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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표

1. 실습 전 혈액투석실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을 이해한다.

2. 혈액투석환자 간호방법에 대하여 알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3. 복막투석 환자 간호방법에 대하여 알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3. 혈액투석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에 대하여 이해하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4. 투석환자의 검사 및 식이, 운동요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간호를 수

행할 수 있다.

5.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관리 및 운동 방법을 이해하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 인공신장실 배치 구조도 >

Ⅰ. 인공신장실 소개

  

  

1. 위치: 3 층

2. 간호인력 :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조무사 등 9명

3. 병상 수 : 26 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Ⅱ. 혈액투석

1. 신장이란?

 

1) 신장의 역할 

(1) 혈액의 노폐물 제거 

(2) 체내 수분량 조절

(3) 적혈구 생성을 도움

(4) 혈압조절

(5) 산, 염기, 전해질의 균형유지

(6) 비타민D 활성화

2) 신부전의 정의 

신장기능이 정상이하로 감소된 상태--->신부전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저하된 상태-->말기 신부전 

3) 신부전의 원인 

(1) 당뇨, 고혈압, 사구체신염, 요로폐색, 낭종

(2) 만성신장 감염

(3) 유전

(4)기타 

4) 요독증이란?

신장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혈액 속에 노페물이 축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1) 전신쇠약,식욕상실,오심.구토,가려움증,고혈압

(2) 부종,호흡곤란,두통,성욕감퇴,소변횟수변화(증가 또는 감소)

2. 혈액투석이란?

인공 신장기를 이용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혈액은 특수한 관을 통해 

체외로 나와서 특수한 필터(투석기)를 통해 정화된 뒤 체내로 다시 들어 가는 것이

다. 



1) 혈액투석의 장점 

(1) 의료요원이 치료담담

(2) 병원에서 치료함으로 안전함

(3) 집안에 기구 비치 불필요

(4)  간헐적 치료: 주 2-3회로 충분

(5) 다른 환자와 의료요원과의 정기적 접촉

(6) 신체에 카테트를 달고 다니지 않음 

2) 혈액투석의 단점 

(1) 동정맥루나 혈관이식이 필요

(2) 고정된 스케줄(주2-3회 병원방문, 타인과 기계에 의존)

(3) 매 치료시 바늘 2개 삽입

(4) 투석후 몸이 지침 

(5) 혈액내 전해질 변화가 심함 

(6) 투석과 투석사이 수분과 노폐물 축적 

3) 혈관통로관리 

(1) 동정맥루란?

동맥과 정맥결합 (동정맥루)

분당 200ml 이상의 피를 혈액투석기에 공급 

(2) 혈관이식 이란?

인조혈관의 끝을 동맥과 정맥에 연결 

3) 정맥관이란?

응급상태에서 임시로 사용

경정맥, 대퇴정맥 같은 큰 정맥을 사용한다. 

4) 투석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저혈압, 근육경련, 오심과구토

(1)원인: 투석간 체중증가가 많았거나 혈장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수분을 제거한 경

우 

(2)처치: 호흡곤란이 없으면 다리를 높인다. 수분섭취

(3)예방: 투석전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는다. 

         투석간 체중증가를 2Kg 이내로 조절



3. 혈액투석환자에게 주로 투여하는 약물

1) 혈압강하제(항고혈압제)

투석치료중, 또는 투석치료 후 저혈압이 발생하는 환자는 투석치료 하는 날 아침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모든 환자가 투석 당일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는 것은 틀린 것이다.

2) 인결합제

식이로 조절되지 않는 고인산혈증의 경우는 인결합제를 식중에 음식과 함께 복용하

여 섭취한 음식내의 인을 장에서의 배설을 촉진시킨다.

3) 활성화 비타민D

칼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튼튼한 뼈를 유지 시키며 검사 결과

에 따라 인 결합제와 같이 먹어야만 할 때도 많다.

