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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attempt to develop management

protocol for surgical safety.

Methods:

This methodolog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rough survey about the recognition of perioperative nurses on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drawing categories of safety management from ligerature review, verification
of preliminary protocol by clinical experts.

Results:

First, the recognition level on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of perioperative nurses has shown to be an average of

±

4.54( 0.22). Perioperative Nurses recognized to be important about safety management.
Second, 12 safety management categories have been deduced in relation to researches
conducted by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s safety management protocol has
applied 11 of the categories in exclusion to anesthesia. Third, Preliminary safety management protocol for surgical patients according to before, during and after surgeries have
been developed in reference to 11 safety management categories into 172 items. Fourth,
Preliminary safety management protocol for surgical patients each have been verified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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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ility,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by clinical experts. The average CVI value of
preliminary safety management protocol for surgical patients have shown to be .99 in
suitability, .95 in availability and .99 in effectiveness. One item below .80 in CVI value
of suitability and availability have been excluded, 6 of the 14 items below .80 in CVI
value of availability have been also excluded. Furthermore, overlapped 3 items have
been integrated. The final safety management protocol for surgical patients was
developed with 162 items.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protocol developed in

this research will propose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before, during
and after surgery as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nursing. Moreover, This research will
prevent patient accidents, develop the role of safety management of perioperative nurs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rioperative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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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Beyea, 2002). 하지만 국내 수술실 내에서 발
생하는 오류 예방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1. 연구의 필요성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류 발생을 감소시키
수술환자의 안전은 수술환자에게 무엇보다

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술환자 안전관

중요한 가치이며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환자의

리에 대한 국내의 표준을 마련하고 수술실 간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인력으로서 수술환자 안

호사들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교

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육이나 훈련을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최신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술 간호는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술환자 안전과

변화하고 있으며, 수술의 종류, 방법, 내용, 기

관련된 연구들은 수술실 간호사의 핵심 직무

구, 등의 다양화로 수술 간호 업무는 더욱 복

중 수술환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잡해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설명하고 있으나 수술 전, 중, 후에 따라 수술

에서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환자에게 안전하고

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분석하여 수술실 간호

개별화된 수술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항상

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연구는

새로운 역할도전과 실무능력이 필요하다(Bull,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2006; McGarvey, Chambers, & Boore, 2000).

적으로서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Institution Of Medicine(IOM)(2000)는 ‘To

를 위한 업무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과 같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은 임상실무지침이 필요하다.

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

이에 본 연구자는 수술 전, 중, 후에 따른

르면 약물 사고, 수술 과오, 그리고 수술 합병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분석하여 수술 환

증과 같은 의료 사고의 결과로써 매년 44,000

자 안전 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수술

에서 9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의

실 간호사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업무 분담을

료 산업과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환자 안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수술 환자 안전 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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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를 개선할 뿐만 아니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라 수술실 간호사들의 수술간호 업무를 위한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수술환

위한 체계적인 제반활동이다(Jeong, 2006).

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수술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병원

자 안전관리에 있어 수술실 간호사 업무의 중

에서 환자의 수술시 수술 전, 중, 후에 따라

요성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수술

환자의 부상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간호 업무를 확대시키며 수술간호의 질을 향

행하는 안전 관련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3) 프로토콜

․이론적 정의 : 비효율적인 간호 업무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된 임상 실무 지침을 말

2. 연구 목적

한다(Courtney,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수술실 간호사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수술환자가 수
술실에 도착하여 수술 전, 중, 후에 따른 일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근거를 제공

련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술실 간

하여 수술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호사의 역할 및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행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11개 범주의

다음과 같다.

162개 항목을 개발한 것이다.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확인한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

Ⅱ. 연구방법

범주를 도출한다.

․수술 전, 중, 후에 따른 수술환자 안전관리

1. 연구 설계

프로토콜을 확정한다.
본 연구는 수술실 안전관리 활동 범주를 분
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술 전, 중, 후에 따라

3. 용어 정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임상
1) 수술

․이론적 정의 : 절개나 조작에 의한 신체 상

전문가들의 내용 적절성을 평가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해나 장애의 치료와 관련된 의술의 일부분
을 말한다(Pearsall, 1999).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병원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 G 광역시 소

에서 진단명에 상관없이 전신마취 하에 이

재의 C 대학병원과 H시 소재의 C 대학병원의

루어지는 모든 정규 수술을 말한다.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97명을
2) 안전관리

․이론적 정의 :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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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7명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

11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맞추어 작

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가

성하였다.

