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평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과정 평가 항목
과정평가 항목은 총 25문항으로, 100% 충족해야 하는 정규 a 항목은 20문항, 50%이상 충족해야 하는 정규 B
항목은 4문항,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권장사항인 시범 항목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 항목

등급

정규 A 항목 (20항목)
설명

내시경 검사 시작 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을 활용하여 수검자 정규 A
를 확인하는가?
내시경 검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시행하는가?

정규 A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취득하는가?

정규 A

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서에 의료진과 수검자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가?

정규 A

내시경 검사 시작 전 금식 유무, 약물 복용력, 전신 상태, 치아상태(위내시경만 해당), 대장 정규 A
정결 상태(대장내시경만 해당)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는가?
진정

의식하 진정 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취득하는가?

정규 A

의식하 진정 내시경 검사를 위한 진정제 투여 지침에 따라 진정제를 투여하는가?

정규 A

의식하 진정 내시경 검사를 위한 항정신성 약품은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을 피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가?

정규 A

의식하 진정 내시경 검사 시작 전 수검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고, 검사 중 수검자의 호흡, 정규 A
산소포화도, 맥박수 등을 감시하고 기록하는가?
의식하 진정 내시경 검사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검자를 퇴실시키는가?
검사 과정 내시경 검사 중 수검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가?

정규 A
정규 A

내시경 검사 중 내시경 사진을 촬영하고,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저장하는가?

정규 A

내시경 검사 중 병변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내시경을 반전하거나 근접하는가?

정규 A

내시경 검사 중 관찰되는 이상 소견에 대해 조직생검을 시행하는가?

정규 A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하는 우발증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정규 A

위내시경 검사 중 십이지장 제 2부위까지 삽입하고, 삽입 여부를 영상으로 저장하는가?

정규 A

위내시경 검사 중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에 대해 헬리코박터 균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가? 정규 A
대장내시경 검사 중 맹장까지 삽입하고 맹장삽입 여부를 영상으로 저장하는가?
검사 결과 조직 검사를 시행한 수검자에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주고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가?
모든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가?

정규 A
정규 A
정규 A

정규 B 항목 (4항목)
안전 관리 내시경실의 위험물질(예, 포르말린)을 관리하는 지침이 있고, 지침을 준수하는가?

설명

정규 B

내시경실의 낙상 예방을 위한 지침이 있고, 지침을 준수하는가?

정규 B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취득하는가?

정규 B

검사 과정 대장내시경 검사 중 검사 시간을 점검하고 회수시간을 6분 이상으로 충분히 유지하는가?

정규 B

시범 항목 (1항목)
안전 관리 내시경 검사의 결과보고서 변경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있는가?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