4) 이뇨제

하루 소변량이 200cc이상이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것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변이 없는 경우에는 먹어도 약의 부작용만 커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5) 수용성 비타민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야채, 과일의 섭취가 제한되고 투석을 통해 일부 비타민이 손

실 비타민 B, 엽산 등을 보충한다. 특히 빈혈이 심한 환자는 잘 지켜야 한다.

6) 철분제제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철분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있을 때 철분제

를 복용합니다. 약제 복용후 검푸른 대변은 정상 소견이며 위장장애로 소화불량이

나 위통등 불편감이 심한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 합니다. 특히 조혈호르몬을 주사하

는 환자의 경우는 철분제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EPO를 맞

아도 효과가 없게 된다.

7) 항혈전제

혈관루 수술후에 혈관의 혈전형성을 방지하는 약제로서 바늘삽입시 혈관파열을 막

기위해 투석 당일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의사의 지



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

8) EPO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조혈호르몬으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빈혈교정과 관계없이 전신상태를 좋게 하기 때문에 권장하

는 치료제이다.

9) 칼륨강하제

포타슘을 떨어뜨리려고 먹는 약으로 약간 복용하기 힘듭니다. 보험적용이 되려면 

혈액검사를 꼭 해야 되고 혈청내 K가 높아야 보험처리가 된다.

4. 혈액검사 및 식이, 운동요법

1) 검사

(1) hematocrit 

Ÿ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으면: 권태감, 피로감, 식욕부진, 운동시 호흡곤란 

Ÿ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고, 동정맥루의 막힘 등 혈관

폐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BUN(혈중요소질소) 와 Cr(크레아티닌)

Ÿ 너무 높으면: 적절한 투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Ÿ BUN(혈중요소질소) 이 평소보다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량 등 영양 상태를 점검

(3) Sodium(염분)과 K(칼륨)

칼륨은 신경 및 근육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로 식사와 

매우 밀접하며 하루 소변량이 500ml 이하인 경우, 특히 주당 투석횟수가 적은 경우 

칼륨제한 식이를 한다. 

(4) 칼슘과 인, 총단백질과 알부민 

(5) Ferritin(훼리틴)

훼리틴 수치는 체내의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준다 

Ÿ 수치가 낮으면: 적혈구를 생성하지 못해 빈혈이 생김

Ÿ 수치가 높으면: 체내에 철분이 침착되어 간조직 장애를 가져온다. 

2) 식이요법 

(1) 충분한 열량을 섭취



(2) 수분제한 

(3) 칼륨(포타시움)을 제한 : 혈액내 칼륨이 상승되면 근육마비, 심장마비를 초래

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다.

(4). 염분(Sodium)의 섭취를 줄인다. 

(5) 인의 섭취를 제한

(6) 비타민보충

(7) 변비예방 

3) 혈액투석 환자의 운동요법

혈액투석 환자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혈압조절이 쉬워지고, 근력이 증가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중지질의 수치가 낮아지며, 뼈가 튼튼해지고, 불

면증이 없어지고, 체중조절이 용이해지는 등의 신체적 효과와 지구력과 자신감이 

생기며, 우울증을 쉽게 극복하여 독립심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운동의 시작단계

(1)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Ÿ 투석치료, 약물치료, 식이요법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가?

 Ÿ 안정이 필수적이거나 운동량을 정확히 조절해야하는 다른 질환이 있는가?

  (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 질환등 )

 Ÿ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2)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처방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적응수준, 동기, 운동에 대한 의욕, 생활방식에 따라      

운동의 종류, 양, 속도가 진다. 운동 프로그램은 어떤 운동을 (운동의 유형),얼마

동안 (운동시간), 얼마나 자주(운동의 빈도) 얼마나 심하게(운동의 강도) 할 것인

지 정해야 한다.

♦ 운동의 유형

근육을 리듬에 맞추어 사용하는 운동으로서 건강 상태에 따라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내리기, 에어로빅, 댄스 같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관절염

이 있는 환자에게는 관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수영과 같은 운동이 좋다. 

