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특수검사

1. 초음파(USG: Ultrasonogram)

 1) 목적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장기인 간, 췌장, 담낭, 비장, 신장의 형

태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2) 적응증 

 각 장기의 암, 염증성 질환, 종양, 결석, 농양, 장기의 비대 및 협착, 폐색, 수술 

후 경과 등을 관찰한다. 

 3) 검사 전후 간호

  - 장의 가스를 줄이기 위해 검사 전 8~12시간 금식한다.

  - Bladder나 kidney 검사 시에는 방광을 채우기 위해 배뇨를 참으라고 설명한다. 

    

초음파 검사시 모습 초음파 영상의 예 - 간암

   



2. 정맥 요로 조영술(IVP:intravenous pyelogram)

 1) 목적

신장의 크기와 위치를 사정, 낭종이나 종양의 유무, 신우, 요관, 방광의 모양을 

관찰한다. 

 2) 적응증

 신장결석, 신장낭종, 신장종양

 3) 검사 전후 간호

  - 검사전날 자정부터 금식한다. 

검사 당일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방광을 채운다. 

  - 검사 8시간 전부터 수액을 억제한다. 

    (단, 치료 목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환자는 제외).

  - 검사 후 조영제 부작용을 관찰 한다. (호흡곤란, 발한, 두드러기, 불안정한 활

력 징후)

  -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면 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영제의 침

윤이 있는지 정맥 주사 부위를 관찰한다.

IVP의 예-조영제 투여 후 시간 간격에 맞추어 여러번에 나누어 찍어 조영제의 배설 

상태를 확인 한다. 



3. 수면 유발 내시경 검사

1) 정의

   진정제를 쓰면서 내시경 검사를 함으로써 환자의 불쾌감을 완화시키고 검사와  

처치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검사법.

 2) 목적

    내시경검사를 인한 공포나 두려움이 많으신 분을 위하여 불쾌감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여 좀 더 편안하게 검사하기 위함.

 3) 적응증

   ① 주로 치료 내시경에 사용

   ② 젊은 환자

   ③ 이전의 내시경 검사 시 심한 불안감을 느낀 환자

   ④ 흡연자, 여성 등

4) 금기증

   ①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 심한 탈수를 동반한 급성질환 환자

   ② 호흡기 질환으로 폐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③ 급성 심근 경색증 또는 조절되지 않는 관상 동맥 질환자

5) 검사 전 간호관리

     위 내시경 검사와 동일

6) 검사 전 처치

   ① 위 내시경 검사와 동일하나 인후 마취제 는 생략 한다.

   ② 0.45% Nacl 500 ml 로 정맥을 확보 한다.

   ③ 약제의 종류 Midazolam,Propofol

7) 검사 중 간호관리

   ① Pulse oximeter 부착, 산소, 흡인 기구, 삽관 기구 준비.

   ② Mouth piece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무의식중에 환자가 내시경을 빼지 

않도록 환자의 손을 잡아 준다.

  ③ Mouth piece의 혀 누르는 부분이 부러질 수 있으므로 삼키지 않도록 한다.

  ④ 내시경이 식도를 지나면 고개를 옆으로 숙여서 침이 흡인 되지 않고 입 

밖으로 흐르게 도와준다.

  ⑤ 내시경을 제거한 후 Mouth piece 를 빼고 흘린 분비물을 닦아주고  회복실로

   옮긴 후 안정을 하도록 한다. .

8) 검사 후 간호관리

   ① 충분한 수면 위해 조용한 주위 환경을 만든다.

   ② 수면 중 낙상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V/S 을 다시 측정한다.

   ④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귀가 시키는데 검사 당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자가운전이나 회의 참석은 금하도록 한다.

4.색소 내시경

1) 정의

   :내시경을 하는 동안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특정 상피를 감별하고 미묘한 점막  

병소를 강하거나 특정 점막에 영구 색소를 침착 시켜 문신술을 시행하는 

보조적인 진단법이다.

2) 분류

   ① 산포 대조법 - 인디고 칼민

   ② 염색법 - 메틸렌 블루

   ③ 반응법 - 콩고 레드, 루골액, 페놀 레드

   ④ 문신술

3) 검사 후 간호관리

   ① 환자가 불안하지 않게 색소 내시경을 한 이유를 설명한다.

