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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병동 소개

  

   1. 위치: 본관 6층

   2. 간호인력 : 18명

   3. 병상 수 : 66 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본관 6층 배치 구조도 >



<소아병동 입구>   <소아병동 중환자실>

<소아병동 환자 현황표>  <소아병동 복도>



Ⅱ. 소아병동의 주요 질환

1. 호흡기계 질병

- 폐렴(pneumonia)

- 세기관지염(bronchiolitis)

- 인두염(pharyngitis)

- 기관지염(bronchitis)

- 천식성 기관지염(athmatic bronchitis)

- 편도선염(tonsillitis)

- 천식(bronchial athma)

- 크룹(croup)

2. 급성위장관염(Acute Gastroenteritis)

3. 요로감염(UTI: Urinary Tract Infection)

4. 알레르기 자반증(H-S purpura : Henoch-Schonlein Purpura)

5.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6. 장중첩(intussusception)

7. 가와사키병(kawasakidisease, MCLS: Mucocutaneous lymphnode syndrome)

8. 뇌막염(meningitis)

9. 신증후군(NS: Nephrotic syndrome)



Ⅲ. 소아병동 특수 진단검사

1. 요추천자 (Lumbar puncture, spinal tapping)

1) 목적

Ÿ 질병의 진단

Ÿ 치료 또는 X-ray 촬영을 위해 약물을 주입하기 위함

Ÿ 척수액압을 측정하기 위함

Ÿ 척수액음을 감소시키기 위함

Ÿ 마취약을 주사하기 위함

2) 준비물

Ÿ spinal tapping set

Ÿ skin preparation 준비물 (potadine sponge, alcohol sponge)

Ÿ 필요시 screen 준비

3) 방법

Ÿ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시술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서를 받는다

Ÿ 상의를 벗기고 등을 노출시키다

Ÿ 아동을 시술자편 침상가로 오게 하여 등이 보이도록 옆으로 눕히고 아동의 무릎

을 굽혀 가슴에 닿도록 도록 하여 시술자가 원하는 자세를 만든다.

Ÿ set를 풀고 bowel에 potadine, alcohol sponge를 담아주어 시술할 부위를 소독하

게 한다

Ÿ 마취제병을 알콜스폰지로 닦고 의사가 주사기로 lidocaine을 뽑을 수 있도록 마

취제 병을 잡고 도운다

Ÿ 척수액을 뽑은 시험관을 의사에게 받아 유리관 label에 받는 순서대로 번호

(1,2,3) 를 표시하고 환자이름도 기록한다(안전한 곳에 세워둔다).

Ÿ 시술 후 베개를 베지 말고 반듯이 6시간 동안 누워 있도록 알려준다.

2. 골수천자 (Bone Marrow Aspiration)

1) 목적 



Ÿ 골수를 채취하여 혈액 및 조혈기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함

Ÿ 질병이 순수한 혈액질환이 근원인지 전이성 암이나 감염성 질병이나 기생충 질병

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함

2) 부위

Ÿ sternum, iliac crest, spinous process of vertebrae(lumbar 2-3), tibia

3) 준비물

Ÿ Bone marrow set, 소독 glove, 2% lidocaine, glass slide, skin prep.준비물

4) 방법

< 시술 전 > 

Ÿ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시술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서를 받는다.

Ÿ 국소마취하의 알러지 확인

Ÿ BT (출혈시간), PT (프로트롬빈 시간) 확인

Ÿ 미리 검사실 직원과 시행시간을 예약하고 아동을 준비시킨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시술 시 >

Ÿ 아동에게 체위를 설명하고 그대로 유지해야 함을 설명해 준다.

Ÿ 시술자를 도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Ÿ 검사가 끝나면 모래주머니로 약 2시간 정도 검사부위에 대고 지혈하여야 함을 설

명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어준다

< 시술 후 >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처음에는 매 5분마다 3회, 매 15분마다 3회, 안정이 되면 

매 2시간 마다 3회 측정한다.

Ÿ 검사부위의 출혈을 관찰한다(빠른 맥박, 창백, 축축한 피부)

Ÿ 간호기록지에 시행시간, 시술자, 시술부위, 마취방법의 종류와 양, 보낸 검사물

의 종류, 활력징후, 모래주머니 대 준 것을 정확히 기록한다.

3. Barium enema

1) 목적

Ÿ 대장의 비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2) 환자준비

Ÿ 전날 밤 8PM에 castor oil,을 먹인 후 NPO 시킨다.

Ÿ 전날 밤 10PM에 S-S enema 시킨다.

Ÿ 당일 6 AM에 S-S enema 시킨다.

Ÿ 당일 7 AM에 saline enema 시킨다.

3) 유의할 점

Ÿ 약 30분 정도 걸린다

Ÿ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곧 식사가 가능하다

4. 정맥성 신우촬영술(IVP: Intravenous pyelography)

1) 목적

Ÿ 조영제를 정맥주사하여 신장, 뇨관, 방광을 촬영하기 위함

2) 환자준비

Ÿ 전날 밤 8PM에 castor oil을 투여한다.

Ÿ 그 이후 NPO 시킨다

Ÿ 10시간 이전에 IV를 sto한다 (8PM 이후부터)

Ÿ castor oil 투여후 변을 보지 않은 경우는 당일 6AM에 S-S enema 시킨다.