타당도 조사 단계에서는 97명 중에서 석사학위

․4단계 :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과정 수료 이상의 간호사, 각 과의 책임간호사,

내용 타당도 검증

수술실 관리자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예비 수
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타당
도 검증은 설문지를 이용해 13명의 전문가에

3.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5단계로 그 구체적인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라남도 G 광
역시 소재와 H시 소재의 C 대학병원 수술
실 간호사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단계 : 문헌고찰을 통한 수술환자 안전관
리 활동의 범주화

게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5단계 : 최종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확정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임상 전
문가 집단 13인에게 의뢰된 예비 수술환자 안
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타당도 검증 내용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예비 수술환자 안전
관리 프로토콜의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

4. 연구 도구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 도구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국내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확

수술실 안전사고 사례 분석 내용과 국내외 연

인에 사용된 설문지는 Perioperative Nursing

구에서 제시한 수술환자 안전관리 내용에 대

Data Set(PNDS)(Kim & Cho, 2003) 내용 56

한 분석을 통해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 범주

문항, 미국의 Medstar 병원에서 수술환자 안전

를 분류하였다.

관리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의 내용 11

․3단계 :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문항, Veterans Affairs(VA)(2007)의 Patient Safety

개발

Assessment Tool(PSAT)의 8문항을 본 연구자

2008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술환

가 수정 보완한 7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

자 안전관리 활동을 11개의 범주에 따라 분류

다. 설문지는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하여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작

각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음

성하였다.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을 의미한다.

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기관들

․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내용 타

이 제시한 프로토콜을 참고로 하였으며, 수술

당도 검증

환자 안전과 관련된 단행본을 근거확보에 이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내용

용하였다. 수술실 간호사인 본 연구자는 수술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적절성,

전, 중, 후 각 단계에 따라 수술환자 안전관리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의 3가지 측면에서 확인

업무를 확인한 뒤,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타당하다=4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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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3점>, <타당하지 않다=2점>, <매우

25명(25.8%), 4년제 간호대학 졸업은 72명

타당하지 않다=1점>인 4점 척도를 이용하였

(74.2%)을 차지하였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다. 2점 이항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76명(78.4%), 책임 간호사 17명(17.5%), 관리

혹은 삭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

자 4명(4.1%)을 차지하였다. 근무 형태는 낮

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적절

근무자가 53명(54.6%), 교대 근무자가 44명

성,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의 내용 타당도 지수

(45.4%)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이전에

(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여 Lynn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험

(1986)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80 % 이상의

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있다’가 89명(91.8%)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은 그대로 채택하고,

이었고 ‘받은 적이 없다’가 8명(8.2%)이었다.

․

80% 미만의 합의율을 보인 항목은 수정 보
완 하였다.

2) 수술환자 안전관리의 중요도 인식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4.54(± 0.22)로

5. 자료 분석 방법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총 75개 중요도 항목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술환자 안전관리 중

중 평균이 4.0이상인 항목은 73개(97.3%)로
나타났다<Table 1>.

요도 분석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중요

2. 문헌고찰을 통한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의

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안전

범주화

관리 중요도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을 나타냈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다.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내용 타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한 수술환자 안전관리

당도 검증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활동을 범주화 하였다<Table 2>. 이 범주화는

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술환자 안전, 감염, 낙상, 마취, 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 산출

료용 가스, 이물질 잔류, 장비, 정확한 수술,

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투약, 화재, 화상 및 환경의 12개 영역으로 일
차 분류 되었으나 연구 대상 병원의 수술실
업무가 마취과 간호사 업무와 분리되어 있어

Ⅲ. 연구결과

‘마취’와 관련된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마

1.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 분석

취’를 제외한 최종 11개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범주를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적용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97명의 평균 나이는 31(±6.6)

3.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개발

세, 수술실 근무 경력 평균 7년 3개월(±6년 3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개월)이었다. 학교는 3년제 간호대학 졸업이

도출된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 범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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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ortance cognition about OR Nurses’ surgical patient safety management
Item Safety Management Task of Surgical Patient

(N=75)
M±SD

1 Performs required counts

4.97±0.17

2 Implements aseptic technique

4.91±0.38

3 Confirms identify before the operative or invasive procedure

4.91±0.33

4 Radiology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OR if final count is incorrect

4.90±0.40

5 Checks the indicator to verify sterile state of instruments, draps, gowns before operation

4.89±0.52

6 Perform double counting

4.89±0.43

7 Beds and stretchers are locked before patient transfer

4.85±0.55

8 Use supplies and equipment within safe parameters

4.82±0.46

9 All equipment and products are checked before the patient arrives in the OR

4.80±0.49

10 Checks charging state of battery operated equipments(Defibrillator, Saw, Tourniquet) before use 4.78±0.51
11 Uses sign indicating infectious patient on the schedule board