   ② 소변이나 대변색이 변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소실됨을 설명한다.

5. 전 대장 내시경 검사(Colonoscopy)

 1) 정의  : 직장에서 회맹판에 이르는 대장을 대장내시경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써 장벽의 출혈, 용종, 염증 또는 종양 등을 관찰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생검 및 치료를 위함.

 2) 적응증

   ① X-ray 검사상 발견된 이상 소견의 검사

   ② 하부 위장관의 출혈이 의심될 때

   ③ 원인을 알 수 없는 철 결핍성 빈혈

   ④ 대장암 발생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⑤ 만성 염증성 장염, 허혈성 대장염, 방사선 대장염에서 형태나 병변 진행의   

 평가.

   ⑥ 대장의 협착이 있는 경우.

   ⑦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설사가 있는 경우.

   ⑧ 대장암 수술 전후 및, 용종 절제술 전후의 진단 및 평가3) 금기증

   ① 급성이며 아주 심한 대장염이 있는 경우

   ② 천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급성 대장 게실염이 있는 경우

   ④ 심근 경색증이 있은 후 3주 이내의 환자

   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⑥ 다량의 대장 출혈을 한 환자

   ⑦ 조영제가 남아 있거나 장 준비가 충분치 못한 경우

   ⑧ 협조가 잘 안되거나 심신이 불량

4) 검사 전 간호관리

   ① 검사 전 3일부터 씨 있는 과일, 해조류,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한다.

   ② 검사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아기오 1팩 을 복용하신 후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금식한다.

   ③ 검사 당일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복용하셔도 되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하지 마시고, 당뇨약도 먹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6 - 10시간 전 코리트산이 든 4L 용기에 생수나 보리차를 부어

      분말가루를 녹인 후 1분 간격으로 잘 흔들어서 한 컵(250CC)씩 드시도록   

한다.

5) 검사 전 처치

   ① 0.45% Nacl 500 ml로 정맥을 확보 한다.

   ② 진경제 ( 예) algiron) 투여

   ③ 진통제 Pethidine 투여

   ④ 호흡, 맥박, 심전도 등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처치 기구 

및 약품을 준비한다.

6) 검사 중 간호관리

   ① 검사 시 자세는 좌측 와위로 양 무릎은 복부로 향해 90도 정도 구부리도록 

한다.

   ② 직장을 검진할 때 항문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 하 ~ 아" 소리를 내도록 

한다.

   ③ 검사 중 공기의 주입으로 약간의 복부팽만 및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긴장감을 풀고 안정감을 갖도록 격려한다.

   ④ 검사 중 환자 상태의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시 시술자에게

      즉각 알린다.

   ⑤ 체위 변경 시 삽입된 내시경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⑥ 시술자의 요청에 따라 복부 압박법을 시행 한다.



7) 검사 후 간호관리

   ① 검사가 끝나면 회복실로 옮긴 후 V/S 을 측정한다.

   ② 자극에 의한 불편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짐을 설명한다.

   ③ 복부 팽만감은 공기 주입 때문임을 알리고 화장실을 이용 가스를 배출하도록

      한다.

   ④ 검사 후 배변 시 약간의 피가 비칠 수 있음을 알리고 심한 복통, 혈변, 발열

      계속적인 복부 팽만이 있을 경우 내원할 것을 교육한다.

   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귀가시키며 자가 운전 이나 회의 참석을 못하게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모습 노란색-대장내시경 관찰부위

연두색-직장내시경 관찰부위

대장 내시경 상 이상 소견



6. S상결장 내시경 검사(Sigmoidoscopy)

1) 목적 

  : 항문에서 S상 결장까지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치료를 위함, 하부 소화관 병변의 

60% 이상이 S상 결장에 존재.

2) 적응증

  ① 하부 소화관 출혈

  ② X-선상 이상이 지적되어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③ 용종 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④ 40세 이상 환자

  ⑤ 대장암 선종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⑥ 대장염의 경과

3) 금기증

  ① 급성 중증 대장염

  ② 복부 수술 후 장관 유착이 심한 경우

  ③ 기타 고령자, 복수, 복막염, 임신 등의 전신 상태가 나쁜 경우 심장, 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전 처치가 불충분한 경우

 4) 검사 및 준비 방법

   ① 검사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

   ② 검사 당일 관장(S-S)을 2회 실시.

