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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a local guideline to prevent errors in surgical
counts.
Methods: Thirty seven perioperative nurses of C University Hospital in G city were
recruited. To derive preliminary items of the guideline,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nurses were conducted. The preliminary items were refined and Content Validity Index (CVI)
for each item was determined by clinical experts. After assessing application rates (%) of
the items with experienced nurses, the final guideline was established.
Results: The 161 preliminary items were drawn up and categorized by time and types
of counts. After refinement of imprecise or controversial items, the number of preliminary
guideline items came to 142. The mean CVI of the refined guideline was .98 for adequacy,
.95 for applicability, and .98 for effectiveness. Based on the results of content validity test,
1 item was corrected and 3 items were deleted. The average application rate of the revised
guideline was relatively high as 84.9%. The final guideline was developed with 139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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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guideline can help perioperative nurses to more accurately perform
surgical coun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test this guideline.
Key words : Perioperative nursing, Surgical counts, Guideline

Ⅰ. 서 론

등을 초래한다(Jackson & Brady, 2008; Murdock,
2008). 계수오류에 의한 이물질 잔존사고는 일
단 발생하면 이처럼 매우 큰 문제가 되지만,

1. 연구의 필요성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이다(Greenberg &
수술에 사용한 물품들의 종류와 개수를 확

Gawande, 2008).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들은

인하고 보고하는 ‘계수’ 업무는 일차적으로 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인 분

내 이물질 잔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

석 및 대책 마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

한 것이며, 직원안전관리, 감염관리 및 물품관

요가 있다.

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Phillips, 2004; Rothrock,

계수오류의 대부분은 일상 업무로부터의 이

2007). 이러한 계수업무와 관련하여 수술팀이

탈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오류 발생 위험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계수오류이다. 계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계수 절차를 표준화

수오류란 실제로 계수된 물품의 개수와 계수

하고 계수에 관한 업무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기록지에 기록된 물품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

중요하다(Denholm, 2007). 실제로 계수오류는

거나(Phillips, 2004), 수술 전에 시행한 계수와

정의된 계수 규정이 없을 때 더 자주 발생하

수술 후에 시행한 계수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Fogg, 2000), 과

는 것을 의미한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정을 표준화하면 계수오류나 잔존 사고의 가

2006).

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Goldberg &

수술실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사고

Feldman, 2012).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표준

유형 중 하나가 계수오류이며(Chappy, 2006;

지침의 존재와 사고 당시의 기록 유무는 예기

Jang, 2000), 미국 수술간호사회(Association of

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되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AORN])에

었을 경우 수술실 간호사의 입장을 보호할 수

따르면 이물질 잔존사고는 복부수술 1000-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Geum, 2000).

1500건당 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현재 국내 외에서 계수업무의 기반으로 사

다(Guenthner, 2010). 국내 일 대학병원의 조

용되고 있는 것은 AORN의 지침(AORN, 2006)

사에서도 수술실 안전사고 중 계수오류가 38.8%

이다. AORN은 1976년 처음으로 ‘스폰지, 날

였으며 이중 바늘과 거즈관련 오류가 79%를

카로운 물품, 기구 계수를 위한 권장 실무(Re-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et al., 2010).

commended practices for sponge, sharps, and

계수오류는 환자에게는 장기 손상, 의료비용

instrument counts)’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개

증가, 추가적인 2차 수술, 재원 기간 연장 등

정·보완하고 있다. AORN은 이와 같은 지침을

의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는

제시하면서 또한 수술실 환경이 다양하므로

죄책감, 자격 박탈, 직무 태만으로 인한 소송

실무 환경에 맞게 개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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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AORN, 2006). AORN

2. 연구 목적

의 지침은 미국 외과대학(American College of
Surgeons)의 ‘수술 후 이물질잔존 예방 성명(Statement on the prevention of retained foreign
bodies after surgery)’(American College of Surgeons, 2005)이나 미국 재향군인건강관리국(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수술물품
잔존예방(Prevention of retained surgical items)’
(Guenthner, 2010) 등과 같은 지침들의 기초가
되었다. 국내 수술간호사회 역시 AORN의 지
침을 기반으로 하여 ‘계수 -스폰지, 날카로운
물품, 기구’에 대한 지침(Korea Association of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계수오류를 예방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실 계수오류 예방을 위한 예비 가
이드라인를 작성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한다.
둘째,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
도를 확인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3. 용어 정의
1) 수술실 계수오류

Operating Room Nurses, 2007)을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각 병원마다의 다양한 수술 환경
과 특성에 맞는 계수업무 표준에 대한 보고는
미약한 실정이다.
계수오류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계수오류 실태 및 관련 요인, 예방책 모
색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Egorova et al., 2008;
Gawande, Studdert, Orav, Brennan, & Zinner,
2003; Greenberg, Regenbogen, Lipsitz, DiazFlores, & Gawande, 2008; Jeon et al., 2001),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서화된 계
수 지침의 개발 및 계수업무의 표준화를 제언

수술실 계수오류란 수술 전에 시행한 계수
(preoperative count)와 수술 후에 시행한 계수
(postoperative count)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6),
본 연구에서 수술실 계수오류는 수술 진행 단
계 즉, 수술 전(before skin incision),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후(after skin closure)
에 기준해 수술 전 계수 결과와 수술 중이나
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계수
품목은 스폰지(sponge), 날카로운 물품(sharps),
기구(instrument) 및 기타 물품을 포함한다.
2) 가이드라인

하고 있다.
수술간호 현장 상황과 요인들을 다양하고

가이드라인이란 특정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상세하게 반영한 계수 지침은 수술실 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의사결정을

들이 계수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문들

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계수오류에

로(Field & Lohr, 1990), 본 연구에서 가이드

의한 이물질 잔존 사고로부터 수술 환자를 보

라인은 수술실 계수오류 예방을 위해 연구자

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 일개 대학병원의 수술실을 대상으로 개발

AORN의 지침을 비롯한 문헌에서 제시하고

한 계수시기에 따른 계수물품별 계수 업무 지

있는 권장사항들과 수술실 간호사들의 계수업

침을 의미한다.