♦ 운동의 빈도

환자의 나이, 운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일주일에 3번 이상이면 충분하다. 이보다 



더 잦은 빈도로 운동하여 피곤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 운동의 시간 

한번에 30분씩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초기에는 짧은 시간동안 시작하여 점차 

늘려야 한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는 하루에 2회,5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

하는 것이 좋다. 운동시간을 매 주 1~2분씩 늘리거나 자기가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 늘려 30분에 도달해 보는 방식이 무난하다. 

♦ 운동의 강도

서서히 시작해서 일정한 강도대로 지속하다가 끝날 무렵에 다시 서서히 강도를 낮

추도록 하며 개인의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Ÿ 함께 운동하는 사람과 대화를 못할 만큼 호흡이 힘들어서는 안된다.

Ÿ 운동후 1시간 내에 완전히 피로가 회복되는 것을 느껴야 하며 만일 회복되지 못  

  한다면 운동의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  

Ÿ 다음날 운동을 못할 만큼 심한 근육통을 느낀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

♦ 하루 중의 운동시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내에서 낮이나 식후 1시간이내는 피하 

고,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이 적당하다.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족, 직장  동료, 이웃이나 개 등 운동친구를 구하는 것이 좋다.

♦ 운동의 종류

(1)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 : 매일

Ÿ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굽히고 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

Ÿ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은 근육을 부드럽게 당겨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

(2) 근력 강화 운동 : 1회 / 2일

Ÿ 근육의 힘을 증가시켜 주는 운동

Ÿ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래주머니나 탄력붕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저항을 주어 할 수 있다. 

(3) 유산소 운동 (지구력 증진 운동  3-4회 / 1주일, 적응하면서 천천히 증가)

Ÿ 심장과 폐의 기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주는 운동

Ÿ 사지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으로 지구력을 증진시켜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다. 



5. 동정맥루 운동방법 및 관리

1) 동정맥루란?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혈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큰 혈관이 필요해 

보통의 말초 혈관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간단한 수술을 통해 환자의 팔과 다리 

등에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혈관을 굵게 만드는 것으로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관이 좋지 않는 경우 인조혈관을 삽입하게 된다.

2) 수술 후 동정맥루 운동 방법

혈관을 빨리 굵어지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팔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수술 후 약 2일 정도 지나서 수술부위의 통증이 사라지면 운동을 시작한다. 

① 팔을 펴서 베개 등으로 받쳐 약간 올려놓고, 정구공 같은 부드럽고 작은 고무공

을 주무르는 운동부터 한다. 

② 팔운동을 할 때 수술부위를 제외한 그 위 부위에 더운물 수건으로 찜질을 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③ 1주일 정도 지나면 채혈시 쓰는 고무줄을 상박에 살짝 감고 탄력 있는 고무   

공을 쥐고 팔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손을 쥐었다 폈다 운동한다.

 (30초 동안, 하루 3-4회)

④ 팔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없는 게 정상이므로 만약 통증이 있다면 운동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지속될 시에는 의사에게 알린다. 

3) 동정맥루 관리 방법

① 수술직후에는 팔이 쑤시고 아프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므로 

수술 후 팔이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을 취하거나 1-2일 정도 탄력붕대를 

감는다. 

② 수술측 팔은 부종방지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

록 누워 있을 때에도 팔 아래에 베개 등을 고여 두는 것이 좋다. 

③ 매일 수술부위를 소독하며 1주일 정도 지나 수술부위에 삼출액이 없다면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수술부위가 출혈이 있거나 많이 붓고 붉어지면서 분비물이 나오면 감염된 증상

이므로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⑤ 수술 후 약 2-3주 경과시 실밥을 뽑는다. 