   ③ 필요시 조직검사 시행 후 출혈 유무 관찰.

   ④ S상 결장에 polyp이 있는 경우 대장 내시경으로 윗부분을 확인.

7.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Endoscopic Variceal Ligation)

1) 목적

   현 출혈을 지혈하고 재 출혈을 예방하여 출혈에 의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존을 연장하는데 있다.

2) 시술 전 간호 관리

   ① 시술의 필요성, 시술 순서, 시술시 환자의 자세 등 평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요령, 시술의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불안을 경감 시킨다.

   ② 8시간 이상 금식시키고 검사 승락서를 받는다.

   ③ 필요시 L-tube로 saline irrigation 하여 내시경시야를 좋게 한다.

   ④ 환자의 전신상태 점검(의식, V/S,심전도, 간 기능 검사 등)

3) 시술 전 처치

   : 일반 내시경 검사와 동일 0.45% Nacl 500ml 로 정맥 확보



4) 시술 중 간호관리

   ① 내시경 검사와 동일하게 준비하고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을 잘 관찰하고 결찰 

할 식도정맥의 위치를 시술자와 같이 파악 한다.

   ② Over tube를  식도 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다.

   ③ 내시경 선단에 고무 밴드가 장착된 내통을 부착한 후 over tube를 따라 식도 

내로 삽입하여  결찰 할 정맥류를 흡인하여 내통으로 빨려 들어오게 한 후 

고무 밴드로 묶는다.

   ④ 위 방법으로 여러 개의 정맥류를 결찰 한다.

   ⑤ 시술 중 보조자는 환자의 의식 상태 및 V/S 을 확인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  

   준다.

5) 시술 후 간호 관리

   ① 회복실로 옮긴 후 환자를 안정시키고 계속적인 관찰과 출혈 유무를 확인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수액, 혈액을 공급 한다.

   ③ 시술 후 당일은 금식 또는 수분만 섭취시키고, 다음날 유동식이 가능하며 그 

후 일반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④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게 하고 재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H2 blocker/ Antacid 등을 투여한다.

 시술 soft call 식도정맥류의 출혈병조를 고무 

밴드를 이용하여 결찰 한 모습

결찰된 모습 결찰된 모습



8. 내시경적 경화요법(Endoscopic Injection Sclerotherapy)

1) 목적

   : 정맥류 또는 상부 위. 장관의 궤양으로 현 출혈을 지혈하고, 재 출혈을     

예방하여 출혈에 의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생존을 연장한다.

2) 시술 전 간호 관리

   ① 내시경실에 도착 즉시 V/S과 환자의 의식 상태를 check한다.

   ② 검사 승낙서를 받는다.

   ③ 필요한 기구 및 약품을 준비 한다. (injector)

   ④ 치료 상황을 설명, 정신적 안정을 도모한다.

3) 시술 전 처치

4) 시술 중 간호관리

   ① 내시경 검사와 동일하고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 한다.

   ② 경화제 주입 시 주입 용량을 정확히 한다.

   ③ 시술 중 V/S을 수시 점검 필요시 산소 공급한다.

 5) 시술 후 간호 관리

   ① 회복실로 옮긴 후 환자를 안정시키고 계속적인 관찰과 출혈 유무를 확인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수액, 혈액을 공급 한다.

   ③ 시술 후 당일은 금식 또는 수분만 섭취 시키고, 다음날 유동식이 가능하며 

그 후 일반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④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게 하고 재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H2 blocker/ Antacid 등을 투여

지혈된 모습 몇 주 후 치료 된 모습 



9.용종 절제술(Polypectomy)

1) 시술 방법

    ① 고온 생검(Hot biopsy) - 작은 병변

    ② 올가미 법 - 융기형인 경우

    ③ EMR(Endoscopic Mucosal Resection)

       - 표면형인 경우

2) 금기증

   ① 장천공이 의심될 경우.

   ② 대장 문합술 시행 직후.

   ③ 임신 초기.