무 관련 현장경험에 대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국지적 차원에 적합한 계수 지침을 개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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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2) 예비 가이드라인의 내용타당도 평가 및 수정
예비 가이드라인의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한

1. 연구 설계

문항은 예비 가이드라인의 각 항목에 대해 ‘적

본 연구는 수술실 계수오류 예방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적 연구
이다.

절성’, ‘적용가능성’, ‘효과성’을 Likert 4점 척
도(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
지 않다 2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1점)로 점수
화하였다. <타당하지 않다> 혹은 <매우 타당
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서는 수

․

2. 연구 대상

정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C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들 가운데 본 연구에의 참여를

견’란을 배치하였다.
3)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도 평가

동의한 총 37명이며, 연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하였다. 첫째, 예비 가이드라인 도출
을 위한 간호사 면담에는 책임 간호사 8명, 둘
째, 예비 가이드라인의 정교화 과정은 수술실
경력 7년의 본 연구자, 팀장, 책임 간호사 1인
의 총 3명, 셋째, 예비 가이드라인의 내용타당
도 평가는 팀장, 수간호사 2인, 책임 간호사를
포함한 경력 10년 이상 간호사 10인의 총 13
명, 넷째,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
도 평가는 관리자를 제외한 수술실 근무 간호
사 34명이 참여하였다.

대한 ‘실무 적용 유무’와 전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종합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무
적용 유무’는 <유>, <무> 혹은 <해당 없음>으
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해당 없음> 응답은
분석 시 결측처리 하였다. ‘종합 평가’는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매우 충분하다 4점; 충분하다 3점; 충분
하지 않다 2점; 전혀 충분하지 않다 1점)로 점
수화하였다.

4. 연구진행절차 및 자료수집방법

3. 연구 도구
1) 예비 가이드라인의 항목 도출을 위한 간호사
면담
예비 항목 도출을 위한 간호사 면담 도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병원의 수술실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계수오류 실태 분
석 결과(Park & Jang, 2008)를 바탕으로 개발
해 사용하였다. 계수오류의 위험 요인이나 상
황을 반영한 총 12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
하였으며, 그 예는 “수술 중 체위를 변경하는
수술의 거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
습니까?”와 같다.

임상타당도 평가는 가이드라인 각 항목에

본 연구의 진행 절차 및 그에 따른 자료 수
집 방법은 <Table 1>과 같다. 가이드라인은 4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먼저 1단계에
는 AORN의 지침을 비롯한 문헌고찰과 경력
간호사 면담분석을 통해 예비가이드라인 항목
을 도출하여 계수시기와 계수물품에 따라 범
주화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와 전문가 2인이
각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정교화 하였다.
2단계에는 전문가 집단이 내용타당도를 평가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다. 3단
계에는 수술실 간호사 34명에게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도를 평가 받았다.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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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Procedures and Data Collection
연구진행절차
1단계:

1-1. 문헌고찰

예비 가이드라인의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일시: 2008년 7월 5일∼2008년 8월 1일
방법: 계수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인터넷 웹

항목 도출 및

문서 검색을 통한 총 29편의 문헌고찰(검색어: 수술

정교화

실, 계수, operating room, retained foreign, surgical,
count, counting, sponge, sharps, instrument, error(s),
discrepancy(discrepancies)), 연구 대상 병원의 수술간
호업무 매뉴얼
1-2. 경력간호사

일시: 2008년 8월 11일∼2008년 8월 14일

면담분석

방법: 연구자가 개발한 12문항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해 경
력 간호사들의 경험적 계수업무 면담분석

1-3. 예비 가이드라인 일시: 2008년 8월 20일∼2008년 8월 23일
항목 도출 및

방법: 설문조사, 문헌고찰 및 간호사 면담을 통해 도출된

범주화

예비 가이드라인 항목을 ‘계수시기’와 ‘계수물품’에
따라 범주화

1-4. 예비 가이드라인 일시: 2008년 8월 25일∼2008년 8월 26일
정교화

방법: 연구자와 전문가 2인이 예비 가이드라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어가며 각 항목의 용어, 내용 및 구성의 적절
성 검토 후 수정․보완

2단계:
예비 가이드라인의

일시: 2008년 9월 1일∼2008년 9월 20일
방법: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적절성, 적용가능성,

내용타당도 평가 및 수정

효과성)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비 가이드라인
의 수정･보완

3단계: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일시: 2008년 9월 22일∼2008년 9월 26일
방법: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해 실무 적용 유무, 계수오

임상타당도 평가
4단계:

류 발생여부, 종합 평가 의견을 평가
방법: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실무 적용 결과를 바탕으

최종 가이드라인 완성

로 최종 가이드라인 완성

계에는 임상타당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1) 예비 가이드라인의 내용타당도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Table 1).

각 항목에 대한 ‘적절성’, ‘적용가능성’, ‘효
과성’을 1-2점과 3-4점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5. 자료 분석 방법

3-4점을 준 전문가 비율을 계산하여 내용타당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4.0 program을 이
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도 지수(Index of Content Validity)를 산출한
후 CVI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Lyn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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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도 평가

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실무 적용 유무’는 빈도와

넷째, 예비 가이드라인 161개 항목에 대한

백분율을, ‘종합 평가 의견’은 평균과 표준편

정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용어가 부

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적절하거나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92개 항목
은 용어 수정하였고, 내용상 연계성 제고에 필
요한 1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내용이 지나치
게 구체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개 항

Ⅲ. 연구 결과

목(수술 전 5개, 수술 중 15개, 수술 후 0개)은

1. 예비 가이드라인의 항목 도출 및 정교화

삭제하였다. 그 결과, 예비 가이드라인은 총
142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본 연구자는 계수업무와 관련하여 AORN

․

의 지침(AORN, 2006)을 포함한 국 내외 29

2. 예비 가이드라인의 내용타당도 평가 및 수정

편의 문헌고찰을 통해 총 119개의 예비 항목
을 도출하였다. 계수 ‘공통’에 해당하는 항목

내용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임상 전문가 13

은 33개, ‘스폰지’는 32개, ‘날카로운 물품’은

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2-53세

31개, ‘기구’는 20개,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로 평균 41세였으며, 수술실 경력은 10-28년으

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로 평균 18년 8개월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

둘째, 경력간호사 면담 결과 총 30건의 경험

사 2명, 책임 간호사 8명, 수간호사 이상 관리

적 계수 노하우가 수집되었으며, 계수 ‘공통’

자 3명이었으며, 학력은 대졸 8명, 대학원(재)

에 해당하는 항목은 3건, ‘스폰지’ 9건, '날카

졸 5명이었다.