⑥ 수술 받은 팔로는 혈압측정, 채혈, 정맥주사, 및 주입 등을 절대 해서 안 되며 

이것은 동정맥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⑦ 수술부위에 손을 대보면 심장 박동과 동시에 혈액이 흐르는 찌릿찌릿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느낌이 없어지면 수술 부위 혈관이 막혀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 것이므로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수술 자리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⑨ 동정맥루가 있는 팔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⑩ 동정맥루가 있는 팔로 무거운 것 (7kg이상)을 들지 않는다.

⑪ 동정맥루가 있는 쪽으로 팔베개를 하지 않는. 

⑫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 시계를 차거나 손목이 조이는 옷을 입지 않는다.

⑬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 면도칼을 사용하지 않는다. 

⑭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 생긴 딱지를 함부로 떼지 않는다. 

4) 투석 후 동정맥루 관리

① 투석 후 약 10분간 바늘구멍에 소독 거즈를 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지혈

시키고 소독 후 재출혈을 막기 위해 밴드를 붙인다.

② 6시간 후에 밴드를 떼어내도 되나 출혈이 계속 있으면 완전히 멎을 때까지    

다시 눌러준다.

③ 바늘구멍을 눌러 지혈시킬 때는 손가락 밑에서 맥박이 뛰는 느낌을 감지하면서 

줄러준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막히는 수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④ 투석 중 혈관이 터져 팔이 부으면 그 당일에는 찬물 찜질을 하고 그 다음날   

부터 더운 물찜질을 하여 부종을 완화시킨다.



Ⅲ. 복막투석

1. 복막투석 교환방법

1)복막투석이란 ?

혈액투석과 더불어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시행되는 신대체 요법의 하나로 환자 

자신의 복막을 이용 하여 투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환자의 복부에 특수 제조된 

부드러운 관을 삽입하여 이 관을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액함으로써 체내 노폐

물과 수분 등을 제거하는 방법.

2) 복막투석의 원리는 ?

Ÿ 복막은 복강을 둘러싸서 뱃속의 장기를 보호하는 얇은 막으로 안에 많은 수의 모  

세혈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면적이 넓은 막임. 

Ÿ 복막은 수백 만개의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반투과성막으로 혈액 내 노폐물과  

수분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하나 단백질이나 혈액세포는 통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석막으로 투석액이 복강내로 주입되면 확산과 삼투를 통해 혈액내의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혈액에서 투석액 쪽으로 당겨지게 된다.

3) 지속적 복막투석의 방법은 ?

한번에 2리터의 투석액을 1일 4회 교환하는 것이 기본

(1) 배 액

Ÿ 관을 통하여 복강내의 노폐물이 섞인 투석액을 몸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빈 백  

을 관에 연결하여 몸보다 낮게 놓으면 중력에 의해 자동 배출이 되며 보통 15분에

서 20분 정도 소요됨

(2) 주 입

Ÿ 새 투석액을 관에 연결하여 복강 내 채우는 것으로 백을 몸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중력에 의해 들어가게 되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림.

(3) 체 류

Ÿ 몸 안에 투석액을 담은 상태로 이 시간을 통해 투석이 이루어지며 하루 4번 투석  

할 경우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적당함.

4) 교환시간



병원에서 처방된 횟수대로 규칙적으로 수행한다.

예) 하루 4회인 경우

Ÿ 오전 6시~7시: 아침에 일어나서

Ÿ 오후 12시~ 1시: 점심시간때

Ÿ 오후 5시~ 6시: 일과후

Ÿ 오후 10시~11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교환시간은 본인의 일상생활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용액 교환시간은 복강

내에 4~6시간 저류시켜서 충분한 투석이 이루어진 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8시간 이상 저류시키게 되면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나므로 너무 오랫동안 저류시키

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교환 장소

Ÿ 깨끗하고 환기와 조명이 잘되는 독립된 장소를 정해둔다. 

Ÿ 교환시에는 창문을 닫아 먼지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Ÿ 애완동물이나 다른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Ÿ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는 모두 끈다.