3) 유의할 점

Ÿ 과량의 수분섭취는 조영제가 희석되어 조영이 불투명하게 되므로 촬영전날 저녁

은 수분섭취를 제한한다.

5. 배뇨방광요도조영술 (VCUG : voiding cystoureterography)

1) 목적

Ÿ 방광요관역류 진단

Ÿ 실금을 유발시키는 신경성방광의 진단

Ÿ 비정상적 방광기능을 평가하여 수술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함

Ÿ 유아에서 요도의 선천적 이상을 진단



2) 방법

Ÿ 도뇨관을 방광으로 삽입하고 catheter를 통해 요오드 조영제를 점적한다.

Ÿ catheter를 잠그고 앙와위, 측위, 그리고 비스듬한 자세로 촬영한다.

Ÿ catheter를 고 제거한다.

Ÿ 아동에게 배뇨하게 하고 배뇨동안 방광과 요도를 촬영한다.

6. 위내시경 (Gastro Fibroscopy)

1) 목적

Ÿ 식도, 위장부위의 병변을 눈으로 직접 보기위함

2) 환자준비

Ÿ 검사 전날 10PM부터 NPO 시킨다.

3) 유의할 점

Ÿ 소요시간: 10~20분

Ÿ 병실로 돌아온 후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술 후 2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도록 

한다.

7. 신장 스캔(renal scan)

1) 목적

Ÿ 신장 조직의 이상평가, 종양, 신장의 손상, 신우신염 등을 진단함

2) 전처치

Ÿ NPO 는 필요 없다.

Ÿ 검사 30분 전 300~500cc 정도의 물을 마신다.

Ÿ 검사전 소변을 보도록 한다.



Ⅳ. 소아병동 일반 진단검사

1. 일반혈액검사 (Hematology)

1) 내용

Ÿ 적혈구 (RBC), 백혈구 (WBC), 적혈구용적비 (Hct.), 헤모글로빈 (Hb), 적혈구  

침강속도 (ESR), 백혈구감별계산 (Differential count), 혈소판 (platelet)

2) 채취방법

Ÿ 주사기로 2cc 정도의 정맥혈을 채혈하여 bottle에넣어 잘 흔든다. 응고되지 않게 

잘 섞되 너무 세게 하여 용혈되지 않도록 한다

2. 혈액응고검사 (Hemostasis)

1) 내용

Ÿ 출혈시간 (BT), 혈수판수 (Platelet count), 부분적 트롬보플라스틴 활성화 시간 

(aPTT), 프로트롬빈 시간 (PT)

2) 채취방법 

Ÿ 출혈시간검사를 제외한 항목은 일반혈액검사와 동일함

Ÿ 출혈시간 (BT) 검사는 피부절개 후 출혈지속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3. 일반소변검사 (Routine urinalysis)

1) 내용

Ÿ 뇨의 색깔, 냄새, 비중 (SG), pH, 포도당, 케톤체, 알부민, 적혈구, 백혈구, 원

주, 결정체 등

2) 체취방법

Ÿ 30~60cc의 중간뇨를 채뇨해서 즉시 보낸다.



4. 대변검사 (stool study) 

1) 내용

Ÿ유충과 충란검사 및 상부소화기 출현 진단

Ÿ 기생충 (parasite), 충란 (egg), 잠혈 (occult blood), WBC, mucus, Rota  virus

2) 체취방법

Ÿ 2~3g의 대변을 받아 뚜껑있는 채변용기에 받아 마르지 않도록 한다.

5. 배양검사 (culture)

1) 소변배양(urine culture)

: 요로감염을 진단하기 위함

Ÿ 채취방법: 요도 끝을 소독솜으로 앞에서 뒤로 닦고 소변을 보다가 용기를 대고 

5~50cc 정도의 소변을 받아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Ÿ 판정: 요로감염은 단일 종의 세균수가 100,000 집락/ml 이상, 10,000~100,000 미

만은 의양성, 10,000 이하는 음성이다

2) 혈액배양 (blood culture)

: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함

Ÿ 채취방법: 피부를 알콜솜 베타딘의 순으로 소독하고 피부가 마르면 알콜솜으로 

잔유 요오드를 닦아낸 다음 정맥천자를 실시한다. 적어도 두 부위에서 2개의 표본

을 30분 간격으로 채취한다.

Ÿ 검사결과 판정: 정상은 균이 배양되지 않는 것이다(“no growth")

3) 인후배양 (throat culture)

: 인후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규명하기 위함

v 채취방법

Ÿ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힌 후에 설압자로 혀를 누른 후 입을 통하여 구강을 건드리

지 않으면서 인두와 편도선 주위까지 면봉을 삽입한다.

Ÿ 병소가 있는 부위에서 면봉을 문지르거나 삼출물을 적셔낸 다음 손잡이 부분의 

면봉을 꺾어 소독된 시험관에 넣고 끝을 봉한 후 검사실로 즉시 보낸다



◉ 점적수 (drop) 계산법

Ÿ 1cc = 15 drop

예제1) 40cc/hr 인 경우

       40 ×  15drop = 600 drop/60분

       600drop ÷ 60분 = 10 drop

       즉, 1분에 10 drop 떨어지고 6초에 한 방울이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