   ④ 심근 경색증이나 심박 조율기를 장착한 경우.

   ⑤ 대장의 불청결 심한 게실 환자, 장 협착.

3) 방법

4) 검사 후 간호관리

    ① 시술한 당일 금식.

    ② 장을 자극시킬 수 있는 카페인 유제품 담배는 삼가.

    ③ 변비를 유발 시킬 음식은 피한다.

    ④ 심한 운동은 삼가 .

    ⑤ 복부 통증, 출혈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방문을 권유.

    ⑥ 1-3 개월 후 추적 검사의 필요성을 교육

10.위점막 절제술(Endoscopic Gastric Mucosal Resection)

 1) 목적

    조기 위암의 근치적 치료를 위함이다

 2) 종류 

(1) Non-endoscopic SM dissection method

   ① 박리 생검술 

   ② 고장액식염수-에피네프린용액 주입후 전막 절제술

   ③ 음압을 이용한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 투명캡을 이용한 방법

     *고무밴드를 이용한 점막절제술

(2) Endoscopic incision and submucosal dissection:EISD

3) 적응증

   ① 점막암의 융기성 병변이 2cm 이하 분화형



   ② 궤양이 없는 점막암의  함몰성  병변이 1cm이하인 경우

   ③ 이형성 (dysplasia)의 진단과 치료시

4) 금기증

    ① 점막하층이하에 진행된 다발성 암

    ② 항응고제(warfarin 계)이나 항혈소판제제(aspirin, ticlopine) 복용중환자

    ③ 출혈성 질환을 가진 환자

5) 장점

    ① 위험도가 적다.

    ② 입원기간이 짧다. 

    ③ 비용이 적게 든다.

6) 단점 

    ① 전이병변이 없어야 한다.

    ② 절제가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③ 내시경시술시 용이한 위치에 있는 병변이어야 한다

7) 간호관리

   ① 회복실로 옮긴 후 환자를 안정시키고 계속적인 관찰과 출혈 유무를 확인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수액, 혈액을 공급 한다.

   ③ 시술 후 당일은 금식 또는 수분만 섭취시키고, 다음날 유동식이 가능하며 그

      후 일반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④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게  하고 재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H2 blocker/ Antacid 등을 투여

 <음압을 이용한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11.위점막하 절제박리술(Endoscopic Incision Submucosal Dissection)

1) 목적

    조기 위암의 근치적 치료를 위함이다

2) 적응증

   ① 점막암의 융기성 병변이 2cm 이하 분화형

   ② 궤양이 없는 점막암의  함몰성  병변이 1cm이하인 경우

   ③ 이형성 (dysplasia)의 진단과 치료시

3) 금기증

    ① 점막하층이하에 진행된 다발성 암

    ② 항응고제(warfarin 계)이나 항혈소판제제(aspirin, ticlopine) 복용중환자

    ③ 출혈성 질환을 가진 환자

4) 장점

   ① 광범위한 병변의 일괄 절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② 충분한 양의 점막하층을 획득할 수 있다. 

    ③ 환전 절제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④ 흉터가 전혀 남지 않고 감염이나 합병증 위험도 적다.

5) 단점

    ①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② 출혈이나 천공의 합병증이 많다.

    ③ 부수적인 장비를 필요로 한다.

① 병변부위 확인을 위해 

염색약(인디고 카르민)을 spray함

② 시술을 용이하게 하기 우해 

soft cap을 장착한 모습

 Basket을 이용하여 꺼낸다.



12.초음파 내시경검사 (Endoscopic ultrasonography)

1) 정의

    : 내시경 선단에 초음파 진동자를 부착 시켜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결합시킨

      화상 진단법

2) 목적

    : 소화기 내시경, 복부 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소화관 

     체강내 벽 구조나 인접 장기 관찰

내시경 세척 및 소독

1. 내시경 표면에 묻어있는 분비물과 혈액을 잘 닦는다.

2. 내시경의 각종 내강을 중성세제와 깨끗한 물로 흡인 세척하며 biopsy 

   channel과 suction channel은 솔로 잘 닦는다.

3. 흐르는 물과 중성세제로 내시경 표면을 잘 닦는다

4. 전자동 내시경 세척기로 10분에 걸쳐 소독을 시행한다.

