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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표

1. 내과 병동의 주요질환에 대해 관찰한다.

2. 내과 환자의 간호 및 처치를 관찰하고 실습한다.

3. 내과 병동의 검사에 대해 학습한다.

4. 내과 병동의 검사물 채취 및 내용을 실습한다.



Ⅰ. 내과 병동 소개

   1. 위치 : 가5 병동, 나5 병동

   2. 간호인력 : 가5 병동 16명, 나5 병동 17명

   3. 병상 수 : 가5 병동 49병상, 나5 병동 50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내과 병동 배치 구조도 >



<복도> <복도>

<간호사실> <EKG>



Ⅱ. 내과 병동의 주요질환

급성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c infarction)

폐결핵(pulmonary tuberculosis)

간경화증(Liver cirrhosis)

소화성궤양(peptic ulcer)

신우신염(pyelonephritis)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간염(hepatitis)

백혈병(leukemia)

당뇨병(diabetes mellitus)

폐렴Pneumonia

식도정맥류출혈(esophageal varices bleeding)



Ⅲ. 내과 환자의 간호 및 처치

1. 당뇨환자 간호

1) 목적

: DM환자나 paccreas 기능 이상 또는 금식 환자 등의 BST를 확인을 위하여 시간은 

의사처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AM, 11AM, 4PM, 9PM등으로 측정한다.

2) 방법 

(1) 당뇨측정 방법

① 손을 씻는다.

② 물품을 준비한다.(혈당 측정기, 채혈기: strip, lancet, 알코올 솜)

③ Lancet의 뚜껑을 제거한 다음 채혈기에 끼운다.(lancet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갈

아 끼우며 사용 후에는 항상 채혈기에서 제거해 둔다.)

④ 혈당기에 strip을 끼우면 코드 인식과 함께 blood apply라는 말이 뜬다.

⑤ 채혈은 손가락 끝 부분이며 혈액채취 전 손가락을 주무르면 혈액이 잘 나온다.

⑥ 알코올 솜으로 채취부위를 닦은 뒤 채혈기를 채혈 부위에 대고 버튼을 누른다.

⑦ 채혈부위의 옆을 눌러 혈액이 나오면 strip이 완전히 적셔지도록 혈액을 떨어뜨

린다.

⑧ 결과가 나오면 확인 후 전원을 끈다.

(2) 인슐린 주사 방법(humulin-N, humulin-R)

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냉장보관된 인슐린을 꺼낸다.

③ Humulin-N 인 경우 인슐린 병을 손바닥 사이에 넣고 천천히 굴려 인슐린이 서로 

섞이도록 한다.

④ 주시기에 주사할 인슐린 양만큼의 공기를 채운 후, 이 공기를 인슐린 병 속에 

넣고 투여량만큼의 인슐린을 잰다.

⑤ 혼자의 침상가로 준비된 물품을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⑥ 주사 부위를 선택하고 복부그림에 주사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후 인슐린을 피하

주사한다.



- 임산부, 배에 상처가 있거나 복수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배꼽과 허리선 주위

를 제외한 복부를 선택한다.

- 주사기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부를 약 2inch 두께로 잡고서 가장 볼록한 부

위를 90도 각도로 주사한다.

-인슐린 주사가 끝나면 알코올 솜으로 주사부위를 부드럽게 2초 정도 눌렀다가 뗀

다. 이 부분을 문질러서는 안 된다.

⑦ 사용물품을 정리한다.

⑧ 인슐린 주사시간, 양, 부위, 관찰사항을 기록한다.

(3) 펜형 인슐린 주사 방법(novolet)

① 캡을 잡아당겨 위로 뺀다.

② 인슐린을 혼합하기 위하여 10회 이상 상하로 움직인다.

③ 알코올 솜으로 고무부분을 소독한다.

④ 주사바늘의 종이 덮개를 뗀다.

⑤ 인슐린 용기를 잡고 주사침의 나사를 가볍게 돌려 끼운다.

