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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과 병동 소개

   1. 위치 :본관 7층 병동

   2. 간호인력 : 16명

   3. 병상 수 : 56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일반외과 병동 배치 구조도 >



<병동 입구> <환자 현황판>

<간호사실> <병동 복도>



Ⅱ. 외과 병동의 주요질환

위암 (stomach cancer)

충수염 (appendicitis)

담석증 (gall stone)

서혜부탈장 (inguinal hernia)

유방암 (breast cancer)

편도선염 (tonsillitis)

만성부비동염 (chronic na니 sinusitis)

비골절 (nasal bone fracture)

늑골골절 (rib fracture)

백내장 (cataract)

자연기흉 (spontaneous pneumothorax)

치질 (hemorrhoid)

장폐색증 (bowel obstruction)

교사 (snake bite)

만성중이염 (chronic otitis media)

대상포진 (herpes zoster)

전립선 비대증 (prostatic hyperplasia)



Ⅲ. 외과 환자의 간호 및 처치

1. 수술 전 간호

1) 심리적 신체적 간호

수술시 위험을 줄이기위해심리적, 신테적 상태를 최적의 건강 상태를 요한다.

2) 동의서 작성법

법적 의미: 승낙서는 환자가 수술에 관에서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수술을 받지 못

하도록 보호해 주며, 또한 의사나 병원 직원을 보호해 준다.

내용: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그림, 도표이용)과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흉터

나 합병증 등을 환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거짓 없게 한다.

방법

-20세 이상의 의식 있는 환자: 담당의사가 환자, 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20세 미만(소아),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환자는 담당의사가 가족이

나법적 대리인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3)마취 설문지 작성법

담당간호사가 직접 마취 간호 설문지 문항에 준하여 폐,순환기계 질병 혹은 상기도 

감염, 흡연 습관, 기왕력,과거력과 가족력, 몸무게, 키, 무통주사 유무 등을 확인

하며, 환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위로 받게 해 주며 환자, 보호자의 서명, 날인 

후 마취의사에게 알려주고 기록한다.

4) 수술 전 교육

A. 전신마취의 경우

*일반외과 수술: 심호흡, 복식 호흡

절개부위를 베개로 지지하면서 기침하는 법과 전신 마취 후 합병증을 설명하고 교

육한다.

8시간 금식시킨다.

사지운동: 무릎, 발목을 굽히고 펴는 운동과 발목을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운동은 

혈전성정맥염(thrombophlebitis)이나 가스팽만(faltus) 및 가스 통증(gas pain)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전 MN NPO를 시킨다.

물과 담배도 확인한다.

* 정형외과 수술: 심호흡, 복시 호흡, 기침하는 법과 전신 마취 후 합병증을 설명

하고 교육한다. 수술 후 8시간 금식을 시킨다.

수술한 다리나 팔의 감각 유무를 잘 관찰하도록 설명한다.

수술한 다리나 팔은 elevation 시키도록 교육,수술전 MN NPO 시킨다.

물과 담배도 안됨을 확인한다.

B. 척추마취(spinal anesthesia)인 경우 8시간 절대 안정 교육을 하고 소변보는 요

령등과 합병증을 설명한다.

수술 전 MN NPO 시킨다.

C. 부분마취-Nerve block(신경차단):환자를 금식시킬 필요는 없다.

5) 수술전날 준비

A. Skin prep법

목적: 수술부위 피부의 청결과 삭모로 감염의 위험을 예방한다.

피부준비는 피부에 있는 세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세균이 조직 깊숙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방법

① 수술 전 날 7.5% 포타딘 용액으로 넓고 길게 잡아서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② 살균된 새 안전면도를 모발결의 반대 쪽으로 삭모한다.

③ 피부를 베이거나 상처내지 않도록 조심하여 확인한다.

B. 위, 장 준비(NPO)

목적: 수술 전 날 저녁 위장준비는 마취동안구토와 흡인 가능성을 줄이고 소장이나 

대장수술 할 때 분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이다.

방법

① 수술 7-10시간 전 즉 MN이후부터 금식(NPO)의 이유를 설명하고 금식시킨다.

단, 오후에 늦게 수술이 있을 때는 아침에 가벼운 식사 후 금식시킨다.