4.76±0.59

12 Checks expiration date before using saline and sterile water in the room

4.75±0.61

13 Protects from cross-contamination

4.75±0.60

14 Close operating room door when procedure is in progress

4.74±0.63

15 Records devices implanted during the operative or invasive procedure

4.73±0.64

16 Removes medical gas in the equipment line when operation is finished

4.71±0.65

17 Applies safety devices

4.71±0.59

18 Assesses susceptibility for infection

4.71±0.56

19 Applies safety devices

4.70±0.63

20 Incident and close-call events are used for education and prevention

4.69±0.55

21 Implements protective measures to prevent skin/tissue injury due to mechanical sources

4.69±0.62

22 Implements protective measures to prevent injury due to electrical sources

4.68±0.59

23 Dresses wound at completion of procedure

4.65±0.74

24 Implements protective measures to prevent skin and tissue injury due to thermal sources

4.65±0.61

25 Check the remaining gas when using portable tank, ensure spare tank for the next operation

4.64±0.74

26 Restricted access to the OR is inforced

4.64±0.68

27 Identifies physical alterations that may affect procedure-specific positioning

4.64±0.60

28 Evaluates for signs and symptoms of electrical injury

4.61±0.73

29 Minimizes the length of invasive procedure by planning care

4.60±0.80

30 Manages specimen handling and disposition

4.59±0.70

31 Performs skin preparations

4.59±0.69

32 Verification checklist is used to ensure thorough preparation of the patient

4.58±0.63

33 Implements protective measures to prevent skin and tissue injury due to chemical sources

4.57±0.72

34 Positions the patients

4.55±0.75

35 Malfunctioning equipment is tagged and immediately removed from patient care areas.

4.54±0.80

36 Evaluates for sings and symptoms of injury to skin and tissues

4.54±0.70)

37 Evaluates response to medications

4.5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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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Item Safety Management Task of Surgical Patient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Verifies presence of prosthetics or corrective devices
Collaborate in maintenance and corrective therapy
Monitors for signs and symptoms of infection
Notes sensory impairments
Identifies physical alterations that may affect operation procedure
Implements protective measures to prevent injury due to laser sources
Implements protective measures to prevent injury due to radiation sources
Implements thermoregulation measures
Transports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Evalutates for signs and symptoms of chemical injury
Assists surgical incision, resection, pathologic correction
Patients are not draped until all flammable prep solutions have dried fully
Administers care to invasive device site
Evaluates for signs and symptoms of skin and tissue injury as a result of
transfer of transport
Monitors body temperature
Evaluates for signs and symptoms of laser injury
Laser-appropriate fire extinguishers are readily available
Administers care to wound sites
Initiates traffic control
Manages culture specimen collection
Vendors wear identification while in the facility
Classifies surgical wound
Evaluates for signs and symptoms of physical injury
Administers prescribed antibiotic therapy and immunizing agents as appropriate
Administers blood product therapy as prescribed
Assesses for preexisiting conditions that predispose to inadequate tissue perfusion
Verifies tissue perfusion state
Evaluates response to thermoregulation measures
Evaluates postoperative tissue perfusion
Administration prescribed medication or fluid
Verifies NPO status
Observe characteristics of any drainage
Evaluates for signs of radiation injury to skin and tissues
Collaborates in fluid management
Implements prescribed preventive treatment.
Verifies allergies
Provide psychosocial data only to those directly involved with care
Performs venipuncture
Total

* Items under averag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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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4.53±0.72)
4.52±0.87)
4.52±0.77)
4.52±0.72)
4.51±0.74)
4.49±0.90)
4.49±0.84)
4.49±0.75)
4.48±0.74)
4.47±0.75)
4.47±0.75)
4.46±0.87)
4.45±0.80)
4.45±0.75)
4.44±0.81)
4.43±0.89)
4.42±0.95)
4.42±0.88)
4.41±0.84)
4.40±0.84)
4.40±0.81)
4.39±0.86)
4.38±0.78)
4.37±0.91)
4.36±0.99)
4.36±0.89)
4.36±0.86)
4.35±0.82)
4.34±0.90)
4.33±1.03)
4.32±0.93)
4.31±1.02)
4.30±0.95)
4.25±0.90)
4.24±1.14)
4.24±.84
3.95±1.01*
3.63±1.22*
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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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ies of surgical patient safety management task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
1
Category

JCAHO

2

3

4

5

6

7

AORN

VA

CSPS

ICSI

IHI

WHO

Medstar

Jang

(2007) (2007) (2008) (2006) (2000) (2008)

Hospital

(2007)

1. General safety

O

○

○

○

○

○

2. Burn

○

○

○
○
○
○
○
○
○
○

○

○

○

3. Correct surgery
4. Environment
5. Equipment

○

6. Fall
7. Fire
8. Infection
9. Medical gas
10. Medication
11. Retained foreign body
12. Anesthesi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수술 전, 중, 후에 따른 시기별 예비 수술

명중 8명(61.5%)은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

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항목을 개발하였다.

