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동 구분 호실 총병상수

6병동

1인실 609

33

2인실 606

3인실 602, 604

4인실 603, 607

5인실 601, 608

6인실 605

7병동

1인실 709

34

2인실 *

3인실 704, 705

4인실 703, 707

5인실 701,708

6인실 706

8병동

1인실 808

35

2인실 *

3인실 802

4인실 803,806

5인실 801

6인실 804, 805, 807

Ⅰ. 병동 소개

1. 병동의 구성

 본원 내과 병동은 본관 6,7,8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과 병동이지만 타과의 환자들도 입원이 가능하다.

1) 내과의 구성

         - 심장센터(응급센터 2층)

         - 소화기 내시경센터(본관 2층)

         - 호흡기 내과(응급센터 2층)

         - 신장내과(응급센터 2층)

         - 알레르기 내과(응급센터 2층)

         - 류마티스 내과(정형 성형센터 2층)

2) 그외 신경과(정형 성형센터 1층), 정신건강과(본관 3층)가 7병동으로 입원한다.

3) 가동 병상수 



 4) 병동배치도

< 6병동 내부 구조도>

 < 6병동 복도  < 간호사실 >

  

                                             

                                     

     



< 다용도실 >

< 다용도실의 구성 >

1. 환우를 위한 PC(유료)

2. 음류수 등의 자동판매기

3. 공용 냉장고

4. 씽크대

5. 전자레인지

6. 식판 수거함

7. 보호자용 식탁



< 7병동 구조도>

< 간호사실 > < 7병동 복도>



< 다용도실>

< 다용도실의 구성 >

1. 환우를 위한 PC(유료)

2. 음류수 등의 자동판매기

3. 공용 냉장고

4. 씽크대

5. 전자레인지

6. 식판 수거함

7. 보호자용 식탁



< 8병동 내부 구조도>

< 간호사실 > < 8병동 복도 >



< 다용도실 >

< 다용도실의 구성 >

1. 환우를 위한 PC(유료)

2. 음류수 등의 자동판매기

3. 공용 냉장고

4. 씽크대

5. 전자레인지

6. 식판 수거함

7. 보호자용 식탁



3. 내과 병동 실습 시 유의 사항

 1) 노인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낙상을 주의해야 한다.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낙상주의 표지판을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고 낙상방지 동의서를 받는

다. 

낙상주의 표지판

2) 환자의 호칭은 “000 님이라 하고, 보호자를 부를 때는 보호자분으로 호칭을 

통일한다. 

 3) 검사 등으로 환자 이동 시 의료진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 

 4) 활력징후 등을 측정 할 때는 정상 범위를 알고 이상 시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

하도록 한다. 

 5) 관찰 및 간호 수행 시 발견되는 문제점은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한다. 

 6) 모든 처치 전 후 손 씻기를 시행한다.

 7) 가습기 사용 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분무되지  않도록 한다. 

 8) 산소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는 임의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의료진에게 

문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9) foley cathter (유치도뇨)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소변이 역류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 이동 시에는 소변줄의 clamp를 반드시 잠궈야 한다. 

10) 찔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늘은 항상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주

사기의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통을 이용해 버리도록 한다. 

 11) 환자의 체액, 혈액이 묻은 소독솜, 휴지, 거즈, 기저귀등은 폐기물 관리 기준

에 의해 일반 폐기물 통에 구분해서 버린다.

  항생제 사용후의 주사기, 수액세트, 수액팩은 생화학 폐기물 통에 분리하여 버린

다. 

 12) 일반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은 분리수거 한다. 

일반 세탁물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나 환자가 환의를 입은 후 교체하는 경우에



는 파란색  세탁물 주머니에 담는다. 

오염 세탁물은 환자의 혈액, 체액, 분변 등이 묻은 세탁물을 말하며 붉은 세탁물 

주머니에 담는다. 

13) 격리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주의 기본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한다. 

 14) 당뇨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혈당 수치, 수액의 종류, 식사, 간식에 대하여 

주의하여 확인한다. 

 15) 내과 병동에서는 수액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제한하거나 수액에 치료용 약제 

등이 혼합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액 분당 주입 양이나 gtt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하므로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16) 수액의 교환과 제거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르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무균법을 

준수한다. 

            

< 격리의 종류 및 방법 >



1. 장신구 제거 후 흐르는

  물에 손과 팔목 적시기
2. 적당양 비누를 덜어 거품내기

7. 일회용 종이타올로 닦기 8. 사용한 종이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6. 손목 씻기

3. 손바닥, 손등, 손가락  씻기 4. 손톱 끝 씻기 5. 엄지손가락 씻기

< 손씻기 절차 >

.



< 본원 접촉격리실 안내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