⑥ 주사바늘의 바깥뚜껑과 속꾸껑을 모두 뺀다.

⑦ 주사바늘을위로 향하게 수직으로 세운 후 윗부분을 3-4회 톡톡 친다.

⑧ 주사바늘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왼손을 아랫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쪽의 인

슐린 용기를 잡은 채 왼쪽으로‘ 딱’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1회 돌린다.

⑨ 주사바늘 끝에 인슐인 한 방울이 보일 때 까지 주위 버튼을 눌러준다.

⑩ 캡을 똑바로 씌워 기준선과 캡의 표시단의 ‘0’과 만나도록 캡을 씌운다.

⑪ 오른손은 캡부분을 잡고, 캡을 아래로 돌려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돌린 후, 

기준선과 캡의 표시단위 ‘0’과 만나도록 캡을 다시 수정한다.

⑫ 왼손은 본체를 잡아 고정시키고, 오른손은 캡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방향을 돌

려 필요한 양만큼 잰다.

⑬ 준비된 노보렛의 캡을 잡아당겨 위로 뺀다.

⑭ 주사부위와 방법은 인슐린 주사법과 동일하다. 단 피부를 집어올린 상태에서 인

슐린 주위 버튼을 눌러주고 천천히 다섯을 센 후 주입버튼을 누른 채 바늘을 피부

에서 빼준다.

⑮ 주사 후 즉시 주사바늘 바깥 뚜껑을 덮은 후 주사바늘의 나사를 가볍게 돌려 뺀

다. 주사 후에는 캡을 씌워서 보관한다. 

3) 당뇨환자 발관리

-당뇨환자는 말초혈액 순환이 잘 안되고 피부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모르



며, 저항력이 약해 infection이 잘 일어나며 가벼운 상처에도 궤양, 괴저 등 심각

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 방법

① 매일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하여 상처나 무좀이 생기는지 살ㅍ야 한다.

② 발을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③ 어떤 종류의 열도 발에 가해서는 안된다.

④ 발톱은 목욕후 깨끗하고 발톱이 부드러울 때 깍는것이 좋다.

⑤ 작은 신발 및 꽉끼는 구두는 절대로 신지 않도록 설명한다.

⑥ 발의 감각이 둔해졌을 때는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절대로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하며 슬리퍼도 안전성이 없어 다치기 쉬우므로 신지 않도록 한다.

⑦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압박을 가하는 거들이나 콜셋, 벨트 등의 사

용을 금하며, 너무 꽉조이는 양말을 피하도록 한다.

⑧ 담배는 혈액순환에 장해를주므로 금하도록 한다.

4) 합병증 대처방법

(1) 저혈당

-BST로 저혈당 확인 후 의사에게 보고한다. 무의식 환자가 아닌 경우는 설탕이나 

쥬스, 사탕을 섭취하고 무위식 환자나 검사 때문에 금식하는 환자는 50% D/W를 IV

로 즉시 투여한다.

2) 당뇨성 케톤산증

-혈당과 소변케톤을 확인한다.

-삼투성 이뇨, 구토 등으로 인해 소실된 전해질을 fluid로 공급한다.

-인슐린(humulin-R)을 fluid에 섞어 정맥으로 투여한다.

2. I/O check

1) 측정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2) 섭취량 측정방법

A. 구강으로 섭취한 모든 음식물은 용기를 기준을 하고, 액체 종류는 눈금이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섭취한시간과 양을 기록한다.

B. 정맥으로 주입되는 수액, 수혈의 양을 기록한다.

3) 배설량 측정법

A. 소변



① 남자의 경우는 소변기에 직접 배뇨하여 눈금을 읽고 여자의 경우 변기에 소변을 

받아 눈금이 있는 용기에 붓고 그 양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② 대변과 함께 보는 경우는 소변량을 추정하거나 추정이 어려운 경우는 횟수를 기

록한다.

