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래 진료 후 입원과 수술이 결정되면 입원 또는 입원예약을 한다.

  (2) 수술을 진행할 과에서 수술 스케쥴을 전산으로 입력한다.

  (3) 수술 전일 마취과에서 수술 스케쥴을 고려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을

   확정한다.

  (1) 활력징후 측정

  (2) 감기증상 확인

  (3) 금식(저녁은 가볍게 : 자정부터 금식)

  (4) 수술전 검사 결과 확인

  (5) 과거병력

  (6) 투약중인 약

  (7) 수술 전 환자교육

  (8) 피부 면도, 샤워 허여되나 감기 조심

  (9) 틀니, 안경, 콘텍트렌즈, 반지, 목걸이, 머리핀 등의 장신구 화장, 매니큐어 제거, 긴

   머리(묶어서 정리)

  (10) 수술 당일 아침 7시경까지 속옷, 양말을 벗고 환의만 입는다.

<수술전 환자의 복용약제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약제 및 기호품 미치는 영향 대책

담배 수술 후 폐합병증 철저한 금연

알코올 마취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철저한 금주

스테로이드
부신기능의 저하시 수술 후 저혈압 

유발, 감염, 상처치유지연
수술전 투여량 조절

인슐린
수술 후 저항력의 약화로 상처의 

치유 지연

수술전후 혈당치를

측정하여 조절

강심제 서맥, 방실 블록 초래가능 중지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혈압 관찰 중지하지 않음

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출혈 소인) 수술 전 조절



검사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CBC,(Hb/Hct), PT/PTT

BT/CT

빈혈유무,지혈기능

수혈 필요성

·Hb10g/이dltkd 기준 수술 가능(수혈준비)

·지혈기능 이상(혈소판 준비)

·백혈구 증가(감염, 염증의미)

알부민, 나트룸, 칼륨, 생화학

혈청단백

영양상태

전해질-산염기균형

·수술 전 기준

·총단백 6.0/dl, 알부민 농도 3.0/dl

  전해질정상레벨

흉부X선, 폐기능 검사 호흡기능
·VC 80%이상, FEV 70%이상

·금연, 호흡운동

혈압, 흉부X선, ECG 등 순환기능

·심근경색은 6개우러 후 수술가능

·부정맥, 심부전, 심비대

·유무확인, 호흡, 소변양 확인

SGPT, SGOT, ALP, LDH,

T.B, D.B
간 기능

·수술 전 총 빌리루빈 5㎎/dl

·OT, PT 100 이하를 기준

소변검사, 소변양, 요비중.

BUN, Cr
신장기능

·BIN 30㎎/dl, Cr1.5㎎ 이하를 기준 I/O 

  확인

HBe 항원, 혈청매독, HIV 등 혈액위험 ·양성이면 의료팀 전원 숙지

 

  (1) 환자확인

   ① 환자이름,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확인용 팔찌

   ② 환자 이름 확인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개방형 질문

  (2) 수술부위확인

   환자에게 수술부위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수술 예정표, 수술부위 표식지와 대조한다.

  (3) 수술 동의서(서약서) 확인

   수술서약서에 환자이름, 서명, 보호자 이름, 서명, 관계를 확인한다.

  (4) 신체부착용 착용 여부 확인

   흔들리는 치아, 틀니, 손톱, 발톱, 매니큐어, 콘텍트렌즈, 보청기, 시계, 반지, 목걸이, 

   속옷 착용여부 등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화장은 육안으로 확인한다.

  (5) 알러지 여부

   반창고나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6) 전염성 질환 유무

   결핵, 간염 등의 혈행성감염 등의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 결과지 등으로 확인한다.



  (7) 검사결과지 확인

   혈액학적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8) 혈액준비

   혈액형(환자 및 수혈기록지), 혈액 준비 상태 및 항체선별 검사 확인

  (9) 금식여부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기록된 금식시간을 확인한다.

  (10) 관장여부

    관장이 필요한 복부 장기 수술환자의 경우에는 관장여부 확인

  (11) 수술부위 피부 준비

   수술부위 피부 준비가 수술명에 따라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12) 수술전 투약(Pre-med)

   수술 전 투약시행 여부를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 기록된 내용 확인

  (13) 확인이 끝난 후

   병동간호사 서명을 확인하고 수술실 확인 간호사 서명을 한다.





  (1) 가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2) 폐에 있는 공기를 모두 뱉어 내는 기분으로 배의 근육을 수축하여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3) 5회 심호흡하고 복근을 이용하여 3회씩 짧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다.

  (4) 칫솔질로 입안을 청결히 하고 소독약으로 입안을 2회 헹군다.

  (5)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술 전날 밤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6) 수술장 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아 방광을 비운다.

  (1) 보호자들은 환자 구역에서 대기한다.

  (1) 수술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즉 환자 바뀜, 수술부위 바뀜을 방지

   하기 위한 환자 확인을 통한 안전조치 사항

  (2) 수술실에서 마취간호사와 함께 수술 전 준비사항 등 환자 및 상태를 확인

  (3) 수술 전 반드시 time out하고 환자확인, 팔찌, 인적사항, 수술위치 등을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을 확인 후 관련자들이 서명하게 된다.

수술부위 표식여부 □유  □무   □미해당 Nr Sign

Time out여부 □유         □무 Dr Sign

  (1) 수술이 끝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회복실, 병실, 집중치료실로 이동된다.

  (2) 이동의 상태는 대기상태를 알리는 PC모니터에 상태를 알린다.

  (3) 회복실, 병실 집중치료실로 상태를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