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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경외과 병동 소개

   1. 위치 : 나3 병동 

   2. 간호인력 : 14명

   3. 병상 수 : 60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신경외과 병동 배치 구조도 >



<신경외과 환자현황표> <간호사실>

<신경외과 병동 복도> <간호사실>



Ⅱ. 신경외과 병동의 주요질환

EDH(Epidural hematoma)

ICH(Intracerebral hemorrhage)

SAH(Subarachnoid  hemorrhage)

SDH((Sudural  hemorrhage)

IVH(Intraventricular hemorrhage)

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VBI(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Cerebral infarction

Cerebral concussion

Back pain

Spine Fx

Skull Fx

Hydrocephalus



Ⅲ. 신경외과 환자의 간호 및 처치

1. NG tube

1) 목적

(1) 위장관으로부터 가스, 수술 후 분비물 제거(감압)를 하기 위함

(2) 위장관내 출혈이 있는 경우 치료하기 위함

(3) 위장관내 검사를 위한 검체를 얻기 위함

(4) 위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

2) 위관삽입 확인 방법

상복부 위 검상돌기 아래에 청진기를 놓고 5~10 cc의 공기를 위 속으로 집어 넣을 

때 청진으로 소리로 확인

3) 위관 삽입길이

 코 끝에서 귓 볼까지 의 거리에 귓 볼에서 흉골의 검상돌기까지의 거리를 합한 것

4) NG tube 준비물품

장갑(소독된 장갑 or 일회용 비닐장갑),  젤리,  NG tube 1#,  50cc syr 1#,  

청진기, 반창고(고정용)

2. 배설간호

1) Nelaton 목적 및 적응증

①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할 때 방광을 비우기 위함. 

② 검사를 위해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하기 위함. 

③ 잔뇨량을 측정하기 위함. 

④ 무뇨인지 폐뇨인지 확인하기 위함. 

⑤ 실금으로 인한 수술부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2) Nelaton 준비물품



Dressing set, saline ball, 젤리, 소독장갑, 소변 배액통, 소공포, Nelaton 

catheter(6-8Fr)

3) Foley cath. 적응증

① 장기간 자연배뇨가 불가능할 때 계속적인 배뇨를 돕기위해

② 회음부 수술환자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술 시 방광의 팽창을 예방하기 위함

③ 방광 내 세척이나 약물을 주입하기 위함

④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함

4) Foley cath. 준비물품

① Foley cath 16Fr, 18Fr

② Urine bag or urine hourly bag

③ 10cc syr

④ N/S 10cc

⑤ Grip lock

3. 방광훈련, 방광세척법

1) 방광훈련 적응증 및 필요성

유치도뇨관 삽입환자가 유치도뇨관 제거 후 요실금 예방 위해 실시

2) 방광세척의 적응증

(1) 정기적인 방광세척은 요로감염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금기

(2) 적응증: 방광 안에 약물 주입을 위해 요로카테터 폐쇄시

3) 방광세척 준비물품

  크린조 1L, 일회용 50cc Syr., 소독된 장갑, 소독된 bowl, Kelly

4) 방법

(1) 의사 order를 확인하고 준비물품을 챙긴다(크린조 1L에 KmmO4 1:8000을 조금 

넣어 세척액을 만든다.)

(2)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방광세척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3) 무균적으로 소독 bowel을 열고 크린조를 붓는다.

(4) 주사기로 세척액 50cc 정동 잰다.



(5) 한 손으로 도뇨관의 끝부분을 잡고 도뇨관과 소변주머니관을 분리한다.

(6) 도뇨관에 주사기의 끝을 삽입하여 세척액을 천천히 방광으로 주입한다.

(7) 주사기로 다시 넣은 양만큼 용액을 빼낸다.

(8) 계속적인 반복으로 방광을 세척한 후 더 이상 용액이 되돌아 나오지 않으면 

주사기를 제거한다.

(9) 다시 소변주머니관과 도뇨관을 무균적으로 연결한다.