5.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소독 한다.

< 내시경 세척기>

         

  



13.복부천자 Paracentesis

 1) 목적

  과량의 복수를 배액시켜서 복수로 인한 호흡곤란, 심한 복부 불편감, 심장의 기

능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포학적 검사나 다른 임상 검사를 하기 위해 

복부천자를 실시한다. 

 2) 준비물품 

 D-set, 소공, 소독 glove, Potadine ball, 4X4 Gauze, 18G Medicut, 10cc 주사기

  3개, 실크 반창고, 배액통, 수혈 set 준비, 검체용기(E.O gas 된 갈색 culture 

tube),2% Lidocaine(1내과)

복부천자시 모습



No 수 행 항 목

1  절차 및 목적을 설명한다. 

2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3
 천자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

 (바늘이 방광을 천자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다.) 

4  등, 팔과 다리를 지지한 반좌위나 semi fowler’s position을 취해준다. 

5  천자부위를 노출시키고 옷이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한다.

6  시술자가 손을 씻고 준비된 물품을 편다. 

7  준비된 소독 glove를 착용한다.

8  Potadine으로 천자부위를 닦는다. 

9  소독된 소공으로 천자부위를 노출시킨다. 

10  18G Medicut이나 Disposable needle을 삽입한다.

11
 삽입된 needle에 수액set를 연결 고정(Gauze를 대고 반창고로)하고 

 배액병에 배액 시키면서 배액 시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기로 조절한다.

12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한다.

  - 창백, 청색증 또는 실신에 대해 관찰

13  바늘 제거 후 천자부위를 압박하고 멸균거즈로 고정한다.

14  환자가 편안한 체위를 취하도록 한다.

15
 흡입해 낸 수액의 총량, 특성, 색과 점도를 기록한다.

  - 검체물을 의사 처방에 따라 임상 진단 의학 검사실에 접수하고 내린다.

16  복막천자 후 누출 또는 음낭부종을 관찰한다.

17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한다.(2시간 동안은 30분마다, 4시간 동안은 1시간마다) 

 

 ※주의사항 :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액 할 경우 저혈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3L이하)간질 환자의 경우 나트륨과 칼륨의 소실로 간성혼수가 올 수 있으므로 

의식상태의 관찰 체액이 천공된 방광에서 누출된 소변으로 추측이 된다면 요소와 

크레아티닌 검사를 나간다.



14. 흉곽 천자(Thoracentesis)

 1) 목적: 진단목적

  - 삼출액을 뽑아 생화학 검사, 세균검사, 세포검사 시행.

  - 임상검사는 이들 삼출액의 성상, 색깔과 피가 섞여 있는지 관찰함.

  - 결핵이나 림프종, 암이 있는 환자는 삼출액에 림프구가 증가함.

 2) 치료목적

  - 기흉, 혈흉, 농흉, 흉막염이 있어서 흉막강 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이들을 

제거 함으로써 폐의 허탈을 막아 호흡부전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염증을 일으

킬 위험을 제거함.

  - 늑막삼출증(pleural effusion)환자의 늑막강내의 액체를 제거, 기흉으로 인한 

늑막강내의 공기를 제거

  - 흉강내로 투약하기 위함.

 3) 적응증 : 원인을 모르는 늑막강 삼출액이 있을 때

 4) 합병증 : 기흉, 혈흉, 감염, 폐의 열상(pulmonary laceration), 저혈압, 늑막 

천공, 늑막 출혈, 폐부종.