Ÿ 달리는 차안에서는 교환하지 않는다.

6) 용액 데우기

Ÿ 모든 투석액은 멸균상태로 체온정도로 미리 데운후 복강안으로 주입한다. 

Ÿ 용액이 너무 차가우면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며 체온이 떨어져서 오한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용액이 너무 뜨거우면 통증과 함께 복막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Ÿ 투석액은 겉봉투를 제거하지 않고 가온기, 전기담요, 아랫목등 건열로 데운다.

7) 손 씻기

Ÿ 복막투석과 관련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액 교환전 및 출구 소독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세균의 수를 줄여야 한다.

Ÿ 손을 씻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손가락 사이, 손톱밑, 손목까지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이나 1회용 종이 수건으로 닦아 완전히 말린다.

Ÿ 전용수건은 따로 마련하고 1일 1회 이상 삶아서 사용한다.



8) 투석액의 종류

복막투석액은 포도당(덱스트로즈)의 농도에 따라 1.5%, 2.5%, 4.25% 의 3가지 종류

가 있다.

Ÿ 1.5%포도당 용액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과잉수분을  

적당히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Ÿ 가끔 1.5%포도당 용액으로는 수분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2.5%

혹은 4.25% 포도당 용액을 사용한다.

Ÿ 투석액내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수록 혈류에 존재하는 수분에 대해 끌어당  

기는 힘이 커지므로 더 많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때 몸 바깥으로 제거되는   

수분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탈수 될 수 있으므로 고농도 용액을 사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Ÿ 2.5%와 4.25%는 얼굴, 발목등 신체의 부위가 붓는 증상이 있거나 몸무게가 갑자  

기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 갈 경우에 사용한다.

2. 복막투석시 생길 수 있는 문제

1) 투석액의 배액장애 

⇒ 배액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액이 잘 되지 않으면

q 카테터나 도관이 꼬였는지 확인하고 클램프를 엽니다.

q 충분한 배액시간을 갖습니다.

q 변비가 있으면 병원에 연락하여 변비 치료를 받습니다.

q 배액하는 동안 서거나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

q 문제가 지속되면 병원에 연락합니다.

2) 투석액 백이나 도관에 구멍에 난 경우

⇒ 카테터나 도관에 난 구멍으로 투석액이 흐르거나 투석액백의 줄에 구멍이 나    

투석액이 흐르면

q 발견 즉시 투석을 중단합니다.

q 연결된 투석액을 분리합니다.

q 만약 도관이나 카테터에 구멍이 났으면 구멍이 난 윗 부분에 거즈를 대고 클램

프로 잠근 후 병원에 연락합니다.

3) 탈 수

q 어지러움, 가벼운 두통



q 입술과 목이 마르고

q 혈압과 체중이 정상수준보다 낮아지면

⇒ 탈수를 의심               

q 물이나  음료수를 마십니다.

q 고농도 투석액 사용횟수를 줄입니다.

q 음식을 약간 짜게 먹습니다.

q 병원에 연락합니다.

4) 수분 과잉

q 발목과 발이 갑자기 붓고 숨이 차며

q 체중과 혈압이 정상보다 올라가면

⇒ 수분 과잉을 의심 

q 물이나 음료수를 제한합니다.

q 고농도 투석액을 사용합니다.

q 완전히 배액을 합니다.

q 병원에 연락합니다.

5) 혼탁한 배액

q 뿌옇고 불투명한 배액 - 즉시 병원 방문

q 섬유소가 섞인 배액

‒ 관이 막히지 않았으면 안심

‒ 주입이나 배액 시 문제 있으면 병원에 연락

q 혈액이 섞인 배액

‒ 심한 운동 후 또는 여자의 배란기나 생리 1~2일 전에는 약간 선홍색의 배액이 있

을 수 있음. 