였고, 5명(38.5%)은 석사과정 수료 이상이었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근

다. 직위별로 보면, 일반 간호사 1명(7.7%), 책

거를 확보 후 11개의 안전관리 활동 범주 내

임 간호사 9명(69.2%), 관리자 3명(23.1%)이

에서 수술 전, 중, 후의 시기별 안전관리 활동

었으며, 13명 모두 이전에 수술환자 안전관리

을 적용시켜 17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 수

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었다.

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2)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적절성
검증

4.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내용 타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당도 검증

적절성 검증결과 내용 타당도 지수의 분포는

～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13명의

.77 1.0이며, 평균 .99로 높게 나타났다. 172

임상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적

개 항목 중 적절성의 내용 타당도 지수가 .80

절성,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내용 타당

미만인 항목은 1개(0.6%)였으며, .80이상 .90

도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예비 수술환자 안

미만 1개(0.6%), .90이상 1.0미만 10개(7.0%),

전관리 프로토콜을 수정하였다.

1.0인 항목은 160개(91.8%)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실행가
능성 검증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나이
41.7(±5.5)세이고 평균 수술실 근무 경력은 18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년 1개월(±6년 3개월)이었다. 최종학력은 13

실행가능성 검증 결과 내용 타당도 지수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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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는 .46 1.0이며, 평균 .95로 나타났다. 172

목을 포함한 8개 항목은 최종 수술환자 안전

개 항목 중 실행가능성의 내용 타당도 지수가

관리 프로토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

.60 미만인 항목은 2개(1.2%)였으며, .60이상

어 삭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내용타당

.70미만 4개(2.3%), .70이상 .80미만 9개(5.2%),

도 지수가 0.8 미만인 15개의 항목 중 7개의

.80이상 .90미만 12개(7.0%), .90이상 1.0미만

항목만을 삭제하였다. 11개의 범주 중 ‘장비’

25개(14.5%), 1.0인 항목은 120개(69.8%)였다.

에 포함되었던 ‘수술에 사용할 자동 봉합기와

4)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효과성
검증

보철’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수술환자 안
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중복된 3개의
항목을 통합하였다.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17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 수술환자 안

효과성 검증 결과 내용 타당도 지수의 분포는

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결

.85 1.0이며, 평균 .99로 나타났다. 172개 항

과 내용 타당도 지수가 0.8미만인 15개의 항목

목 중 효과성의 내용 타당도 지수가 .80이상

중 7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3개의 항목을 통합

.90미만인 항목은 4개(2.3%)였으며, .90이상

하여 16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수술환자

1.0미만 17개(9.9%), 1.0인 항목은 151개(87.8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Table 3>.

～

%)였다.
5)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수

5. 최종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확정

정 보완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수술환자 안전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 결과 각각

관리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

의 평균 내용 타당도 지수는 적절성 .99, 실행

증을 통해 확정된 최종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

가능성 .95 그리고 효과성 .99로 나타났다. 내

로토콜은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과

용 타당도 지수가 0.8 이상인 항목은 적절성

비교해볼 때, 수술 진행과정에 따라 수술 전 5

171개(99.4%), 실행가능성 157개(91.3%), 효

개 항목, 수술 중 4개 항목, 수술 후 1개 항목

과성 172개(100%)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 결

이 삭제되어 16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과 내용 타당도 지수가 0.8 미만인 항목은 모
두 15개로 적절성과 실행가능성의 내용타당도

Ⅳ. 논

지수가 각각 0.8 미만인 항목 1개, 실행가능성

의

의 내용 타당도 지수가 0.8 미만인 항목 14개
가 확인되었다. Lynn(1986)의 기준에 의해 내

본 연구는 수술환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

용타당도 지수가 0.8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기

제적 기준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수술환자 안

로 하였으나, 실행가능성의 내용 타당도 지수

전관리 범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

가 0.8 미만인 14개 항목 중 효과성의 내용 타

인하여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

당도 지수가 1.0인 6개 항목, 투약의 기본원칙

였다.

인 1개 항목, 개발된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

수술환자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에 대한 설

토콜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기대되는 1개 항

문 결과 수술환자 안전관리 75문항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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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fety Management Protocol for Surgical Patient
Stage

Category
1. General
safety

1. Pre operation
-1. waiting
area

2. Correct
surgery
3. Fall
4. Infection
1. General
safety
2. Burn
3. Correct
surgery

4.Environment

1.
2.
3.
1.
2.
3.
4.
1.
1.