5) 체위 : 흉막액 제거 시는 좌위, 기흉 제거 시는 반좌위

심장의 펌프작용이 저하되면서 

흉막내로 누출액 발생

간경변에 의해 발생된 

복수가

흉강 내로 이동

<누출성 원인별 삼출액의 예>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져 누출액 

발생

갑상선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심낭과 흉강내로 누출액 발생

<흉곽 천자 부위>



소견 원인 질환

pH <7.2

부폐렴성 흉수, 암, 식도파열, SLE, RA, 결핵, 폐렴, 

hemothorax, urinothorax, paragonimiasis,

Churg-Strauss synd, systemic acidosis

glucose <60 mg/dL
부폐렴성 흉수, 암, 감염, 결핵, SLE, RA, 식도파열, 

paragonimias, hemothorax, Churg-Strauss synd

Amylase >200 u/dL 췌장질환, 식도파열, 암, 자궁외 임신의 파열

RA, ANA, LE cell 류마티스 질환

Complement 감소 SLE, RA

RBC >5000/uL 외상, 암, pulmonary infarction

Neutrophil 증가 세균성 폐렴, 폐색전증, 췌장염, 복강내 농양, 초기 결핵

Eosinophil 증가 혈흉, 기흉, 기생충, 폐석면증, nitrofurantoin

Lymphocyte 증가 결핵, lymphoma, leukemia

ADA 증가 (>40 ug/L) 결핵, 일부 농흉, lymphoma, leukemia

Chylous effusion 

(TG>110mg/dL)
Thoracic duct의 손상 (trauma, malignancy)

Biopsy (+) 암, 결핵

       

< Pleural Fluid exudate의 소견과 원인 질환 >



15. 기관지 내시경

 1) 목적 : 환자의 기관과 기관지를 직접 관찰하기 위함이다.

 2) 적응증 : 폐암, 결핵 같은 감염 또는 폐의 염증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한다. 

기도 출혈징후검사, 지혈 혹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필요 시 조직 샘플을 채취 할 수도 있음.

 3) 검사 전, 후 간호 

 - 검사 전 8시간 정도 금식 유지

 - 환자의 출혈 문제 또는 약물이나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 확인

 - 흔들리는 치아, 의치 여부 확인

 - 검사 후 인후두 마취로 인해 3시간 정도 금식 유지

 - 기침을 할 때 피가 나거나 호흡곤란, 발열, 통증이 있을 때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기관지 내시경은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해 이루어진다.>

   

폐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본 결핵>



16. SNSB(seoul neuropathocholigical screening battery)

 1) 정의 :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지 기능의 장애를 파악, 인지기능(지적 능력)+

행동양식+정서

2) 목적: 정상적인 노화 양상인지, 치매에서 나타나는 양상인지를 판별하기 위

해 이 검사를 실시한다. 치매 정도, 치매의 요인 질환 판별

< MMSE, CDR의 실제 사용 예 > < 최근 많이 사용하는 KFAB의 사용 예 >

 



17.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자기 공명 영상)

 1) 목적

  자기장을 이용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의 영상을 얻어 환부의 정확한 진단과 진행 

상태를 밝혀주는 검사로 뇌질환, 척추질환, 폐

나 복부의 질환 및 신체 외상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함이다.

 2) 금기

  - 임산부(특수한 상황 아니면 대부분 금기)

  - 지나친 비만

  - 내과적 상태가 불안정할 때

  - 지나친 폐쇄공포증이 있을 때

  - 금속성 물체를 이식한 자(인슐린 펌프,

인공 심박동기, 인공 심장판막, 인공관절 수술환자

  - 뇌동맥류, 경추동맥 클립 수술을 받은 환자

  - 금속류(틀니, 시계, 보청기)및 마그네틱류(신용카드, 전화카드 등)를 소지한자

 3) 장점

  - 인체에 무해

  - 환자의 위치변화 없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다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검사로 인한 통증이 전혀 없다.

  - 인체의 해부학적, 기능적, 대사적 진단 정보를 뚜렷이 표출할 수 있다.

   (초음파, 동위원소 검사, CT의 장점을 결합시킨 기기)

  - 컴퓨터 촬영에 비해 대조도와 해상도가 더 뛰어나다.

  - 횡단면, 관상면과 시상면도 촬영가능(CT는 횡단면 촬영만 가능)

  - 필요한 각도의 영상을 검사자가 선택하여 촬영 할 수 있다.

 4) 단점

  -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 CT보다 환자군의 제한이 큼

(금속성 물질 이식환자, 인공 심박동기 사용 환자 등은 금기)

  - CT에 비해 뼈의 피질이나 골피막 및 연부 조직 내의 석회화를 감지할 확률 떨

어짐

  - 검사 공간이 협소하여 혼자 들어가야 하므로 중환자나 폐쇄 공포증이 심한 환

자는 찍을 수 없다.