② 침상옆 탁자위의 물과 음식을 치운다.

③ 환자 침대 앞에 금식(NPO) 표시판을 부착시킨다.

④ HIS에 NPO 명단 환자를 띄운다.



약제 및 

기호품
미치는 영향 대책

담배 수술 후 폐합병증이 많다. 철저한 금연

알코올

마취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철저한 금주

금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는 알콜 자체의 중추억제 작용에 의해 마취제

의 투여는 소량으로 신중히 한다. 만성 의존의 경우에는 마취제에 저항력

을 나타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투여는 조금씩 늘려 가는 것이 안전

하다.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에 의한 부신기능이 저하되어 수

술 중과 후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는 감염에 의한 저항력을 저하시켜 상처의 

치유를 지연 시킨다.

수술 전 투여량 조절

스테로이드 투여의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

행할 필요는 없다.

C. 정신적 육체적 안위-충분한 수면 필요

D. 정서적 간호흫 한다. 원하면 목사님의 기도를 위해 원목실에 연락한다.

E. 수술 약 중 마약을 마약 처방전을 약국에 내려 타온다.

F. 항생제 투여하는 경우 수술 전날 AST를 하여 Negative 확인 후 수술 전에 PRE 

MEDI로 투여한다.

6) 수술당일 아침 환자 준비

① 수술을 위한 마취전 투약하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환자 재점검함-활력징후, 

피부전검, 배뇨, 틀니, 쇠붙이, 메니큐어, 머리핀 제거 재확인, 귀중품 보관, 깨끗

한 환의, 챠트, 속옷제거, 머리가 긴 경우 묶는다.

환의는 중앙부에서 받은 소독된 가운을 입히며 IV팔은 끼우지 않는다.

② 수술실에서 환자 call이 오면 Foll Voiding 후 수술 전약을 확인 투여하고 V/S

을 한번 더 확인한다.

7) 수술 Cart 준비법

수술 받을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도록 연락이 오면 수술실내에 있는 OP-Car를 가지

고 수술 침상을 만든 후 환자를 Sheet로 잘 덮어주고 조용히 이동한다.

※ 수술전환자의 복용약제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인슐린

당뇨병 환자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

다. 특히 수술 후의 저항력을 약하게 해서 

상처의 치유를 늦게 한다.

수술 전후 혈당치를 측정하

여(레귤러 인슐린을 사용) 

조절

강심제(dig

italis)

전해질 이상, 산소 농도의 변화 그리고 마

약제와 작용하여 서맥이나, 방실블록 등을 

일으키기 쉽다.

특별히 중지시킬 필요는 없

다. 전해질(특히 칼륨), 혈

액가스 분석 등 체크

※ 강심제 중지, 다른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항정신병 

약물

MAO 저해제는 저혈압이나 다른 약제의 효과

를 증강시킨다.

MAO 저해제는 적어도 3주 이

전에는 투여 중지하고 변경

한다.

이뇨제

(혈압 

강하제)

특히 reserpine, guanethidine 등은 카테콜

아민의 분비가 억제되어 있어서 마취중 저

혈압을 유발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

재는 다음과 같이 고려되고 있다.

혈압 강하제(MAO 저해제는 

제외) 는 수술 전에 중지하

면 안된다. 혈액가스 분석, 

전해질 체크, 심전도, CVP의 

모니터도 실행함.

※고혈압 환자가 마취제에 의해 저혈압을 일으키는 것은 수술 전 강압제 

복용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나며,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혈

액량의 이상과 심부하 등의 위험 요인이 생기므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한 상태를 더욱 증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 그 이

유이다.

항파킨스 

제제

마취제나 출혈에 의해 저혈압을 일으키기 

쉽다. 이 질환 환자는 동매경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반감기가 짧으므로 투여는 

수술 전날 밤까지로 하고, 

당일 투여는 금지한다. 수술 

후 가급적 빨리 재개한다.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clindamycin 등은 근육 이완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취제나 근육 이완제와의 병

용에 의해무호흡 등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항생제는 수술 직전

과 직후의 사용은 될 수 있

는 한 피한다.