③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눈금이 있는 용기에 붓고 그 양을 측정하여 기록한

다.

④ 소아나 실금 환자의 경우 기저귀의 무게를 미리 측정하여 배뇨 후에 기저귀의 

무게를 뺀다.

⑤ 이불에 실금을 한  경우 그 횟수를 기록한다.

⑥ 토물, 토혈, 각종 배액의 배출량을 기록한다.

B. 대변 - 횟수, 색깔, 양상 등을 기록한다.

4) 각 근무조별로 인계 시간 전에 간호기록지에 섭취량과 배설량의 총량을 계산하

여 기록한다.

5) 나이트 번은 음수량 측정기준 시간에 따라 경구란에 24시간 도안 구강으로 섭취

한 모든 음식물량을 cc로 기록하고 기타 정맥주입, 혈액, 혈장 등의 1일 주입량을 

각 해당란에 기록한다.(단, 총 섭취량에서는 혈액제제, 플라즈마네이트 등은 포함

시키지 않는다.)

6) 배설량은 1일 소변 전량과 대변횟수 및 기타 흡인, 배액, 구토 등의 1일 배설량

을 기록하고 총 배설량 란에는 전체의 총량을 기록한다.

7) 소변과 대변의 색깔, 양, 상태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가호기록지에 기록한다.

섭취량과 배설량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

종류 량 종류 양

물 1cup 250cc whole blood 400cc

일반미음 1그릇 300cc packed red cell 320cc

맑은 미음 1그릇 260cc F.F.P 200cc

국 1그릇 260cc 야쿠르트(대/소) 80/65cc

밥 1그릇 180cc pad(full) 250cc

죽 1그릇 300cc 농반 800cc

우유 1cup 200cc 물김치 95cc

베지밀 1병 180cc 김치 72cc

찬 1가지 40cc 사과 20cc

계란 1개 50cc 배 35cc



항목 정상범주 검사목적 결과분석

Glucose 80~120 mg/dl
공복 시 혈당농도가 감소됨에 따라 자극

을 받아서 유리된다.

B.U.N 5~20 mg/dl

Blood Urea Nitrogen은 암모니아를 배설

하기 위해 요소싸이클을 통해 배출 되는 

것으로서, 섭취단백량, 요소합성량, 배

설량에 의해 좌우되는 신장 기능의 지표

이다.

Creatine 0.5~1.5 mg/dl
간, 신장에서 형성되어 근육에 분배되어 

고에너지 합성물로 변화

증가: 신혈류량 

감소, 울혈성신부

Ⅳ. 검사물 채취 및 내용
 

■ BLOOD

1. 혈액검사

1)채취 방법

① CBC c ESR, diff, platelet, PT, APTT 등

② 주사기에 2~3정도의 정맥혈을 채취하여 Oxalate bottle에 넣어 응고되지 않게 

잘 흔든다. (너무 세게 흔들어 용혈 되지 않도록 한다)

③ CBC c ESR, diff, platelet ⤍ EDTA bottle
   PT,APTT ⤍ Citrate bottle

2. 생화학 

:주로 LFT, Bun, Creatinine, Serum-electrolyte, Bleed-Ammonia, Lipid profile.

CRP 등의 검사에 이용된다.

1) 채취방법

① 정맥혈 3~4cc정도 채혈하여 시험관에 넣는다. (흔들지 않아도 된다.)

② ammonia는 ammonia bottle에 넣고 흔들어 준다.

③ LFT: T, Protein, Albumin, SGOT, SGPT, ALP

Lipid profile: TG, Cholesterol, HDL- Cholesterol

2) 검사내용



전

감소: 근영양실

조, 간장애, 요붕

증

Albumine 3.0~4.5 g/dl

간질환의 지표로서, 삼투압을 조절하며, 

호르몬, 빌리루빈, 약물의 운반기능을 

갖는다.

