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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지표

수술 관련 지표



지표정의 

수술장에서 수술시행한(마취방법이 국소 및 

기타인 환자 제외) 환자의 마취전상태평가 기록 

작성 유무 

지표설명

서울대학교병원은 마취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취유도 직전 환자상태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마취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취 전 상태평가 시행률1.

산출식  분자  마취전 상태평가기록 작성건수×100

 분모 수술장 수술시행건수

제외기준  - 마취방법이 국소, 기타인 경우 

 -  수술실이 MICU, SICU, SICU2, CPICU, ANGIO ROOM, CT ROOM, PAIN1, PAIN2, DF5, DF6, 내시경, 

방광경, 쇄석기, 통증클리닉인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단위: %)

98.6
97.2

96.1

98.1

99.8



지표정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환자, 수술명, 

수술부위를 확인하는 타임아웃을 시행한 건수의 

비율

(* 타임아웃: 수술절개 직전(또는 마취 유도전)에 

수술팀원(수술의사, 마취의사 또는 마취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이 함께 환자, 수술부위, 수술명 등에 대해 구두로 

확인하는 것) 

지표설명

서울대학교병원은 수술 전 타임아웃을 통해 

정확한 수술을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타임아웃 시행률은 

100%로, 시행률 유지를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타임아웃 시행률2.

산출식  분자  마취유도 전 타임아웃을 시행한 건수 

 분모 마취유도 전 타임아웃을 시행해야 하는 총 수술 건수

제외기준   국소마취 수술 제외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수술(마취의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음) 제외

  본원      어린이병원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0 100 100 100100100



지표정의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 거즈, 바늘 등을 

간호사가 정확히 계수할 수 있도록 집도의 

주도하에 모든 의료진이, 하던 행위를 멈추고 

다같이 참가하여 환자 체강 내 잔류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 시행 건수의 비율

지표설명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체내에 이물질이 남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시 사용된 모든 물품을 집계 및 확인하기 

위한 타임아웃 절차를 시행하여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계수 타임아웃 시행률3.

산출식  분자  계수타임아웃 시행건수

 분모 계수타임아웃을 시행해야 하는 총 수술 건수

제외기준   - 본원: 계수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GS, TS, GY, NS, OS, UR 진료과 외 수술 제외

 -  어린이병원 

POS: IOA, Percutaneous achilles tendon lengthening, CR&IF, Hand surgery 

PUR: Cystoscopy, UDS 

PPS: Cheiloplasty, IBG 

POL: 코수술, LMS      

  본원      어린이병원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8.3

100

99.22

99.93

99.55

99.96

99.90

99.94

99.86

99.87



지표정의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 중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예방적 

항생제를 처음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 

지표설명

서울대학교병원은 수술 후 감염, 항생제 내성, 

경제적 손실, 부작용 및 내성균 출현을 막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투여율

4.

산출식  분자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예방적 

항생제를 최초 투여받은 환자의 수×100

 분모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대상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단위: %)

98.1 97.8
98.5 98.3 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