항크린 

테스테라제

근육 이완제와의 병용으로불리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아놔의사 처방에 따라 수술

전 약제 변경

항응고제
헤파린(heparin), 와파린(warfarin)의 투여

로 수술중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헤파린에 대해서는 프로타민

에 의해 중화되기 때문에 응

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투여

하고, 와파린에 대해서는 비

타민 K를 투여한다.



2. 수술 후 간호

(1) 병동간호사는 회복실 간호사로부터 그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경과에 대해 구

두로 보고 받는다.

(2) 환자에게 담요를 덮은 뒤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복도 통로, 병실 

안을 정리한다.

(3) 먼저 chart를 보고  마취의 종류를 확인한다.

(4) 환자를 병실에 옮기기 전에 HIS상으로 X-RAY가 있는지 확인한다.

(환자를 두 번 이동하게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다.)

(5) OP V/S

목적: 수술 후 활력 증상의 변화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표로써 안정될 

때 까지 세밀하게 측정한다.

방법: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매 15분마다 4번 → 30분마다 2번 →  1시간마다 

1번

(6) 환자를 병실에 옮긴 후 sheet를 정리하고 옷을 입혀준다.

A. 환자 이동법

침상으로 옮길 때 4명이상이 좌, 우로 평행을 유지하면서 한 사람의 구호에 맞추어 

한 번에 이동한다.

B. 환의 침상 주비시 주의 점

목적: 깨끗한 침상으로 환자의 회복촉진, 최고의 휴식과 평안, 외관상 청결유지

방법

① 다량의 배농이 예측되면 패드, 고무포를 준비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② 과 특성에 따라 골절 환자 침상(척추나 등의 근육을 반듯하게 유지하기 위해 딱

딱한 침상준비, 골절부위를 지지하기 위함)을 준비한다.

③ 환의를 벗길 때는 IV LINE 팔부터 빼나 CAST를 한 팔이 있는 경우는 CAST한 팔

부터 뺀다. 반대로 환의를 입을 때는 CAST한 팔이 우선이며 그 다음 수액을 하고 

있는 팔을 끼운다.

(7) 환자가 하고 온 line을 정리하여 준다.

(foley, hemovac, barovac, a-line, CVP 등)

(8) 마취 간호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다.

A. 전신마취시

* 일반외과 수술: semi flower position 을 취하게 한다.

가습기를 틀어준다.

심호흡, 복식호흡, 절개부위를 배게로 지지하면서 기침하는 법과 전심마취 후 합병



증을 설명하고 교육한다.

금식을 시킨다.appendicitis나 cholecystectomy 인 경우 복대로 abdomen을 지지한

다.

wound oozing이 심한 경우 주치의를 notify를 한다.

Diet는 처방에 따라 식이를 준다.

* 정형외과 수술: 심호흡, 복식호흡, 기침하는 법과 전신 마취 후 합병증을 설명하

고 교육한다. 8시간 금식을 시킨다. 수술함 다리나 팔의 감각유무를 잘 관찰하도록 

설명한다. 수술한 다리, 팔은 elevation 시키도록 교육한다. 8시간 이후 Diet는 처

방에 따라 식이를 준다.

B. 척추마취(spinal anesthesia)인 경우-8시간 절대 안정 교육을 하고 소변보는 요

령등과 합병증을 설명한다. 수술 후 8시간이 지나도 소변을 보지 못할 경우 Nelson

을 실시하거나 hot bag을 배위에 대어 주어 배뇨를 유도한다.

C. 부분 마취-Nerve block:환자를 금식시킬 필요는 없고 2시간 뒤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9) post op order를 보고 시행한다.

(10) emotional care를 해준다.

3. PCA 간호

수술 후 통증조절기를 부착해 주므로 수술 후 있게 될 통증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이다.

*PCA 사용의 절차

-환자가 PCA사용을 원할 경우 마취설문지란에 PCA 사용여부를 적은 후 보호자나 환

자의 사인을 받은 다음 OR에 보낸다.

-PCA를 달고 나오면 3일 정도 유지되는데 제거를 할 때까지 삽입 익일부터 PCA관찰

료를 입력해야 한다.