로운 물품' 16건, ‘기구’ 1건, ‘기타 물품’은 1

예비 가이드라인의 내용타당도는 적절성, 적

건이 있었다.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권장 사항

용가능성 및 효과성의 3가지 영역에 대해 검

을 포함한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총 42개

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 가이드라인을 수

의 예비 항목이 도출되었다.

정하였다.

셋째, 문헌고찰 및 간호사 면담분석 결과에

첫째, 예비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CVI

근거해 도출된 총 161개의 예비 가이드라인

는 1.0부터 .54까지였으며, 평균 CVI는 .98로

항목을 계수시기에 따른 계수물품별 범주에

높게 나타났다. 142개 항목 중 CVI가 1.0인

따라 15개의 영역으로 분류 배치하여 범주화

항목은 118개였고(83.1%), .90 이상은 14개

하였다. 수술 전(before skin incision) 단계에

(9.9%), .80 이상은 4개(2.8%), .70 이상은 5개

는 ‘공통’ 8개, ‘스폰지’ 10개, ‘날카로운 물품’

(3.5%), .60 이상은 없었으며, .60 미만은 1개

6개, ‘기구’ 8개, ‘기타 물품’ 3개 항목이, 수술

였다(0.7%).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단계에

둘째, 예비 가이드라인의 적용가능성에 대

는 ‘공통’ 24개, ‘스폰지’ 40개, ‘날카로운 물

한 CVI는 1.0부터 .54까지였으며, 평균 CVI는

품’ 33개, ‘기구’ 10개, ‘기타 물품’ 5개 항목

.95로 높게 나타났다. 142개 항목 중 CVI가

이, 수술 후(after skin closure) 단계에는 ‘공

1.0인 항목은 94개였고(66.2%), .90 이상은 26

통’ 5개, ‘스폰지’ 1개, ‘날카로운 물품’ 4개,

개(18.3%), .80 이상은 11개(7.8%), .70 이상은

‘기구’ 4개, ‘기타 물품’ 0개 항목이 분류 배치

5개(3.5%), .60 이상은 4개(2.8%), .60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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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s Preserved, Deleted or Modified after Content Validity Testing
범주
계수
시기
수술 전

계수
물품

삭제
여부

항 목

1.3.2. 소독간호사는 수술 기구 세트 안에
날카로운
있는 needle rack을 열어 eyed needle의
물품
종류와 개수를 확인한다.
2.1.10. 집도의는 간호사의 계수 업무에
협조한다.
2.1.24.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계수가 생
략되었을 경우 간호사는 수술간호기록지
공통
에, 의사는 경과 노트에 그 내용을 함께
기입하도록 하며, 환자 체내에 물품의 잔
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ost op X-ray
를 촬영한 후 계수 업무 생략에 대한 사
건 보고서를 작성한다.
2.2.2. cottonoid를 다 사용한 후에는 별도
의 용기에 모아두었다가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가 함께 계수를 맞춘다.

응답자 의견

유지

유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계수가 간호사만
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삭제 응급 수술이라도 할지라도 계수 업
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계수를 시행함이 원칙
이 되어야 한다.

유지 brain micro surgery의 경우에는 사
용하는 cottonoid의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수술 부위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굳이 계수 하지 않더라도 눈
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5. 사용할 스폰지의 종류와 수는 최소 유지
한으로 한다.
2.2.13. 스폰지를 불가피하게 자른 경우 유지 방사선 표식자에 의한 조직 손상의
수술 중 스폰지
에는 방사선 표식자(radiopaque marker)가
가능성을 이유로 집도의가 표식자
있는 쪽을 수술 부위에 사용하고, 나머지
없는 쪽을 요구한다.
부분은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한다.
2.2.16. 사용할 스폰지는 수술 부위 주변 유지
에 두개 이상 두지 않는다.
2.2.20. 소독간호사는 사용한 스폰지를 유지 출혈이 많은 수술이나 스폰지를 패
회수하면서 사용할 스폰지를 수술 필드
킹하는 경우에는 1:1 교환이 어렵
에 내놓는 1:1 교환 방식을 이용한다.
다.
날카로운 2.3.24. 봉합침은 사용한 전체 개수를 확 수정 봉합침은 번거롭더라도 사용한 수
물품
인한다.
를 종류별로 확인해야 정확하다.
2.4.6. 수술 부위를 봉합하기 전 방사선 삭제 방사선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모든
촬영을 하게 되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모
수술에 대해 계수를 시행하는 것이
든 수술에서 기구를 계수한다.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구
2.4.7.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구 계수 유지 기구 계수 기록지가 있으면 계수에
기록지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기구를 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바쁜 상황
수한다.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은 어려
울 것 같다.
3.1.3. 이물질 잔존 위험이 높은 경우(ex. 삭제 집도의의 협조와 의지 없이는 실현
응급 수술, 갑작스런 수술 과정의 변화,
이 불가능하다. 또한 계수가 맞았음
한 팀 이상의 수술팀 참여, 수술 시간 연
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촬영을 하는
수술 후 공통
장, PRC 4 unit 이상의 예기치 못한 수혈,
것은 환자나 의료인이 방사선에 불
비만 환자 등)에는 계수가 맞았다 할지라
필요하게 노출되는 기회를 증가시
도 재확인 차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시행
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 볼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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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로 평균 5년 11개월이었다. 직위는 일반

2개였다(1.4%).
셋째, 예비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에 대한

간호사 14명, 책임 간호사 1명이었으며, 학력

CVI는 1.0부터 .69까지였으며, 평균 CVI는

은 전문대졸 2명, 대졸 9명, 대학원(재)졸 4명

.98로 높게 나타났다. 142개 항목 중 CVI가

이었다.