1. Check preparation of equipment and implant
1.
1.
2.
1.

9. Medical
gas

1. Preoperation
-3. After patient
arrives in the room

1. General
safety
2. Burn
3. Correct
surgery

Check guidelines of electrical equipment
Document operation schedule on the schedule board
Check other patient's medical paper in the room
Clean mayo stand, basic stand, operation bed, shelves,

gloving table with antiseptic beore first operation
2. Check whether room is cleaned or not, whether suction bottle

1.
1. Pre
5. Equipment
2.
operation
6. Fall
1.
-2. before the
1.
patient arrives in
2.
the room
3.
7. Fire
4.

8. Infection

Task of Safety Management
Check patency of fluid line and drainage tube
Check allergy(anesthesia, transfusion, medicine, latex)
Apply warm sheet to reduce anxiety and to prevent hypo thermia
Verify the patient(check name, ID, wrist band, medical re cord)
Check marking state of operation site
Patient transfer after checking the operation schedule and right patient
Use checklist to check operation preparation
Locking the stretcher before patient transfer
Capping the patient

5.
6.
1.
2.
3.
1.
2.
1.
2.
3.
1.
1.
2.
3.

and kick bucket is empty
Check operation state of instrument and equipment
Check charging state of battery operated equipment and spare battery
Mop spilled water on the floor
Check electrical outlet, equipment line, spilled water on the floor
Electrical equipment connection
Maintain equipment line good length and not being twisted
Check flammable materials in the room using laser, ESU,
Argon beamer
Check availability of laser-appropriate fire extinguishers
Check functioning of equipment before use
Check the date of infectious & damageous waste box
Check the expiration date of saline, sterile water in the room
Check the expiration date of operation materials
Check the preparation of appropriate medical gas
Check the cylinder of medical gas(N2, CO2, Argon)
Apply warm sheet to keep body temperature
Check patient’s belongings and document
Check patency and safety of all sorts of lines(Fluid line,
Foley catheter, T-tube, hemovac)
Check skin condition before surgery
Check the patient with name, ID, wrist band, medical records
Compare operation site marking with operation schedule.
Perform time-out with nurses, surgeons, anesthesi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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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tage

Category
3. Correct
surgery

Task of Safety Management
4. Circulating nurse put on record about time-out on EMR operative
nursing paper
1. Minimize noise and distractions
4. Environment
2. Explain OR protocol to the vendors before entering the OR
5. Equipment
1. Check sterilization state of expendable supplies and expiration date
1. Lock stretchers before patient transfer and help patient
1. Pre
6. Fall
2. Check spilled water on the floor, and whether electrical outlet and
operation
equipment line is twisted
-3. After patient
arrives in the
1. Perform hand scrub based on hand scrub guidelines
room
2. Prepare operation table using aseptic technique
7. Infection
3. Put up sign indicating infectious patient on the schedule board
4. Check indicator whether instruments, drapes, gowns are sterilized or not
5. Check integrity of sterilized materials
1. Check ‘5 right' before medication(right patient, medicine, dose,
8. Medication
route, time)
1. Supply the supporting materials and involve positioning after
checking operation position
1. General
safety
2. Check physical change caused by position
3. To prevent hypothermia, apply the blanket
1. Apply ESU plate(area where enough muscle is distributed and far
from heart)
2. Burn
2. Prevent chemical burn through antiseptic solution is not collected
around the skin
1. Apply protection outfits to protect reproductive or endocrine organ
3. Environment
in occasion of using radiation
4. Fall
1. Check whether surgical patient is applied safety belts or not
2. Intra
1. Use skin in moderate portion and use flammable antiseptic solution
operation
by soaking in the cotton
-1.
2. Check using flammable skin antiseptic solution in case of laser
induction and
using surgery
after maintaining 5. Fire
3.
Avoid
that antiseptic solution is collected under operation bed or patient
anesthesia
4. Perform drape for surgery and use flammable equipments like ESU,
cautery, laser after antiseptic solution is dried completely
5. Place fiber optic light cable on stand by mode after conn ection
1. Circulating Nurse helps surgical team to wear gowns, gloves using
6. Infection
aseptic technique
1. Check medicine to be used in the sterile field(antibiotics, Greenplast,
Beriplast, thrombin, Heparin etc.)
2. Scrub nurse and circulating nurse checks medicine by read-back
7. Medication
before turning over in sterile field
3. Scrub nurse distinguish medicine in the sterile field(antibiotics,
oxyful, alcohol, thrombin, P/S, Epinephrine, dy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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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tage