증가 - 탈수

감소 - 간손상, 

신증후군, 단백손

실, 화상

totalbil

irubin
0.1~1.0 mg/dl

적혈구 붕괴속도나 빌리루빈 포합기능의 

문제와 관련

증가 - 간전성 황

달, 포합빌리루빈

의 배설장애

감소 - 용혈성빈

혈

D.Biliru

bin
0.1~0.3 mg/dl 황달간염의 진단적 검사

A.S.T 0~40 U/L

Aspatate aminotransferase는 간, 심장, 

골격근에 분포하여, 세포가 손상받으면 

혈청내로 유출되는 효소.

A.L.T 0~40 U/L

Alanine aminotransferase는 조직 에너

지를 생산하는 효소로서 AST와 달리 세

포질 내에 풍부하고 신장, 심장, 골격근

에 분포되어 있으며, 급성 간세포 손상

시 예민한 지표가 됨.

L.D.H
100~200

ImU/ml

Lactate Dehydrogenage는 젖산탈수효소

로 감염의 진단을 위해 사용

A.L.P 40~250 U/L

Alkaline phosphatase는 뼈, 장, 간, 태

반에 분포하는 효소로서 성장기에는 뼈

쪽이 증가하고, 폐쇄성 황달시에는 간쪽

이 증가한다.

Uricacid 2.0~7.0mg/dl

핵산의 최종대사산물로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 신사구체에서 여과된 요산의 

90~95%는 재흡수되며, 일부는 원위 세뇨

관에서 분비됨

증가: 통풍, 백혈

병 같은 세포 파

괴가 증가하는 질

환

Choleste

rol
150~200mg/dl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나 지방대사의 

평가, 신증후군, 췌장, 간질환, 갑상선 

질환의 보조진단적 검사

Protein 6~8 g/dl
총 단백량을 검사하여 알부민과 글로불

린의 비율과 비교하는 것

증가-탈수, 용혈, 

간질환

Na.
135~145

mmol/L

식이중의 나트륨섭취와 신장배설의 균형

과 관계있음

증가:중증당뇨환

자, 고장식염수의 

과잉투여

감소: 수분과잉, 

위장관손실

K 3.5~5.0 세포의 흥분성 신경조직의 막전압을 유 증가: 배설장애 



mmol/L 지하는 전해질

(신질환), 발열

감소: 체온저하, 

위장관손실

Cl.
90~110

mmol/S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여 혈액량과 혈

압을 조절하는 전해질로서 산염기 불균

형을 측정, 체액의 상태의 평가를 위해 

측정

증가: 탈수, 호흡

성알칼리증, 대사

성 산증

감소: 수분과잉, 

소화액 상실, 이

뇨제 사용

Ca 8~10 mg/dl
형철 칼슘이 증가하면 인이 신장내에 배

설되는 과정의 이상 발생.

P

4~7 mg/dl

(2.5~4.5mg/dl

)

Phosphorus는 세포의 구성성분으로 에너

지대사, 근수축,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

에 관여한다.

증가: 신기능저

하, 부갑상선 호

르몬의 기능부전

감소: PTH 과잉, 

비타민결핍, 감수

성 공복 저하

항목 정상 검사결과 해석

VDRL non reactive 매독 음성

HBsAg 0~2 (S/N) negative

HBsAb 10~1000(miU/mL) negative

anti-HCV 0~1(S/CO) negative

HIV Ab 0~1(S/CO) negative

항목 정상 검사결과 해석

prothrombin time 10.5 ~ 13(sec) 혈액 응고 시간

prothrombin 

percent

3. 면역 혈청검사

4. 혈액응고 검사



prothrombin INR
0.9 ~ 

1.16(INR)

activated PTT 24 ~ 38(sec) 활성화되니 혈액응고 시간

Arterial Blood Mixed Venous Blood

PH 7.40(7.35~7.45) 7.36(7.31~7.41)

PO2 80~100mmHg 35~40mmHg

PCO2 35~45mmHg 41~51mmHg

HCO3 22~26mEq/l 22~26mEq/l

O2Sat 95y or greater 70~75y

Bass Exess -2~ +2 -2~ 2

5. ABGA (Arterial Blood Gas Analysis)

1)채혈방법

① Heparin을 통과시킨 3cc주사기로 상완동맥 또는 요골동맥과 90° 로 직각이 되도

록 하여 동맥혈을 채혈한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바늘 끝은 고무마개로 즉시 

끼우고 검사실로 보낸다.