1.0인 항목은 116개 항목이었고(81.7%), .90

첫째,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실무적용률

이상은 15개(10.6%), .80 이상은 6개(4.2%),

전체 평균은 8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70 이상은 3개(2.1%), .60 이상은 2개였으며

총 139개 항목 중 실무적용률 평균이 100.0%인

(1.4%), .60 미만은 없었다.

항목은 49개, 90.0% 이상은 32개, 80.0% 이상

넷째,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적절성’, ‘적

은 20개, 70.0% 이상은 10개, 60.0% 이상은

용가능성’ 및 ‘효과성’의 평가 영역 중 최소 1

13개, 50.0% 이상은 4개, 50.0% 미만은 11개

개 이상의 영역에서 .80 미만의 CVI 점수를

였다. 전문가 타당도 평가에서 ‘적용가능성’ 점

받은 항목은 총 12개였다. 본 연구자는 이 중

수가 낮았던 항목들은 임상 타당도 평가에서

3가지 평가 영역 모두에서 CVI .80 미만을 받

도 역시 적용률이 낮았다. 그러나 실무적용률

은 4개 항목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나머지

평균이 0.0%인 항목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

8개 항목 중 예비 가이드라인 항목 2.2.13.을

자는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 139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은 모두 ‘효과성’에서 .80이상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임상 전

둘째, 예비 가이드라인 항목을 적용하지 못

문가들이 처한 실무 여건상 적용이 어려울 뿐,

한 사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인력 부족’이었

정확한 계수 업무에는 항목 모두가 효과적임

으며 해당 항목 수는 15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입증된 결과라 판단하여 이 항목들은 그대

‘바쁜 업무(시간 부족)’ 10개, ‘집도의의 요구

로 유지하였다. 한편, 예비 가이드라인 항목

(협조 어려움)’ 6개, ‘번거로움’ 5개, ‘수술 흐

2.2.13.은 ‘적절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름 또는 진행 방해’ 4개, ‘조무원의 협조 부족’

.80 미만의 점수를 받았으나 ‘효과성’ 점수가

이 3개 항목에 있었다.

.77로 .80의 경계선 상에 있고 ‘적절성’ 또한

셋째,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종합

.92로 높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예비

평가 평균 점수는 3.37±0.59로 비교적 높았다.

가이드라인 항목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에

평점은 ‘가이드라인은 수술실 계수오류 예방

따라 총 139개로 수정되었다(Table 2).

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가(3.60±
0.51)’, ‘가이드라인은 수술실 계수오류를 예방

3.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도 평가
본 연구의 임상타당도 평가에는 바쁜 업무
와 가이드라인 항목 수 과다 등의 이유로 간
호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총 15명의 수술
실 간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참여 횟수는 9명 1
회, 4명 2회, 1명 3회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3.47±0.52)’, ‘가이드라
인은 수술실 계수오류 예방을 위한 최소의 표
준을 제공하고 있는가(3.47±0.52)’, ‘가이드라
인은 수술실의 소독간호사 및 순환간호사의
역할에 적절한가(3.33±0.49)’, ‘가이드라인은 수
술실 실무 환경에 적합한가(3.00±0.76)’의 순
이었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4-39세로
평균 28세였으며, 수술실 경력은 1년-1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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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nal Guideline in this Study
계수물품

1. 수술 전(before skin incision)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
1.1.1. 환자 입실 전,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이전 수술에 사용했던 스폰지, 날카로운
물품, 기구가 수술방에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상태를 점검한다.

1.1.
공통
(스폰지,
날카로운
물품,
기구
및 기타)

1.1.2. 소독간호사는 수술상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순환간호사와 함께 가장 먼저 1차 계수
를 실시한다.
1.1.3.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수술에 사용할 모든 물품을 함께 소리내 계수한다.
1.1.4. 순환 간호사는 계수 결과를 즉시 계수 기록지(count sheet)에 기록한다.
1.1.5. 수술방 벽에 계수 칠판(count board)을 설치하여 사용한 물품 내역을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 모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1.1.6. 순환간호사는 계수 칠판에 환자이름, 수술명, 물품명, 물품의 개수를 기입한다.
1.1.7. 계수 칠판에 기입된 내용은 최종 계수가 끝날 때까지 지우지 않는다.
1.1.8. 뇌사 공여자의 장기 적출 수술 시에도 계수를 수행한다(부연설명: 이식될 장기에
물품이 남겨짐으로 인해 수혜자 수술 시 계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1.2.1. 혈액이나 체액 흡수, 조직 보호, 조직 분리를 위해 사용되는 스폰지 물품에 대하여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종류별 계수를 실시한다.
1.2.2. 소독간호사가 스폰지를 계수할 때는 스폰지 한 묶음을 한 손에 잡아 가볍게 흔들어
분리시킨 후 다른 한 손으로 스폰지를 한 장씩 만져가며 계수한다.
1.2.3. 소독간호사는 스폰지 묶음의 단위별 수량이 정확한지 각 묶음을 낱장으로 세어 확
인한다.

1.2.
스폰지

1.2.4. 스폰지 묶음의 낱장 수량이 틀린 경우 잘못된 개수만큼을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해당 스폰지 한 묶음 전체를 수술방 밖으로 내보낸다.
1.2.5. 스폰지는 X-ray 확인 가능한 스폰지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6. 소독간호사는 스폰지 계수 시 방사선 표식자(radiopaque marker)의 부착 상태를 확
인한다.
1.2.7. 방사선 표식자(radiopaque marker)가 없는 cottonoid나 peanut 등과 같은 물품은 1차
계수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계수를 마친 후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계수 칠판에 기록한다.
1.2.8. 방사선 표식자(radiopaque marker)가 없는 cottonoid나 peanut 등과 같은 물품은 단위
별 개수를 정하여 사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개봉하지 않는다.
1.2.9. 소독간호사는 스폰지 모양의 완전성을 확인한다(ex. ring 부착 여부 등).
1.3.1. 날카로운 날이 있어 피부를 뚫을 위험이 있는 물품들(ex. 봉합침, 흡인침, knife
blades, 안전핀 등)에 대하여 종류별 계수를 실시한다.
1.3.2. 소독간호사는 수술 기구 세트 안에 있는 needle rack을 열어 eyed needle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한다.

