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내과 병동에서 흔한 질환

1.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 정의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이며,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나 심

장질환이 없이 기도 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2) 원인

  ①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오염 등의 환경적 요소.

  ② 호흡기 감염: 만성 기관지염, 폐감염.

  ③ 기후, 유전적 요소, 경제적인 수준 등.

3) 증상

  ① 호흡곤란

  ② 천명

  ③ 마른 체격은 어깨가 올라가고 숨을 내쉴 때 입술을 모아 숨을 몰아쉰다.

  ④ 객담이 없는 기침을 하다가 점차 점액과 농, 피가 섞인 객담을 뱉는 기침을 

한다.

  ⑤ 쉽게 피로하다

  ⑥ 식은땀을 흘리고 목 옆의 정맥이 붉어진다.

  ⑦ 술통형 흉곽, 청색증, 곤봉 모양의 손가락 등의 외모의 변화를 가져온다.

4) 진단적 검사

  ① 병력과 가족력

  ② 신체사정

  ③ 폐기능 검사

  ④ 객담 검사

  ⑤ X-선 검사

  ⑥ 혈액 검사:ABGA등

 5) 간호 중재

  ① 기도청결

  ② 환자를 안심시키고 좌위, 반좌위를 취해준다

  ③ 산소를 투여한다(저농도1-2L/min)



  ④ 방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하고 환기가 잘 되게 하여 가능한 편안한 수면을 취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흡연, 갑작스런 찬 공기 등으로 인한, 기도의 자극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⑥ 호흡이 곤란할 때는 절대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⑦ 흉부 물리요법을 시행한다.-입술 오므리고 숨쉬기

  ⑧ 의사가 처방한 진정제, 또는 거담제를 투여한다.

  ⑨ 의사가 처방한 기관지 확장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준다.

  ⑩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찰한다.

  ⑪ 기계적 환기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2. 간염(hepatitis)

1) 정의

 virus 감염에 의하여 간의 염증과 간조직의 파괴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2) 원인

 virus,수혈, 오염된 주사침의 사용, 성적 접촉, 모체로부터 신생아로의 수직 

전파.

3) 종류

 A,B,C,D,E형 간염.

4) 진단적 검사

 간기능 검사,prothrombin time,Abd USG,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5)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A형 - HAV Ab

 B형 - HBSAgAb, HBcAb(IgG,IgM), HBV DNA PCR

 C형 - HCV Ab,HCV RNA RT-PCR

 D형 - HDV Ab

6) 증상

피로감, 오심, 구토, 우상복부 통증, 황달, 소양증, 간성 뇌증, 복수, 발열, 식도 

정맥류, 출혈 등

7) 치료 및 간호관리

  ① 적절한 영양상태 유지

  ② 적절한 휴식

  ③ 출혈의 조절과 예방



  ④ 전염 예방

  ⑤ 의식 상태 모니터

  ⑥ 소양증에 대한 간호

   - 비누사용 제한, 기름기가 많은 로션을 사용하여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한다. 

   - 항히스타민제 사용

   -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하고 손톱을 짧게 깎고 긁지 않도록 한다. 

3. Liver Cirrhosis(간경변)

1) 정의 

 간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반

복되면서 생기는 흉터(섬유화)로 인해 부드럽던 간이 딱딱해 지는 것

2) 원인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3) 증상 : 복수, 황달, 하지부종, 빈혈, 간송혼수, 식도 정맥류 파열

4) 진단적 검사

Abd USG, Abd CT, 간기능 검사, Prothrombin time, Tumor maker

5) 치료 및 간호관리

① 복수액 축적 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매일 체중과 복위(AC:abdominal         

 circumflex)를 잰다.

 - AC 측정법 : 배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볼펜으로 앞, 뒷면에 표시하여 

매일 그 부분의 둘레를 측정한다. 

 - BW 측정법 : 매일 아침 식전에 같은 장소, 같은 체중계로 측정한다. 

② high fowler's position으로 호흡을 원활히 하고 피부순환장애를 돕기 위해 

체위 변경을 해주고 하지 부종 시에는 베개를 받쳐 다리를 올려 준다.

③ 식이 제한과 이뇨제 사용을 통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 

④ 알콜을 제한하고 출혈 유무를 확인하고 출혈 경향이 심하면 vit. k를 처방

한다. 

⑤ 대변의 색깔과 양상을 매일 확인한다.

대변 볼 때 힘을 쓰지 않고, 세게 코를 풀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지 않도록 

교육 시키고 잇몸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간성 혼수가 없는 경우 고단백, 고 비타민 식을 공급한다. 

⑦ 타박상을 주의하고 신체를 보호한다. 

⑧ 심리적 지지를 도모한다. 