② sampling한 자리는 5분 동안 충분히 압박하여 지혈한다.

6. BLOOD CULTURE

1) 채혈방법

검체 부위를 potadin으로 소독 → 알콜솜으로 닦고 말린다 → 소독장감을 끼고 

5~8cc 채취하여 culture bottle에 넣는다.

(검체를 넣기전 culture bottle 윗부분을 potadin으로 닦는다.)

2)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분홍색 culture bottle을 사용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파란색 culture bottle을 사용

3) 30분 간격으로 2~3회 실시한다

4) CVP로 채취할 경우 10정도는 뽑아 버린 후 5~8cc정도 채취한다



항목 정상 검사목적

SG

1.005

~

1.035

요비중(Specfic Guavity)은 소변내 입자의 농도, 뇨의 농축정도로 

신장여과력과 농축력을 알아봄.

pH

4.5

~

8.0

pH는 산염기 균형에 대한 장애 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검사

산성뇨 : 선중, 알도스테론증, 선천성대사이상증

알카리뇨 : 알카리증, 신장의 H배설장애, 세균뇨

Protein -
신장에서 요가 만들어 질 때 혈중 단백이 세뇨관에서 재흡수 되어 

혈중으로 되돌아가는 기전과 관련.

Glucose -
세뇨관이 고농도의 포도당을 재흡수 할 수 없는 경우 소변에서 포

도당 검출됨을 이용

Ketones -
당 대신 지방산의 분해가 일어남에 따라 지방산 대사의 종산물인 

케톤이 요중으로 유출되는 것 확인.

Bili. -
적혈구가 간에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담즙색소의 요중 유출 확

인.

Blood - 사구체나 세뇨관의 손상, 요로하부의 출혈 확인.

Nitrit -
요로감염증의 여부를 진단, 양성이면 세균학적 검사가 재 요구된

다.

Urobili

-

nogen

-

십이지장으로 배설된 빌리루빈이 일부는 변으로 배설되고 일부는 

간으로 되돌아갈 때, 신장이나 혈중으로 들어가 용혈이 일어나는지 

확인.

RBC 0~4
요로감염이나 신장 및 요로계의 화농성 및 염증성 질환의 지표.

WBC 0~4

Epicell 0~4 요중 상피세포의 유출은 하부요로, 방광질환의 지표.

■ URINE

1. 채취 방법

소변은 30~50cc 중간 뇨를 채취하여 즉시 검사실로 보낸다.

2. 검사내용



1) 24hr URINE COLLECTION

① 소변 수집을 시작하는 시간은 배뇨를 하게하여 방광을 바운시간으로 하여 기록

한다(이 소변은 버리도록 한다).

② 그 다음 24시간 동안 배뇨한 모든 소변을 모은다.

③ 병에 방부제를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식성 물질 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절

대로 병에 직접 배뇨하거나 조금이라도 병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깔대기를 사용한

다.

④ 필요시에는 간호사가 매번 배뇨할 때 마다 배뇨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⑤ 소변을 모으기 시작한다 24시간째의 마지막 소변까지 검사물에 포함한다.

2) URINE CULTURE

① foley catheter를 한 경우 ⤍ foley를 clamp한 후 소변이 찰 때 까지 기다린 후 

foley catheter와 urine BAG의 연결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취한 후 

culture tube에 담는다. 

② foley catheter를 하지 않은 경우 ⤍ nelaton으로 aceptic하게 채취하여 

culture한다.

■ SPUTUM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균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진정한 객담을 받아 멸균객담 용기에 담는다.