1.3.
날카로운
물품

1.3.3. 날카로운 물품이 불필요하게 많을 경우 계수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
로 꼭 필요한 개수만큼만 멸균 영역에 풀어 사용한다.
1.3.4. 제품화된 봉합침은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가 포장지 라벨의 수량과 실수량이 일
치하는지 확인한다.
1.3.5. 이중 포장되어 있는 일회용 봉합침(disposable suturing needle)의 경우 안쪽 포장지를
미리 개봉해 놓지 않는다(부연설명: 소독간호사가 자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지고 의도하지
않게 봉합침이 수술 부위로 끌려 들어가거나 바닥에 떨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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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물품

1. 수술 전(before skin incision)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계속)
1.4.1. 기구 잔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술에 대해 기구 계수를 실시한다.
1.4.2. 수술기구 세트 사용자는 세트 포장 겉면에 부착하는 name card의 기록(기구의 첨가
및 부족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4.3.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ex. forceps, scissors, needle
holders, retractors, hemostats, towel clips, knife holders, suction tips, bulldog clamps 등)에
대해 계수를 실시한다.

1.4.
기구

1.4.4. 소독간호사는 세트 개봉 후 tray 안의 모든 기구를 노출시켜 계수한다.
1.4.5. 기구는 계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류별로 계수한다(cluster counting). 즉, 기구 각
각의 이름에 상관없이 scissors, pick-ups, needle holders, retractors 등으로 기구를 그룹지어
계수한다.
1.4.6. 소독간호사는 기구의 부속품을 모두 파악하고 그 완전성을 확인한다(ex. self
retractor, suction tip 등).
1.4.7. 계수되지 않은 기구들은 mayo stand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1.5.1. hemovac trocar용 보호 cap, suture boots, vessel clip cartridges, vessel loops,

1.5.
기타

umbilical tape,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s (ex. medicut tip), penrose drains, vascular
tourniquet, electrosurgical scratch pads (ex. surgikos) 등과 같은 물품들에 대해 소독간호사
와 순환간호사가 종류별 계수를 실시한다.
2. 수술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
2.1.1. 모든 계수 물품들은 멸균 영역 안에서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2.1.2. 수술 중 멸균 영역에 추가로 공급된 물품은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 함께 확인하
고 계수한다.
2.1.3. 순환간호사는 추가로 공급된 물품의 종류와 개수를 계수 기록지와 계수 칠판에 즉
시 기록한다.
2.1.4. 멸균 영역에 물품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순환간호사는 추가된 물품을 소독간호사
가 계수하기 용이한 때에 맞춰 개봉한다.

2.1.
공통
(스폰지,
날카로운
물품,
기구
및 기타)

2.1.5. 순환간호사는 물품을 추가로 풀어주면서 “∼에 ∼을 ∼개 풀었어요” 라고 소독간
호사에게 소리 내어 알린다.
2.1.6. 수술 중 소독간호사나 순환간호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경우 인계 간호사는 인수
간호사와 함께 모든 계수를 정확하게 마친 후 수술방을 나가도록 한다.
2.1.7. 수술 중 수술 인력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수술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2.1.8.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체강이나 수술부위 봉합을 시작하기 전과 피부 봉합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 기본 계수를 시행한다.
2.1.9. 1차 계수 이후의 계수를 시행할 때에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
는 요소들을 삼가여 수술팀 모두가 계수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2.1.10. 집도의는 간호사의 계수 업무에 협조한다.
2.1.11. 1차 계수 이후의 계수를 시행할 때는 항상 수술부위에서 시작하여 인접 부위(ex.
방포 사이의 틈 등), mayo stand와 back table stand 위, 멸균영역 밖(ex. 바닥, kick bucket
등)의 순서로 물품을 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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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물품

2. 수술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계속)
2.1.12. 계수는 대개 스폰지 계수부터 시작하며, 스폰지 계수가 완료되면 차례로 날카로운
물품, 기구 및 기타 물품들의 순서로 계수를 시행한다.
2.1.13. 집도의나 보조의사는 수술 부위에 스폰지나 타올이 패킹(packing)된 채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field count).
2.1.14.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가 mayo stand와 back table stand에 있는 모든 물품을 함
께 소리내어 계수한다(table count).
2.1.15. 순환간호사는 멸균 영역 밖에 있는 물품들과 kick bucket에 버려진 스폰지의 개수
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소독 간호사에게 알린다(floor count).

2.1.

2.1.16. 계수 확인 완료 전까지 멸균 영역에 물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공통

2.1.17. 소독간호사가 2인 이상일 경우라도 반드시 순환간호사를 동원하여 계수를 시행

(스폰지,

한다.

날카로운

2.1.18.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모든 물품의 계수 결과가 계수 기록지와 일치함을 확

물품,

인한 후 소독간호사가 집도의에게 최종 결과를 알린다.