‑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검붉거나 빨간색 이면 병원 방문

6) 복막염

< 원인 >

q 무균 연결부를 손이나 다른 물건으로 건드렸을 때

q 출구가 감염되었을 때

q 용액 교환 중 기침이나 재치기를 하여 코나 입의 균이 카테터에 들어 갔을 때

q 손을 충분히 씻지 않고 카테터를 만졌을 때

q 새는 투석액을 사용하였을 때



q 카테터에 구멍이 났을 때   

< 증상 >

: 복강 내에 균이 들어가 복강 감염이 생긴 것으로 

q 혼탁한 배액

q 복통

q 고열, 오한

q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에 문의하고 혼탁한 첫 배액은 냉장 보    

관 후 병원에 가져가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투석환자 응대법

1) 환자의 자가관리

(1) 검사결과에 대한 관리

�검사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개별면담을 실시한다.

‚각 환자의 검사결과의 순위를 정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칭찬을 하며 반대로 

주의, 위험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

ƒ환자가 원할시는 개인별 검사기록표를 환자에게 분배하여 환자 스스로 기록표를 

관리하게 하여 투석 치료의 참여도를 높인다.  

(2) 투석시 수분조절

각 환자마다 일관된 건체중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3) 투약

환자에게 필수약제에 대해 계속 교육하고 실제의 투약여부를 확인한다.

2) 전원환자에 대한 정보미비로 인해 환자들이 느끼는 불신감

Transfer Note(대한신장학회 표준 전원의뢰서 사용)나 Progress Note를 잘 작성하

여 의뢰병원에 보내어 투석시 불안감 해소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며 또한 불신

감을 미연에 방지한다.

3)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빚어지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갈등

충분히 경청한 후 대화로서 해결하며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 

하다.



4) 환자의 호칭에서 빚어지는 갈등

인공신장실은 특성상 환자와 친근하게 대하나 호칭은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호칭   

한다.

5) 환자 체중관리

(1) 환자마다 감량의 기준을 정한다.

(2) 의사들의 치료 방침도 기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치료의 기준을 정한다.

(3) 각 개인의 키, 몸무게, 식이섭취 상태, 경제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식이요법에  

대해 교육한다.

Ÿ 식이요법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환자의 Dry Wt.에 대한 계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영양사정이 1:1로 되어야 한다(먼저 간호사 ð 영양사순으로).

(4) My patient를 정해 간호사에게 환자를 분담하여 집중교육을 한다.

 (식이요법, 조리방법, 먹는 방법, 대치음식 등).

(5) 환자식이요법에 대한 Q & A를 만들어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6) 조리법에 대한 비디오 제작, 계절별 식단 책자 등을 배부한다.

(7) 전체 환자에게 식이일기를 쓰게 하고 식이일기의 분석을 통해 교육한다.



Ⅳ. 인공신장실에서 사용하는 약어

AKR - artificial kidney room 

AVF - arteriovenous fistula

AVG - arteriovenous graft

APD - automated peritoneal dialysis

APN - acute pyelonephritis

ARF - acute renal failure

CAPD -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CCPD - continuous cycle-assisted peritoneal dialysis

CAVH - continuous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CAVHD - continuous arteriovenous hemodialysis

CAVU - continuous arteriovenous ultafiltration

CGN - chronic glomerulonephritis

CRF - chronic renal failure

CVVH - continuous venovenous hemofiltration

CVVHD -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lysis

ESRD - end stage renal disease

HD - hemodialysis

HDF - hemodiafiltration

KT - kidney transplant

PD - peritoneal dialysis

IPD - intermittent peritoneal dialysis

IU - isolated ultrafiltration

IVVH - intermittent venovenous hemofiltration

NIPD - nocturnal intermittent peritoneal dialysis

UF - ultrafiltration



<혈액투석기> <혈액투석기>

<혈액투석방법> <동맥과 정맥결합(동정맥루)>



< 혈관이식 > < 정맥관 >

<복막투석의 원리> <동맥과 정맥결합 (동정맥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