-PCA를 제거 할 경우 반드시 간호기록부에 제거한 시간을 적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

며 제거 후에는 Fee를 입력하지 않는다.

*부작용

구역질(오심)과 구토증에 졸리움증, 호흡억제, 가려움증,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괴로운 느낌을 갖는다.



간호진단 관련요인

비효율적인 호흡양상

-공포와 불안에 의한 얕고 빠른 호흡과 관련

-절개부위의 통증과 관련

-마취제와 관련

-체위, 허약,수술부위와 관련된 흉벽과 폐의 확장 감소와 관련

비효율적 기도청결

-호흡기계자극에 의한 분부물의 증가

-비효율적인 기침과 관련

-섬모의 기능저하

-저하된 활동 능력

수분.전해질 균현의 

변화

-불충분한 수분보충과 관련

-비위관, 상처배액, 구토 등에 의한

영양의 변화

-통증, 오심, 복부팽만 등으로 인한 불충분한 섭취와 관련

-구토에 의한 영양손실

-불충분한 영양공급

통증 -수술에 의한 조직손상, 기침, 운동 등과 관련

복부팽만
-가스와 체액의 축적과 관련(장운동 저하와 운동량 부족에 의

한)

오심 -구토중추의 자극과 관련

흡인의 위험성

-의식수준의 저하와 구개반사의 부재와 과련(마취 및 진통제의 

잔류효과에 의한)

-체위와 관련(supine position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

-폐련과 관련

-수술부위 상처감염과 관련

-요로감염과 관련

배뇨양향의 변화
-마취에 의한 방관근의이완과 관련

-마취에 의한 방광팽만의 감지 저하와 관련

피부손상의 가능성
-외과적인 절개와 지연된 상처회복 과다한 상처부위 배액과 관

련

자아개념 장애 -신체부분 상실에 대한 신체상의 변화와 관련

4.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간호진단목록



통증유발요인 대응

위관에 의한 불쾌감

-위관의 고정부위를 변경

-구강내 청결유지

-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옷에 핀으로 고정

-체위변경

수액이 새는 경우 혈관통

-수액라인을 확인

-수액라인의 제거

-수액하는 팔다리의 운동권장

배액관에 의한 피부압박 -고정 부위를 변경하거나 삽입 주위의 피부관찰

소변, 가스축적에 의한 

복부팽만

-인공도뇨관의 폐색여부 관찰

-체위변경 및 운동, 따뜻한 물주머니 적용

어깨 결림 및 관절의 불

편함

-손가락으로 승모근 마사지

-가능한 범위내의 어깨 및 관절 운동

-따뜻한 물주머니나 온습포 적용

불안정한 자세 -적절한 체위변경과 마사지

불안요인 -불안요인을 사정하고 정서적 지지

Headache

-마취, 특히 척추 마취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안심시킨다.

-머리를 조금 낮추고 조용히 누워 있게 한다.

-허락되면 수분을 많이 섭취시키고 필요시에 수액을 한다.

-두통이 심한 경우 경정맥을 압박 해 본다.

-얼음 베개나 차 수건을 이용하여 기분을 안정시킨다.

Back Pain

-수술에 맞는 적절한 체위를 해준다.

-체위변경이나 가능한 관절운동을 하여 전신의 근육, 뼈, 관절이 경

직되지 않도록 한다.

-낮은 베개 등을 이용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해준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5. 수술 후 통증 유발요인에 따른 간호

6.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통증과 대응



정맥주사 삽입부

위의통증

-삽입부위의 통증, 종창, 수액의 주입속도를 확인하다.

-종창이 있으면 주사를 제거하고 얼음주머니를 대준다.

-종창 없이 혈관 주위로 수액이 새어나와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주

사를 제거하고 온습포를 대준다.

-삽입부위에 종창 없이 가까운 정맥에 통증이 있을 경우 더운 물주

머니를 대준다.

-주사 맞고 있는 팔다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 관절운동을 격려한다.

인후통

(Sorethroat)

-전신 마취시 시행하는 기관 내 삽관에 의해 인후가 자극이 되어 발

생함을 설명한다.

-2-3일이 지나면 회복될 것임을 알려준다.

-가끔씩 양치질을 권하고 구강 세척제를 처방하여 세척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