기구

2.1.19. 모든 계수되어진 물품들은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수술방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

및 기타)

는다.
2.1.20.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수술 중에 사용한 쓰레기나 린넨 또한 수술방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2.1.21. 수술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쓰레기, 햄퍼,
kick bucket 등이 중간에 비워지거나 수술방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게 한다.
2.1.22. 만약 쓰레기통이나 햄퍼, kick bucket 등을 수술 도중 불가피하게 비웠을 경우에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를 따로 구별하여 보관한다.
2.1.23. 마취과 의사가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별도로 준비하여 수술 필드에서 쓰는 것과 구
분한다.
2.2.1. 수술 필드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ottonoid에 달려있는 실은 자르거나 제
거하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사용한다.
2.2.2. cottonoid를 다 사용한 후에는 별도의 용기에 모아두었다가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
사가 함께 계수를 맞춘다.
2.2.3. 글러브의 파우더를 닦을 때는 스폰지 대신 타올이나 물이 담긴 washing bowl을 이
용한다.
2.2.4. 소독간호사는 스폰지를 종류와 크기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2.2.
스폰지

2.2.5. 사용할 스폰지의 종류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2.2.6. 스폰지 묶음을 사용하기 직전, 소독간호사는 스폰지 묶음의 단위가 맞는지 재확인
한다.
2.2.7. 소독간호사는 스폰지 사용 시 X-ray detectable film의 부착 상태와 스폰지 모양의
완전성(ex. ring 부착 여부 등)을 재확인한다.
2.2.8. 스폰지 묶음을 묶었던 각종 밴드는 스폰지를 사용하기 직전에 제거한다.
2.2.9. 소독간호사는 스폰지를 한 장씩 펴서 사용한다.
2.2.10. 스폰지는 임의로 자르지 않고 본래의 상태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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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물품

2. 수술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계속)
2.2.11. 스폰지에 부착된 방사선 표식자(radiopaque marker)는 분리하지 않는다.
2.2.12. 스폰지를 불가피하게 잘라서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소독간호사는 스폰지를 자른
사실을 순환간호사에게 알려 함께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은 순환간호사가 계수 칠판에 기
재한다.
2.2.13. 스폰지를 불가피하게 자른 경우에는 방사선 표식자(radiopaque marker)가 있는 쪽
을 수술 부위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한다.
2.2.14. 복막이 열리거나 체강이 넓고 깊어지면 작은 크기의 스폰지 보다는 크기가 큰 스
폰지를 사용한다.
2.2.15. 끈이나 고리가 달리 스폰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끈이나 고리를 절개 부위 가장자리
에 걸어 바깥쪽으로 노출시킨다.
2.2.16. 사용할 스폰지는 수술 부위 주변에 두개 이상 두지 않는다.
2.2.17. 사용할 스폰지는 반드시 소독간호사에 의해 수술 필드에 제공되도록 한다.
2.2.18. 사용한 스폰지가 불필요하게 남아 있다가 멸균 영역 밖으로 떨어져 계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한 스폰지는 곧바로 정해진 곳(kick bucket)에 정
확하게 버린다.
2.2.19. 모든 스폰지는 수술 필드에서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 간호사에 의해 회수되고 버
려질 수 있게 한다.
2.2.20. 소독간호사는 사용한 스폰지를 회수하면서 사용할 스폰지를 수술 필드에 내놓는

2.2.
스폰지

1:1 교환 방식을 이용한다.
2.2.21. 수술 도중 스폰지가 멸균영역 밖으로 떨어지거나 kick bucket 안으로 버려지지 않
은 경우 소독간호사는 이를 즉시 순환간호사에게 알려 스폰지의 행방을 확인하게 한 다
음 스폰지가 정해진 kick bucket 안에 정확하게 버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인한다.
2.2.22. kick bucket은 색깔 있는 비닐을 씌워 다른 쓰레기통과 구별되게 한다.
2.2.23. kick bucket과 다른 쓰레기통(ex. 감염성 폐기물 박스)이 너무 가깝게 위치해 있으
면 스폰지가 실수로 kick bucket이 아닌 다른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kick bucket
은 기타의 다른 쓰레기통들과 나란히 놓지 않는다.
2.2.24. 소독간호사는 수술 부위에 패킹했거나, 패킹했다 다시 꺼낸 스폰지의 종류와 개수
를 집도의와 함께 확인한 후 이를 순환간호사에게 알려 계수 칠판에 기록하게 한다.
2.2.25. 수술 중 복강 안에 타올을 넣어두었다면 소독간호사는 이를 순환간호사에게 알려
계수 칠판에 기록하게 하고, 봉합 시작 전 타올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한다.
2.2.26. 소독간호사는 체강 봉합이 시작되기 전 하나 혹은 두개 정도의 스폰지를 수술 필
드에 남겨두어 계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팀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2.27. 수술방 내에서 수술팀 이외 사람들의 이동이 잦을 경우 계수된 스폰지가 분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환간호사의 스폰지 계수 장소는 소독간호사, 수술팀, 마취의가 잘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곳으로 한다.
2.2.28. 멸균 영역 밖에서 계수된 스폰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각종 계수 보조 장
치를 이용한다.
2.2.29. 스폰지가 서로 엉겨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순환간호사는 스폰지를 한
장씩 완전히 펴서 앞뒤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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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계속)
2.2.30. kick bucket 내의 사용된 스폰지 계수 시 순환간호사는 물품이 공급되었을 당시의
단위 개수대로 스폰지 묶음을 만들어 계수한다.
2.2.31. 한 종류의 스폰지 계수가 완전히 끝나면 또 다른 종류의 스폰지 계수를 시작한다.

2.2.
스폰지

2.2.32. 검체를 멸균 영역 밖에 내어줄 때 소독간호사는 스폰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2.2.33. 드레싱 물품은 피부 봉합이 완료된 후 멸균영역에 풀어준다.
2.2.34. post operative x-ray 판독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드레싱용은 non X-ray
detectable 스폰지만을 사용한다.
2.2.35. 사용할 peanut은 clamp에 물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bowl에 담아 두어 peanut
이 멸균 영역 안에서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한다.
2.3.1 봉합침, knife blades, 안전핀 등은 절개 부위 안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mayo stand 위에 단독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2.3.2. 사용하지 않는 모든 날카로운 물품은 별도 용기에 모아 basic stand 위에 보관한다.
2.3.3. 멸균 영역 안에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날카로운 물품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
회용 봉합침의 안쪽 포장지는 봉합침 사용 바로 직전에 개봉한다.
2.3.4. 봉합침의 이중포장 중 안쪽 포장이 개봉되면 소독간호사는 순환간호사와 함께 봉
합침의 실제 개수와 포장지에 표기된 개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3.5. 봉합침은 항상 needle holder에 물려진 상태로 수술상 위에 올려놓는다.
2.3.6. 소독간호사는 집도의에게 1:1 교환방식으로 봉합침을 전달한다. 즉, 다른 하나가 건
네지기 전까지 하나가 돌아오게 한다.
2.3.7. 집도의가 미세봉합침(ex. ethilon 10/0 등)을 건네줄 때 소독간호사는 봉합침이 잘
보이는 바탕의 도구를 이용해 봉합침을 건네받는다.
2.3.8. 소독간호사는 집도의와 봉합침을 주고받으면서 “(봉합침을) 받았습니다” “잡았습니