(10) 도뇨관을 고정하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4. 관장

1) 관장의 적응증

가장 흔히 이용되는 관장의 이유는 변비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① 매복된 변의 제거 

② 진단적 검사, 외과적 수술 준비로 장을 비우기 위함 

③ 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변을 배출하기 위함

2) 관장의 종류

(1) Kallimate enema 

Ÿ 목적: Hyperkalemia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 즉, 칼륨을 빠져나가도록 

함 (1일 4회까지, 4~6시간 간격으로 함) 

Ÿ 용액: Kallimate 5포 + 5% D/W 200cc

(2) Dulphalac enema

Ÿ 목적: Portal systemic encephalopathy를 치료하기 위함(liver가 나빠서 뇌에

까지 가서독성을 일으키는 것임-간성뇌증). 즉, 암모니아를 빠져나가도록 함

Ÿ 용액: Dulphalac 200cc  slaline 200cc

(3) 용수 관장(Finger enema)

Ÿ 목적: 분변 매복으로 변이 매우 단단하고 너무 커서 자율적 배출이 어려울 경우 

굳은 변 덩어리를 제거 한다.

5. 흡인 관리

1) 목적

(1) 상하부기도 내의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한다.



(2) 진단 목적을 위하여 분비물을 채취함

(3) 기침이나 심호흡을 유도하여 환기도모

(4) 분비물 축적으로 인한 감염 방지

2) 적응증

(1)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

(2) 기침을 할 수 없는 환자

(3) 분비물 축적으로 호흡 시 잡음이 있는 환자

3)  종류

(1) 구강흡인

(2) 기관 내 흡인

4) 준비물품

흡인기, 크린조,  일회용 비닐장갑, suction tip,  bowel 

  

5) 흡인 방법

(1) 구강, 기관 내 흡인

장갑을 끼고 흡인 카테터를 오염되지 않게 꺼내어 흡인기에 연결하여 흡인기 압력

을 조절한다.    

* 성인: 15mmHg, 소아: 90-100mmHg

(2) 흡인 조절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부드럽게 흡인 카테터를 돌려 빼면서 분비물 

제거

(3) 1회 흡인시간은 15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Ⅳ. 신경외과 병동의 검사

1. 두부 컴퓨터 촬영술(Brain CT Scaning)

1) 목적 

: 두부의 병면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 준비

CT 검사 시 18G이상(조영제 사용 할 경우)으로 혈관을 확보하되 가능하면 3-way를 

연결하도록 한다. (혈관이 약하거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2G이상으로 혈

관을 확보해도 되나 조영제로 인하여 혈관파열의 우려가 없는 혈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3) CT의 단점

(1) 각 scan 마다 호흡차이와 환자의 움직임 때문에 일부 anatomy level을 빠뜨릴 

수 있다.

(2) 반복 scan 하게 되는 단점이 있고 scan 사이에 discontinuty가 생길 수 있다.

(3) scan 마다 숨을 쉬게 함으로써 검사 시간이 걸린다.

2. 요추천자 (Lumbar Puncture)

1) 목적

뇌척수액의 진단적, 치료적 목적으로 천자침을 요추의 지주막 하강에 삽입하여 뇌

척수액을 채취한다.

(1) 검사를 위한 뇌척수액의 채취

(현미경적, 혈장학적, 세포학적, 화학적 분석)

(2) 뇌압의 측정 및 감압

(3) 지주막하의 차단 유무 확인

(4) 항생제나 항압제 투여

2) 준비물품

Tapping set 1#, 10cc syringe 4-6#, Lidocain 1 bottle, Plaster 1#, Glove 2#



압 측정 위한 manometer 1#, 검체 bottle 4-5#

3) 검사방법

(1)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2) 특별히 금식이나 수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새우 등처럼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

(4) 천자 할 부위를 국소 마취 후 시행한다.

(5) 척추 뼈 사이에서 척수액을 채취한다.

(6) 검사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4) 검사 후 유의사항

(1) 검사 후 베개를 베지 않고 약 8시간 동안 앙와위(바로 누운 자세)로 절대안정

을 취하도록 한다.

(2) 절대로 머리를 들지 않도록 교육한다.

(3) 검사 시 자세로 인하여 허리와 등, 다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4) 검사 후 통증이 심하거나 검사부위의 출혈, 뇌척수액 유출, 사지의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배뇨곤란이 있을 시 담당간호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