취급지침

 ①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고 약품의 사용에 따른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다.

 ②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직원은 화학약품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는 원료 안전 자료

지나 용기 라벨에 제공되는 모든 지시를 읽고 따라야 한다.

 ③ 화학약품은 원칙적으로 혼합시키지 않아야 하며 혼합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④ 화학 요법제는 준비와 투여 동안 정확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⑤ 세포 파괴제에 노출된 사람은 과다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평가를 

    받아야 한다.

4) 환경적 위험요인의 관리지침

 ① 바닥은 청결하고, 건조하며, 막힘이 없고, 좋은 보수 상태여야 한다.

 ② 수술실 환기는 질병 관리 센터와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충족해

야 한다.

 ③ 직원들은 가스통의 사용, 취급, 저장, 처리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④ 조명은 수술부위를 비추는것, 환자를 모니터 하는 것,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밝아야 한다.

⑤ 전원이 작동 안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공급과 회로가 분리된 전원이 사용 될 수 

있어야 한다.

5) Electrosurgery 취급 지침

 

 ① 기울어지지 않는 카트나 선반위에 확실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최초 사용 전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관리 지침서에 따라 의공서비스 관

계자에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는다

 ③ 안전/경고 알람은 매번 확인되어야 한다.

 ④ 장비 작동 전 사용자는 Power setting을 확인해야 한다.



IV 수술 전 환자 간호 

1. 수술 전 처지 및 간호 상태 확인

 1) 환자확인

 2) 수술 부위 확인

    환자에게 수술부위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수술예정표, 수술부위 표식지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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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지, 목걸이, 속옷 착용여부 등 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

    화장은 육안으로 확인

 5) 반창고나 약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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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

선별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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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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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조직 검사물 관리법 

1) 검사물(specimen)이란 질환의 원인균 및 병의 진단을 위해 수술 중에 환자의

   인체에서 적출된 조직과 이물질을 말한다.

2) 검사물 채취 여부는 집도의가 결정하게 되며, 담석, 신 결석 등의 검사물은 특

별히 보호자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집도의와 상의한다.

3) 검사물 관리의 책임은 소독 간호사, 순환 간호사 모두에게 있으며 검사물 처리 

후에는 오염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4) 검사물 용기에 환자이름, 나이, 성별, 날짜 등이 적힌 바코드를 출력하여 떨어

지지 않게 붙인다.

5) 수술 후 바로 검사물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오후 5시 이후에 검사물이 나

왔을 경우에는 조직 장부에 기록하고 바코드를 부착한 후 조직이 충분히 잠기

도록 포르말린을 부어 당직번이 임상병리과에 보낸다.

6) 수술실에서 나오는 검체의 운반은 뚜껑이 있고 방수 처리된 튼튼한 용기에 담아 

져서 운반되어야 한다.

7) 용기의 표면은 혈액이나 기타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8) 주직을 담은 용기는 밀봉된 플라스틱에 한 개씩 담고 “오염주의”라는 라벨을 

   붙이도록 한다.

9) 빠른 시간 내에 검사실로 보내도록 한다.



봉   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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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수술시 사용되는 기구

1. 봉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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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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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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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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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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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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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혈 소모품

 1. Gel form

 absorbable gelatin으로 수술 및 외상시 사용하는 흡수성 지혈제.

   

 2. Aviten

 micro fibrillar collagen.(소의 진피 교원질에서 정제 추출)

 plate lets를 모으고 응집 촉진으로 지혈작용

 3. surgicel

 Oxidized cellolose 

 혈액응고 형성을 촉진하는 젤라틴 양상으로 변하여 지혈작용 발휘

       

 4. Interceed

 asorbable dollagen

 지혈, adhesion방지 도움.



Bone fixation 기구

1. Pin

   

 

 ① k-wire

 ② steinman pin           

 ③ Rush pin 

 ④ Knowel's Pin

2. Screw

 ① 기능 : torsion(염전)을 compression(압력)으로 전환시키는 기능

 ② 종류 : cortical screw - 골편 고정.

          cancellous screw - 골간 단부에 사용.

          self tapping screw - 

          Non - self tapping screw

 3. Plate

 기능 : 골절부를 보호해 어떤 힘이 골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파하도록 하는 것.