2.3.
날카로운
물품

다”와 같이 구두로 의사소통한다.
2.3.9. 집도의가 detachable needle 사용 후 봉합사에 달린 봉합침을 분리하는 순간 봉합침
이 튕겨져 나갈 수 있으므로, 소독간호사는 집도의가 needle holder를 두 단계 이상
clamping하여 봉합침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2.3.10. 봉합침이 수술 도중 멸균영역 밖으로 튀거나 떨어진 경우 소독간호사는 즉시 순환
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봉합침의 행방을 찾도록 한다.
2.3.11. 순환간호사는 멸균영역 밖으로 튀거나 떨어진 봉합침을 찾을 때 봉합침이 떨어졌
다고 예상되는 주위로부터 시작해 차츰 주변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며 찾는다.
2.3.12. 순환간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봉합침이나 knife blade의 위치를 추적할 때 magnetic
roller를 이용할 수 있다. 단, magnetic roller는 강한 자성을 띠고 있으므로 각종 장비 등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용한다.
2.3.13. 다 사용한 봉합침은 최종계수가 종료될 때까지 멸균영역에 보관한다.
2.3.14. 소독간호사는 사용한 봉합침을 눈에 잘 띄는 back table stand 위에 보관하고 그 주
변은 정리 정돈한다.
2.3.15. 봉합침 뒤에 실이 길게 남아 있을 경우 소독간호사의 손이나 기구에 실이 걸려 봉
합침과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다 쓴 봉합침은 뒤에 있는 실을 잘라낸 다음 봉합침만
따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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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물품

2. 수술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계속)
2.3.16. 봉합침 뒤에 남겨진 실을 자를 때에는 차후 봉합사 종류와 봉합침 종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실을 2-3mm 정도 남긴다.
2.3.17. 사용한 봉합침 보관 시 needle book, magnetic needle box, disposable suturing needle
이 꽂혀있던 sponge needle pad, 용액이 담긴 bowl 등을 활용한다.
2.3.18. 다수의 봉합침을 사용한 경우, 기본 수량대로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는 needle
pad에 부착할 봉합침의 수를 정하여 하나의 단위 체계로 운용한다.
2.3.19. 빈 needle pad에 정해진 수량만큼의 봉합침이 채워지면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
는 이를 함께 확인한 후 마감한다.
2.3.20. 수술 도중 날카로운 물품이 부러졌을 경우 수술팀은 부러진 조각을 환자 체내로부
터 완전히 제거한다.

2.3.
날카로운
물품

2.3.21. 소독간호사는 부러진 날카로운 물품 조각을 모두 모아 수술팀과 함께 그 완전성을
확인한다.
2.3.22. 수술팀은 X-ray 촬영을 통해 부러진 날카로운 물품 조각의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2.3.23. 한 종류의 날카로운 물품 계수를 완전히 끝마친 다음 다른 종류의 날카로운 물품
계수를 시행한다.
2.3.24. 사용한 봉합침은 전체 개수와 함께 종류별 개수를 확인한다.
2.3.25. 계수된 날카로운 물품은 수술 종료 시까지 수술방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
다.
2.3.26. 수술 중 불결된(contaminated) 날카로운 물품은 순환간호사가 멸균영역 밖에서 별
도로 보관 용기를 사용해 보관하였다가 계수에 반영한다.
2.3.27. 검체를 확인할 때 사용한 knife blade도 최종 계수가 완료될 때까지 수술방 안에 남
겨둔다.
2.4.1. 수술 중 기구가 멸균영역 밖으로 떨어지면 소독간호사는 즉시 순환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기구의 행방을 찾도록 한다.
2.4.2. 오염된 기구를 당장 소독할 필요가 없다면 순환간호사는 기구를 보관하고 있다가
계수에 반영한다.
2.4.3. 오염된 기구를 다시 소독하여 수술에 사용해야 할 경우, 소독을 위해 수술방 밖으로
유출된 기구의 종류와 수량 및 기구의 회수 여부를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가 함께 확인
하여 계수 칠판에 기록해둔다.

2.4.
기구

2.4.4. 사용 중이던 기구가 부러지거나 분해되었을 경우에 조각들을 모두 찾아 모아 그 완
전성을 수술팀과 함께 확인한다.
2.4.5. 수술팀은 부러지거나 분해된 기구 조각의 잔존여부를 X-ray 촬영을 통해 확인한다.
2.4.6.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계수 기록지에 열거된 순서대로 기구를 계수한다.
2.4.7. 기구는 일일이 하나하나 계수하지 않고 기구의 종류에 따라(ex. retractors, forceps,
needle holders 등) 쌍을 이뤄 계수한다.
2.4.8. 한 종류의 기구 계수를 완전히 마친 후 다른 종류의 기구 계수를 시작한다.
2.4.9. 계수 시 각각의 기구를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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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물품
2.5.
기타

2. 수술 중(between skin incision and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계속)
2.5.1. 모든 기타 물품들은 절개 부위 안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단독으로 돌아
다니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에 따로 모아 back table stand 위에 보관한다.
2.5.2. 사용하지 않는 suture boots는 소독된 보관 용기에 담아둔다.
3. 수술 후(after skin closure)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
3.1.1. 물품의 수술방 잔존으로 인해 다음 수술에서 계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소
독간호사는 피부 봉합을 완전히 마친 후 최종 계수를 실시한다.