(1) 환자에게 전날 저녁 객담 용기를 주면서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사용치 못하게 

한다.

(2) 이른 아침 기상시 깊은 기침(횡경막으로부터)을 하게 하고, 모든 객담을 용기

에 받게 한다.

(3) 환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하고 객담이 용기에 충분할 때까지 채취한

다.

(4) 객담은 대개 아침 8시까지 채취되어야 하고, 채취된 객담은 신속히 병리과로 

의뢰 되어야 한다.

(5) 이런 조작을 매일 아침 3일간 반복한다.

(6)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내린다.

(7) 객담 통에 샘플이 있는 것인지 확인한다.



항목 정상범주 검체량 결과분석

KOH 객담
Fungus의 포자나 균사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TB C/S 객담
폐결핵 진단을 위하여는 

검체를 항산균부로 보낸다.

TB PCR negative 객담 결핵균 감염증 진단

FUNGUS CUL no growth 객담 진균의 배양

CYTOLOGY malignancy 유무확인

C/S 객담

폐렴, 만성기관지염등의 

세균학적 진단을 위하여 

객담배양을 한다.

GPR 객담 세균의 분리

GPC 객담 진한자색

GNC 객담 붉은색

GNR 객담 세균의 분리

AFB negative 객담, 체액 결핵균 배양검사

P.W negative 객담

■ STOOL

유충과 충란검사 및 상부 소화기 출혈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대변검사를 한다.

대변은 엄지손가락 크기(1~2g)정도로 채변한다. 혈액, 점액이 섞여있는 부분을 

applicator stic으로 채취해서 채변 통에 담는다. 변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봉으로 직장에서 채취한 뒤 transport배지에 넣어서 보존한다.

2~3g을 대변용기에 채취하여 검사

정상색깔 : 연한 갈색 또는 짙은 갈색

폐쇄성 황달 : 진홍빛 (clay color)

cholera : 무색

유아성 설사 : 녹색

상부장관 출혈, 출혈성 위궤양, 식도 정맥류 파열 : 흑색

직장 암종, 출혈성 치질, 하부장관 출혈 : 적색변, 혈변



항목 정상범주 검체량 결과분석

WBC stool 2g 대장 감염

CLOSTRIDIUM DIFFICILE 

CYTOTOTOXIN
negative stool 2g 위막염, 대장염

OCCULT BLOOD(latex) negative stool 2g
소화관궤양, 조충증, 정맥류, 

출혈성소인, 소화관 종양

STOOL FAT(sudan3stain) negative stool 2g
지방구, 섬유소관찰, 

지방흡수부전증

EGG count not found stool 2g 기생충감염 예방, 효과판정

CULTURE not found stool 2g 균배양

잠혈 : 식도 또는 위의 정맥류 파열, 폐출혈의 연하, 식도 위장의 암종, 위 십이지

장의 궤양, 장티푸스성 및 결핵성 장궤양, 장 중첩증, 혈우병, 치질, 용혈성 황달



Ⅴ. 각종장비 사용방법

1. syr. pump 사용법

1) 주입할 약을 50cc syringe에 넣고  거치대에 고정시킨 다.

2) 전원 버튼 누른다.

3) 주입량조절 버튼 눌러 주어진 용량을 setting 시킨다.

4) Start 버튼을 누르면 약이 주입되기 시작한다.

5)  적색이 깜박이며 alarm이 울리면  알람버튼을 눌러 원인 파악한다. 

6) 주입량 변경 또는 약물 교환 시 stop  버튼을 눌러 주입량 조절 후 start  

버튼을 눌러 재작동 시킨다.

2. negative well suction 사용법

1) 부분 설명

① power on/off

② saline bottle

③ power 뒤쪽에 tube 연결 부위

2) 사용법

(1) ② 에 saline을 채워 넣는다.

(2) ③ 에 chest tube의 한 쪽 끝을 연결 한다.