Category
8. Retained
foreign
body

Task of Safety Management
1. Scrub nurse and circulating nurse count pad, gauze, instrument, sharps doubly
2. Circulaing nurse write down counting details on the count sheet
and count board in the room
1. Ensure not pressed by Mayo stand, basic stand, staff’s position, or
patient’s wrong position.
2. Hand over specimen and inform correct name, site to circulating
nurse or intern

1. General
safety

3. Record specimen on operative nursing paper
4. Frozen biopsy confirming malignancy is not immersed in saline or formalin
5. Observe temperature change of patient
6. Apply warm irrigation saline to prevent hypothermia during surgery
7. Use after check the auto suturing machine or implants' size
1. Check plate line of ESU, and equipment’s proper function
2. When using ESU or Laser, ensure foot pedal and handpiece not pressed
or malfunctioning

2. Burn

3. When using ESU ,check ESU tip doesn’t touch Retractor
4. Keep ESU hand piece in safe holder or other safe place, if it isn’t needed
5. Check light cable’s connection and proper power, when Endoscopy in operation
1. Minimize moving between room to room, to reduce contamination by air.

2. Intra
3. Environment
operation
- 2. Operation
in progress
4. Equipment

2. Run the HEPA filter or lamina flow
3. When outside staff enter the room, wear different colored cap to distinguish
1. Sterilization nurse must check operational equipment’s condition,
if there is malfunction, ask for circulating nurse
1. Use moderate dose of antiseptic near flammable equipment
2. Prepare distilled water or saline solution in case of fire when using
laser operation

5. Fire

3. Set stand-by mode when not using laser
4. ESU pencil must be working only within doctor’s sight
5. ESU pencil must stop working before removal from the patient’s
operation spot
6. Cover ESU pencil tip with sleeve, not to be insulated
1. Close operating room door when procedure is in progress
2. Monitor and maintain aspetic field during surgery

6. Infection

3. Avoid recapping, bending, breaking of needles, surgical te am or
patient not to be injured by sharps
4. Put up sign in the room indicating infectious patient during surgery
5. When exchange contaminated gown and gloves in the middle,
take off in-side-out not to touch the sterile area and bod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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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tage

Category
6. Infection

7. Medical
gas

Task of Safety Management
6. Protect the patient from cross-infection(ex. Mile’s operation - sep arate
equipment used between anus and inside the abdominal cavity
1. Circulating nurse must check proper supply of medical gas
(CO2, N2, O2 Argon)
2. When exchanging the portable gas tank, only remove the remaining gas
in the line
1. When circulating nurse transmits the medication to the sterilized area,
use medication transmit device not to cont aminate(ex, transmit antibiotics
in the vial with syringe).
2. Document all the medication on the operation paper

2. Intra
operation
- 2. Operation
in progress

8. Medication

3. When switching or shifting, take over all the medication and liquid
in the sterilized room
4. Distinguish all the medication used in the sterilization area
(antib iotics, lidocaine, epinephrine, oxyful, thrombin, alcohol,
papaverin etc.) and apply properly(ex, put syringe needle to distinguish).
5. When blood transfusion, if PRC doesn’t need immediately keep it in the
refrigeration unit
1. Use Radiopaque sponge
2. Circulating nurse and sterilizing nurse must double count
(pad, gauze, sharps, instrument) when they inventory

9. Retained
foreign
body

3. After additional counting, circulating nurse must document
(pad, gauze, sharps, instrument) on the count board and count sheet
4. To count the sharps in the sterilized area, use magnetic needle book
5. Until surgery is complete do not allow any counted items to be
released from the room
6. If counting is incorrect, perform radiology study
1. Connect patency of fluid which is inserted during the operation
and check drainage tube
2. Check correct taking over the removed subject and document
in the nursing reporter.

3. after
operation
1. General
-1. Recovery
safety
from
anesthesia

3. Document all patency of fluid and materials for operation
4. Document the time of tourniquet using patient and pressure
5. Check and document patient’s operation supplies(antibiotics, brace,
pillow etc.)
6. Check and keep medical record, blood transfusion sticker
7. Check IV line, Hemovac, Foley catheter
8. Check pressed skin condition related with surgery location
9. Check and arrange equipment involved surgery position for next operation
10. Cover the patient with warm blanket when re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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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tage