3.1.
공통
(스폰지,
날카로운 물품,
기구
및 기타)

3.1.2. 최종 계수 종료 시까지 kick bucket이나 쓰레기 통, 린넨통을 수술방에서 치우지 않
는다.
3.1.3. 초응급 상황으로 인해 계수가 생략된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 수술방이나 PACU
(post anesthesia care unit)에 머무르는 동안 방사선 촬영을 통해 수술 물품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다.
3.1.4. 수술 종료 후 수술방 안에 계수 물품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수술실 바닥 곳곳을 확
인하고 청소한다.

3.2.
스폰지

3.2.1. 소독간호사는 마취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깨우는 동안 수술에 사용했던 스폰지를
모두 모아 최종적으로 한번 더 계수하고 이를 kick bucket에 정확하게 담아 정리한다.
3.3.1. 봉합침의 잔존으로 인해 수술방을 드나드는 직원들이 자상을 입거나 다음 수술 중
계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독간호사는 멸균 영역 안팎에 보관되어 있던 봉합침을
모두 모아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정확하게 버린다.

3.3.
날카로운 물품

3.3.2. eyed needle은 needle rack에 담아 수술 기구 세트 안에 넣어 소독한다.
3.3.3. needle rack에 들어갈 eyed needle의 수와 종류는 수술에 따라 정량화한다.
3.3.4. 간호사는 세척된 수술 기구를 세트 tray에 정리하면서 needle rack 내의 부족한 봉
합침을 확인한다.
3.4.1. 세트 내 기구의 종류와 수를 최소화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목록화 한다.
3.4.2. 각 과의 책임간호사는 수술 절차의 동향에 따라 세트별 기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한다.

3.4.
기구

3.4.3. 수술 기구 세트 포장 전, tray 안 기구 종류와 수량을 세트별 기구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3.4.4. 수술 기구 세트를 세팅하고 확인한 사람은 부족하거나 첨가된 기구의 종류와 수량
을 자신의 서명과 함께 name card에 기재해 세트의 포장 겉면에 부착한다.

Ⅳ. 논 의

4. 최종 가이드라인 완성
수술실 계수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계수시기에 따른 계수물품별 범주에 따라 분

본 연구는 병원 및 지역 차원에 적합한 수
술실 계수오류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류되어 총 139개의 항목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수술실 간호사의 계수업무를 표준화하고 체내

(Table 3).

이물질 잔존 위험으로부터 수술 환자를 보호
함으로써 수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
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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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4단계의 과정을 통해 개발하

지 않았던 계수 불일치 시 대처 방법이나 정책

였다. 먼저, 예비 가이드라인 도출 단계에서는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이드라인 개정

AORN의 계수 지침(AORN, 2006)을 포함한

시 AORN의 지침을 토대로 보완되어야 할 사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고, 더불어 간호사 면

항으로 남았다.

담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의 경험적 노하우를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평가에서

수집하였다. 과학적 지식이나 연구 결과가 부

‘수술 중 방사선 촬영을 하는 수술이나 응급

족한 상황에서 경험에 의한 일화 등은 실무 발

수술에서의 계수 생략’, ‘계수 결과 재확인을

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Hamer

목적으로 한 방사선 촬영’에 관한 항목은 문헌

& Collinson, 2005), 경력간호사 면담을 통한

에 근거하여 도출한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근거의 확보는 계수 업무에 대한 연구

3가지 평가 영역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근거가 매우 제한적인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삭제되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생성 과정에

반드시 생략하지 않고 수행해야 하고, 불필요

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근거강도 평가와 권고

한 방사선 노출로 인한 비용 및 신체적 피해

강도 결정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는 계수 혹

발생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임상전문가

은 계수오류 관련 연구들의 활성화를 통해 마

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가이드라인

련된 근거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가이드라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

인을 개선 및 보완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도 평가 과정은 이처럼 권고 사항이 문헌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ORN의 지침

부터 도출되었다 할지라도 임상간호사들의 경

(AORN, 2006)과 비교해 본 연구의 가이드라

험적 노하우와 판단에 의해 현장 상황에 따라

인의 차별성은 가이드라인 항목의 세분화와

수정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범주화에 있다. AORN의 지침은 본 가이드라

있는 과정이었다.

인에서는 다루지 않은 계수 불일치 시 대처

Ⅳ)와 정책 및 절차
(Recommended Practice Ⅵ)에 관한 영역을 제
(Recommended Practice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의 임상타당도 평가
에서는 실무적용률 평균이 50.0% 미만인 11개
항목의 원인은 대부분 ‘인력 부족’, ‘바쁜 업무

외할 경우 총 48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시간 부족)’, ‘집도의 요구(협조 어려움)’이었

있으나,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은 총 139개의

다. 이러한 항목들은 전문가 타당도 평가에서

항목으로 세분화되었다. AORN의 지침은 권고

‘적용가능성’은 낮으나 ‘효과성’은 높을 것이

사항을 계수물품(Recommended Practice

라 평가된 항목들과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 이

Ⅱ, Ⅲ)과 기록(Recommended

Practice

Ⅰ,

Ⅴ)의

는 수정된 예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종합평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

문항 중 ‘가이드라인은 수술실 실무 환경에 적

의 가이드라인 항목들은 계수 업무를 특징짓

합한가’에 대한 평점이 나머지 문항들에 비해

는 두 가지 중요 범주인 ‘계수시기’와 ‘계수물

낮았던 이유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

품’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보다 철저한 계수

의 세분화와 범주화를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

업무를 위해서는 순환간호사 고정 배치 및 간

간호사들이 계수 업무를 보다 구체화시켜 체

호 인력의 업무 과중 감소를 통해 소독간호사

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와 순환간호사가 동시에 계수 과정에 집중할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

수 있도록 하고 수술팀을 이루는 모든 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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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들이 계수업무에 보다 참여적이고

진행되었고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었으므로, 본

협조적일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수술실 환경에 일반화하

한편 본 연구의 임상타당도 평가는 예비 가

기 위해서는 추후 여러 의료기관의 임상 전문

이드라인의 항목 수가 많아 간호사들이 이를

가를 통해 타당도를 재검증하고 실무적용 결

실제로 적용한 후 적용 유무를 체크하도록 유

과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

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적용된 수술 건수

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의 권고 수

것이다.

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실제 활용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수술 종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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