(3) ① 을 돌려 power를 켠다.

(4) bubble이 생기는 높낮이로 압력 수치를 맞춘다.

3. infusion 사용법

- 경고음이 울릴 경우 화면상에는 alram의 원인인 곳에 적색등이 깜빡인다.

1) Empty : 수액이 끝남을 의미. 새 수액으로 change시킨다.

2) low battery : battery가 부족함을 의미. 전원 코드를 콘세트에 꼽아준다.

3) Door open : 문이 열린 상태를 의미. 문을 닫아 준다.

4) drop : drop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drop 센서를 잘 부착 하거나 chamber에 

   수액을 ⅓ 가랑 채워졌는지 다시 확인 해 본다.



4. Dc기 사용법

제세동(defibrillation)은 심실세동 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중지시키

기 위해서, 환자의 흉벽과 심장부를 통하여 전류를 흘려 주는 것이다. 제세동을 위

하여 사용되는 장비를 제세동기(defibrillator)라 하며, 심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한 

전하(electric charge)를 방출하여 심장의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

용한다.

5. BST 기

DM 환자의 경우 당뇨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구

1) 먼저 앞의 그림처럼 stick을 삽입한다.

2) 화면에 ‘Apply Blood'라는 글자가 나오면 적당량의 혈액 을 stick 끝부분에 묻

힌다.

3) 10초 후에 앞의 그림 화면에 혈당 수치가 나온다.

6. Warming 기

적응증: Transfusion시에 blood coagulation을 방지하여 blood가 원활하게 

주입되도록도와준다.

1) 먼저 전원을 연결하고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2) 기구를 열어서 수액세트를 형태로 끼워 넣는다.

3) 기구를 닫는다.

7. Control inflator

1) 기기의 몸체, line, 3-way, 5cc syr를 준비한다.

2) 몸체의 양 옆의 key를 동시에 누르면서 몸체 하단의 pressure cuff를 눌러 

작동유무를 확인한다.(모니터상 눈금이 0에서 120까지 이동하면 작동됨을 의미함)

3) 몸체의 line과 3-way를 연결하여 환자의 E-tube balloon site와 연결한다.

4) 연결 후 모니터상 압력은 22~32cmH2o를 유지한다.(압력이 22보다 낮거나 32보다 

높을시 syr 압력을 조절한다.)

- 22이하 시 : 흡인이나 폐렴의 위험성 증가

- 32이상 시 : 기관점막의 허혈의 위험성 증가



8. Warm touch

적응증: 수술 후나 저체온 환자에게 사용

1) 전원 스위치를 켠다.

2) 스위치로 환자에게는 온도로 조절을 하여 준다.

3) 호스를 환자 몸에 대어 준다. 

- 온도를 높였을 때 화상의 위험에 주의한다.

9. Portable EKG

1) 부품 설명

- ① : 사지 전극

- ② : electrode

- ③ : 전원 스위치

- ④ : 찍는 스위치

2) 실행순서

1) 사지 전극을 RA(우측팔), LA(좌측팔), RL(우측다리), LL(좌측다리)에 부착한다.

2) electrode의 V1은 4번째 늑간(갈비뼈 사이)의흉골 바로 오른쪽, V2는 반대쪽 

흉골 왼쪽 4번째 늑간 사이, V4는 쇄골 중간선 4번째 늑간 사이, V3는 V2번과 V4번 

사이에 부착. V5번은 V4번과 평행한 위치로 겨드랑이 앞선에 맞 추고 V6은 V4번과 

평행한 위치로 겨드랑이 중앙선(겨드랑 이 옆쪽)에 부착한다.

3) ③번 전원 스위치를 켠다.

4) monitor에 EKG Rhythm이 나오면 ④ 번 스위치를 눌러 EKG를 찍는다.



< syr. pump >

<negative well suction> <infusion pump>



<DC기> <BST 기>

<Warming 기> <Control inflator>

<Warm touch> <Portable E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