3. after
operation
-1. Recovery
from
anesthesia

Category
1. General
safety

Task of Safety Management
11. Check the size of auto-suturing machine and implants and document,
arrange the rest, get more for next operation
1. Detach ESU plate and check skin condition
2. Burn
2. Check skin condition apply blanket, document applying time and
temperature
1. Dispose linen wet(touched) by blood, body fluids or excrement
3. Environment
into water proof sack not to be touched onto skin, mucou s patient’s
clothes, other patient, medical staff, environment
4. Equipment
1. Remove disposables used during operation.
1. Hold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awakes from anesthesia
2. Check bed fixed when the patient is moved from OP bed to regular
bed
5. Fall
3. Put up the side rail not before moving to recovery room /ICU
4. Use small bed for child patient
1. Taking care of operation wound with aseptic technique
2. Separate gauze and waste after infectious patient
3. When taking off contaminated gloves and gown, turn in-side out
6. Infection
so as not to touch the skin.
4. Sterilization nurse must clean the equipments from infectious
patient separately
5. Put used equipment for infectious patient into the sterilized water
and wash
1. Turn down(lock) the main valve for medical gas equipment and
7. Medical
ensure no gas left in the line
Gas
2. Check the medical gas gauge for next operation
1. Check and document left medication and solution(antibiotics,
lidocaine, epinephrine, oxyful, thrombin, alcohol, papaverin etc)
in the sterilized area
8. Medication
2. Dispose the remaining medication and solution from sterilized area
3. Check the blood product left over in operation progress and ret urn
to blood bank or hand over to recovery room
9. Retained
1. Sterilizing and circulating nurse must perform final count post
foreign body
used pad, instrument, sharps for double check
1. Take patient’s medical record and preparation materials to the
recovery room nurse
1. General
safety
2. Transmit all the information about operation patient by hand -offs
to recovery room/ICU to secure the continuing nursing

–

3. after
operation
-2. movig to
recovery
room/ICU

1. General
1. Prescribe the used materials for operation record EMR paper.
3. after operation
safety
-3. operation
1. Remove the malfunctioning ESU with tag from the place nursing
room: After 2. Burn
operation patient
leaving the
1.
Request
operation room cleaning and arrangement when patient
patient
3. Environment
moves to recovery room/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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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tage

Category

Task of Safety Management
2. Ensure no remaining pad or instrument in the operation room after cleaning
3. Mop and clean operation bed, astral lamp, lines, floor, all the equip ment
used, and completely empty the suction bottle, kick bucket

3. Environment

4. Dispose linen wet(touched) by blood, body fluids or excrement into water
proof sack not to be touched onto skin, a mucous patient’s
uniform(clothes), other patient, medical staff, environ ment
5. After operation ,clean astral lamp, fixed equipment on the ceiling, all
the material and equipments, knobs on the cabinet, top of the shelves,
floor, bucket, scrub sink .
6. Use extermination of vermin system after operation
1. Do not pull out the electrical equipment’s cord in case of break down
2. Do not fold tight electric cord around the equipment (it might break the
wire and cover)
3. Arrange and rearrange all used equipment for next operation’s safe use
(endoscope, microscope, arthrocare, Argon beamer, Harmonic Scalpel,
Ligature, Laser, Blanket etc.)

3. after
operation
-3.
operation room:
After leaving
the patient

4. Equipment

4. Check the discharge of electric equipment - Tourniquet, Defibrillator,
chargeable equipment) and charge
5. When use Tourniquet, keep check calibration(balance the pressure certain
degree) regularly
6. Regularly check operation bed, astral lamp, electronic surgical unit
7. Make internal report or request external about malfunctioning equipment
when used

5. Fall

1. Document when there is fallen patient for precautionary education.
1. Remove linen or waste used for infectious patient’s operation after marking
separately

6. Infection

7. Medical gas

8. Medication

2. Observe the cleaning regulation for infectious patient’s operation before
the next operation
1. Check the remaining gas when using portable tank, ensure spare tank
for the next operation
2. Check medical gas CPS(central pipe system-supply from the wall)’s gas
outlet, connection, regulator
1. Follow the mis-medication procedure with report when incorrect medication
given

1. Report Incorrect sponge, needle, instrument count to operation room manager,
document operation room paper
9. Retained
foreign body 2. Document the near miss report when incorrect counting and share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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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과 73문항(97.3%)가 평균 4.0이상을 나

이 제시하였듯이 실제 연구 대상의 수술실 내

타내어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환자 안전관리

에서는 멸균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약과

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관련된 간호활동이 한정되어 있으며, 수술환

다. 이는 Jang(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자의 투약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 마취의나

며 수술에 참여하는 타 직종이나 타 병원 수

마취과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중요도 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

식에 대한 비교 연구와 같은 향후 연구의 기

다고 검증되어 삭제된 6개의 항목 중 ‘1.3.1.수

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술에

술환자의 알러지나 민감성에 대해 확인한다’,

평균 4.0 미만의 2문항은 ‘환자에게 해가 될

‘1.3.6.수술환자의 투약력을 확인하여 약물의

수 있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환자 간호와 관

상호작용이나 금기에 대해 확인한다’, ‘2.2.6.