Bone Fixation 기구



- 관절 성형술

- 관절경 검사

- 관절 절개술

- 관절낭 절개술

- 도수정복

- 근봉합술

- 신경봉합술

- 동맥 봉합술

- 정맥 봉합술

- 개방성 정복 내 고정술

- 골절개술

- 활맥절개술

- 건봉합술

- 건 절개술

- 전치 퇴 관절 치환술

- 슬관절 전 치환술 및 성형술

- 전치 무릎관절 치환술

- 고관절 반치환술

- 수근관 터널 증후군

- 방아쇠 무지

- 합지증

- 다지증

- 주상골 골절

- 팔꿈치 교정술

- 전방 십자인  재건술

 arthroplasty

 arthroscopy

 arthrotomy

 capsulotomy

 closed reduction

 myorraphy

 neurorrhaphy

 Arteriorrhaphy

 Venorrhaphy

 Open reduction & internal fixation

 Intramedullary nail,Plate&screw

 compression Hip screw

 osteotomy

 synovectomy

 tenorrhaphy

 teontomy

 total hip replacement arthroplasty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total knee joint replacement

 Hemi hip replacement

 Carpal tunnel syndrome

 Trigger thumb

 Syndactyl

 Polydactyl

 Scaphoid fracture

 Corrective osteotomy

 ACL reconstruction

 
VII. 수술의 종류

 1. 정형외과 수술



- 후방십자인  재건술

- 슬개골 골절

- 팔꿈치 치환수술

- 족부관절 수술 

- 족부지 외반증

- 아킬레스건 확장술

- 이종이식

- 절구성형술, 비구성형술

- 전진피판

- 관절고정술

- 척추성형술

- 주관 증후군

- 족근관절 만성 불안정성

- 관절경 검사

- 어깨 회전근계 파열

 PCL reconstruction

 Patella fracture

 Total elbow replacement

 Foot joint surgery

 Hallux valgus

 Lengthening of tendon Achilles

 xenograft

 acetabuloplasty

 Advencement flap

 Arthrodesis

 Vertebroplasty

 Cubital tunnel syndrome

 Modified brostrom op

 Hip,knee,ankle,wrist,elbow,shoulder

 arthroscopy

 A/S R.C repair



- 충수절제술

- 부분위절제술

- 위십이지장 문합술

- 위공장 문합술

- 전 위 절제술

- 담낭 절제술

- 결장루 형성술

- 치질 절제술

- 회장루 성형술

- 유방 부분절제술

- 유방절제술

- 용종절제술

- 갑상샘 절제술

- 미주신경 절제술

- 정맥 박피술

- 결장절제술

- 결장루 형성술

- 식도십이지장 문합술

- 누공절제술

- 이자절제술, 췌장절제술

- 정맥류 경화 요법

- 정관 절제술

- 범 복막염

 

 Appendectomy

 subtotal gastrectomy

 Billroth I

 Billroth II

 Total Gastrectomy

 cholecystectomy

 colostomy

 hemorrhoidectomy

 ileostomy

 partial mastectomy

 MRM(Modified Radical Mastectomy)

 Polypectomy

 Thyroidectomy

 Vagotomy

 Vein stripping

 colectomy

 colostomy

 esophagoduodenostomy

 fistulectomy

 pancreatectomy

 sclelotheraphy

 vasectomy

 Explo - lapa

 

2. 외과 수술



- 하악골 교정술

- 협골 고정술

- 상악골 고정술

- 비골 골절 정복술

- 눈물샘 성형술

- 재 접합술 

- 피부 이식

- 유리 피판술 

- 조직 확장술

- 안검 성형술

- 지방 이식술

- 쌍꺼풀 성형술

- 코 성형술

- 지방 흡입술

- 무지성형술

- 가슴 성형술

- 남성형 유방

- 설 단소증

- 발가락 이식술

- 흉터 제거술

- 액취증

 Mandible fx - OR/IF

 Zygoma fx - OR/IF

 Maxilla fx - OR/IF

 Nasal bone redution

 Carnaricular plasty

 Replantation

 Skin graft

 Free flap

 Tissue expander insertion

 Blepharoplasty

 Fat graft

 Double fold

 Rhinoplasty

 Liposuction

 Pollicization

 Mammoplasty

 Corrective gynecomastia

 Toung tie

 Plup transplantation

 Toe - toe transfer

 Scar revision

 Osmidrosis

- 기관절개술

- 심낭루 조성술 

- 다발성 늑골 골절

- 누두흉

- 흉막 박리술

- 폐엽 절제술

- 비디오를 통한 흉강경 수술

- 다한증

 Tracheostomy

 Pericardiostomy

 Multiple rib FX

  

 Pectus excavatum

 Decortication

  Lobectomy

 

 VATS

 Sympathicotomy

3. 성형외과 수술

4.흄부외과 수술



 

- 두개골 절제술

- 개두술

- 두개골 성형술

- 척추궁 절제술

- 신경절개술

- 신경근 절개술

- 뇌동맥류 결찰술

- 혈관내 치료

- 뇌실외 배액술

- 천공 배액술

- 후측방척추유합술

- 전방척추체간유합술

- 척수절개술

 decompressive craniectomy

 craniotomy

 cranioplasty

 laminectomy

 ueurotomy

 rizotomy

 clipping of a ruptured 

 cerebral aneurysm

 vascular intervention : coiling

 Extraventricular drainage

 Burrole Drainage

 Postero lateral inter body fusion

 Anterior interbody fusion

 myelotomy

5. 신경외과 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