  - 잡음이 크며 그에 비해 신호의 세기가 작다.



18. MRA(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자기 공명 뇌혈관 촬영)

 1) 목적 :뇌혈관에 대한 영상을 MRI를 통해 얻는 것으로 주로 뇌혈관 질환이 의심

될 때 시행한다. 그 외는 MRI와 동일하다

19.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 촬영)

1) 목적: 질병이 의심되는 부위의 염증성 질환, 외상, 신체 기형 등을 진단

2) 금기

- 임신 : 검사시행의 이점이 태아에 대한 위험 정도를 크게 능가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 요오드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을 때

- 지나친 비만

- 불안정한 활력징후, 구토, 증가된 연동운동 등이 있을 때

- 검사 전에 약물을 주지 않는 한 지나친 폐쇄공포 반응으로 스캐너에 들어가   

  있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

 3) 대상자 준비

(1) 대상자 교육

 ① 검사목적, 검사 장소

 ② 검사시간 : 45분 ~ 2시간 정도소요, 소요시간은 영상화 범위와 조영제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조영제가 투여될 대상자의 경우 검사 4시간 전부터 금식

 ④ 벨트, 보석, 모든 금속성 물질을 포함한 의복은 제거하고 금속성 단추가 없는

    검사용 가운을 입을 것

 ⑤ 필요시 조영제를 검사 직전에 정맥이나 구강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것

 ⑥ 조영제 투여 후 오심, 홍조, 발한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의사에게 반드시 말해  

    야 한다는 것

 ⑦ 검사 중 스캔 카메라에 둘러쌓여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폐쇄공포증은 흔히 나  

    타 날 수 있다는 것

 ⑧ 조영제를 투여할 때 시행하는 정맥천자로 인한 불편감과 오랜 시간동안 딱딱   

   한 검사대에 같은 체위로 누워 있음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2) 신체준비

 ① 음식과 수분 섭취 금지

 ②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마취제와 요오드화 조영제에 대한 과민성,   



    가임연령 여성의 최종 월경기간, 대상자가 알고 있거나 현재 의심하고 있는 질  

    환에 대한정보 및 치료적 중재 등의 간호 정보를 수집

 ③ 폐쇄공포증이 심한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진정과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디이  

    아제팜 같은 처방 약물을 투여하고,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검사 전  

    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한다.

 ④ 배뇨하도록 한다.

 4) 검사 후 간호

  ① 금기가 아니라면 조영제 배설 촉진위해 수분섭취를 많이 하도록 교육한다.

  ② 조영제의 부작용(오심, 피부발진, 발한, 심계항진, 호흡 및 활력징후변화)을 

관찰한다.

 < BrainCT-정상>
< BrainCT-뇌출혈 CT는 뇌내출혈 유무 판단을 위한 

일차 검사이다. 뇌내출혈은 high density로 하얗게 

된 부분이 출혈이다.>



5) C-T Angio-Brain

(1) 목적 : 혈관의 이상 형태를 알기위해 혈관 내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검사하

는 방법

외상성 혈관 손상, 뇌지주막하 출혈, 뇌혈관기형, 폐쇄성 질환

(2) 대상자 준비(CT와 동일)

< C-T Angio-Brain >



 20. 뇌파 검사(EEG)

 1) 정의 :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자발성 전기활성(뇌파)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뇌의 각 고유 영역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2) 목적 : 뇌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로 경련성 질환, 두통, 뇌종양, 뇌혈관

성 질환, 의식장애의 유무나 정도, 뇌막염, 뇌사판정 등의 질환을 진단하는데 

이용.

21. 뇌 혈류 검사(TCD)

 1) 정의 :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자발성 전기활성(뇌파)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뇌의 각 고유영역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2) 목적 : 뇌혈관의 이상유무(막힌 정도)를 초음파도플러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

는 검사로 뇌졸중 환자,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주

로 시행 한다.

22. 근전도 검사(EMG)

 1) 목적 : 근섬유의 전기적 활동을 근육내에 침상전극을 찔러서 측정하며 근육의 

국소적인 전기적 활동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근전 - 전기와 침을 사용하는 검사> < 근전도 검사 모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