련된 사람들에게 정신사회적 사정 자료를 제

투약 후에는 수술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모니

공한다’가 3.95(±1.01)이고 ‘정맥 천자를 수행

터링하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대

한다’ 3.63(±1.22)으로 75개 항목 중 가장 낮

해서 기록한다’와 같은 항목은 독자적으로 수

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 대상의 수술

술환자를 사정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

실 간호사들이 멸균 기구 전달이나 무균술과

는 직접간호행위를 위한 수술실 시스템 구축

같은 전통적인 수술 간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을 통해 그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Kim & Cho, 2003; Kim, 2005) 실제 수술환

할 것이다. Kim(2005)과 Jang(2007)의 연구에

자의 정맥 천자는 주로 병동에서 이루어지거나

서도 수술환자 직접간호행위의 필요성을 알

수술실 내에서도 마취의나 마취과 간호사에 의

수 있으며, 특히, 수술환자를 사정하고 독자적

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수술실 간호사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내용을 토대로 수
술환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11개의 범주를 적

역할 확대와 수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용하여 프로토콜 내용이 실제적인 수술환자

국내에서 수술환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

안전문제에 적용하기 쉬우며 또한 이를 근거

는 수술환자 안전사고의 발생빈도와 원인에

로 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관한 조사연구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

생각된다. 수술환자 안전간호는 수술 전, 중,

라서 우리나라 임상환경에 적합한 수술환자

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간호활동이므로

안전관리 중재와 관련된 간호업무 프로토콜이

(McNamara, 1995) 수술 전, 중, 후에 따라 수

나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술환자 안전관리 업무를 분류하는 것이 수술

임상 간호사들에게 일정 주제에 대한 최신의

환자 안전관리 간호에 적용이 용이하고 업무

근거를 요약, 정리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 중복을 피하며 임상환경의 변화에도 수술

근거중심 간호 실무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수술환자 안

(Park, 2005).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전관리 간호 활동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각된다.

도출된 근거를 적용하여 수술환자 안전관리 중

예비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투약과 관련된 항

재를 제시하고 수술간호에 근거중심 간호가 적
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의 실행가능성이 낮았으며 이는 Jan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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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관리 프로토콜은 전신마취 하에 정규 수술을
받는 환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
소 마취나 응급 상황 하에서 수술을 받는 환

본 연구는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자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이 추후 연구에서 다

개발함으로써 수술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뤄질 필요가 있으며, 수술 과별 특성을 살려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를

프로토콜 내용을 더욱 특성화 하거나 공통항

명확히 하여 직무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

활용함으로써 수술환자 안전간호를 표준화 하

각된다.

고 수술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술환자 안전관

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간호학적 의의를 가지

리 프로토콜은 수술 전, 중, 후에 따라 안전관

고 있다. 첫째, 연구적 측면에서는 수술환자

리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수술 간호의 연속성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미비한 실정

을 유지시켜주고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를

에서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근거를 바

체계화 할 것이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

탕으로 수술환자 안전관리 중재를 제시해주는

환자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객

연구이므로 국내에서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

관적으로 표현할 기회가 될 것이며, 추후 신규

한 연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실무

수술실 간호사들의 교육이나 경력 간호사들의

적 측면에서는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기

술실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

와 국제적 기관들이 제시하는 범주를 간호 실

을 제공함으로써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의

무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와 실무의 연계를 이

중복을 피하고 수술환자 안전사고 예방율을

루며 근거중심 간호가 수술간호 분야에 정착

높여 수술환자 안전간호의 질을 향상 시킬 수

되고 수술환자 안전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효

있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본 프로토콜이

과성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된 근거들을 토대로 개

은 연구는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

발되었으므로 신규 간호사나 간호학과 학생들

고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

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력 간

한 역할을 확대시키며 수술간호의 질을 향상

호사의 안전관리 수행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대학병원 수

본 연구에서는 수술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

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표본

개발 과정에서 실무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았

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연구 대상 병원의

으므로, 실제 수술실 환경에서 사용하여 임상

수술실 간호업무가 마취과 간호사 업무와 분

에서 적절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하다. 둘

리되어 있어 마취와 관련된 수술환자 안전관

째,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수술환

리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마취와 관련

자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확인 할 도구

된 수술환자 안전관리 활동이 추후 연구에서

를 개발하고 6-sigma 기법과 같은 방법을 적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용해 수술실 간호사들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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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행도 증진을 위한

PatientSafety/SafetyGeneral/Tools/Surgic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alTriggerTool.html.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실제 수술실 안전사고

Institute of Medicine. In; Kohn LT, Corrigan JM

발생 예방율을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Donaldson MS(eds). (2000).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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