4. Hepatic encephalopathy(간성뇌증)

1) 정의 

장에서 흡수된 독소가 간에서 해독되지 않아 CNS 장애를 일으킨 상태, 간부전과 

관련된 뇌의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현상.

2) 원인

   고단백식이, 변비, 전해질과 대사 불균형, 이뇨제, 안정제, 감염

3) 증상

   기억력 장애, 반응이 느림, flapping tremor, 의식의 변화

4) 진단적 검사 : S-ammonia

5) 치료 및 간호관리

(1) 의식 수준 측정 및 유발인자 제거

(2) 저산소증 예방- 산소공급, 기도확보

(3) 단백 식품 제한,

(4) 변비 치료-관장실시 (락투로즈 투여)

(5)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조절

5. Pancreatitis

1) 원인 

 알콜 섭취와 담석

2) 증상 

 좌측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 발열, 구토, 황달

3) 진단적 검사 

 S-amylase, lipase, abd. sono, abd. CT, 복부 X-ray, ERCP

4) 치료 및 간호 관리

1) 통증 조절- 진통제 투여

2) 금식- 증상 완화시 유동식부터 시작하고 식사는 소량, 자주 섭취

3) 췌장 효소 요법

4) 췌장의 자극 감소를 위해 지방과 알콜, 커피 제한

5) 순환 혈액양 유지와 수분 전해질의 상실을 보충 시켜 준다. 

6) 자주 혈당치를 측정하여 고혈당 예방.



6. UGI Bleeding

1) 정의 

 식도, 위 그리고 상부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출혈

2) 원인 

 소화성 궤양, 식도 정맥류, 스트레스성 궤양, 급성 위점막 병변, 식도염, 식도암, 

위암

3) 진단적 검사 

  응급 위 내시경

4) 치료 및 간호관리

(1) 혈액 검사를 하여 빈혈이나 쇼크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

혈을 한다. 

(2) 내시경적 지혈법 실시

(3) omeprazole 투여

(4) 위내시경 후에 대변의 색깔, 양상을 파악하여 출혈 유무를 관찰한다. 

(5) 추후에 위 내시경을 f/u한다. 

7. 위식도 역류 질환 (GERD: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1) 정의 

 위나 십이지장에 산성 내용물이 식도 괄약근을 통과하여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

키는 질환

2) 원인 

 흡연, 음주,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복부 비만으로 인한 하부 식도 괄약근 이상, 

약물, 취침 전 과식

3) 증상 

 흉부 작열감(속쓰림, 따가움), 산의 역류, 흉통, 인후 이물감, 연하곤란

4) 진단 

 식도 위내시경 검사, 식도 내압 검사,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

5) 치료 및 간호관리  

 (1) 생활 습관 개선

 ①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3시간 내에 눕는 것을 피한다. 



 ② 잠잘 때 침상 머리 부분을 6~8인치 정도 높인다.

 ③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는 피한

다. 

④ 복압을 증가시키는 조이는 옷은 피한다.

 (2) 약물 치료 : 운동촉진제, H2 수용체 길항제(위산의 생성 및 분비 억제), PPI, 

 제산제

8. 당뇨

1) 정의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인 인슐린의 부족으로 포도당을 대사하지 못하여 

혈액 중에 쌓여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류

1형 당뇨(NIDDM) 2형 당뇨(IDDM)

원인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 부족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정상, 체내 

장기의 인슐린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

호발연령 11-12세, 30세 이전 40세 이후 발생

특징 저체중 비만, 증상 발현이 서서히 일어남

치료 인슐린 주사
식이, 운동요법 우선 시행. 

이후 약물 및 인슐린 치료

3) 원인

(1) 유전적 요인

(2) 비만증

(3) 나이

(4) 바이러스 감염

(5)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2차적 발병

    예 : 관절염 또는 신경통의 치료제, 이뇨제나 피임약

(6) 임신이나 외상, 타박상 및 수술 등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때에 노출된 때에 혈

당이 증가

(7)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때문)



대사장애로 인한 것 합병증에 의한 것

목 마 름

다 뇨

다 식

체 중 감 소

권 태

피 로 감

눈: 시력장애, 망막증

신경: 신경통, 지각이상

피부염: 부스럼, 가려움증

감염: 폐렴, 질염, 종기

심장 및 혈관장애: 동맥경화, 협심증, 

고혈압, 신장이상

4) 증상

5) 합병증

 (1) 급성 합병증

  ① 당뇨성 케톤산증

  ② 고혈당성, 고삼투성 혼수

  ③ 젖산의 과다 축적

  ④ 저혈당증

 (2) 만성 합병증 - 전신에 발생

  ① 시력상실 - 눈의 망막병증, 백내장․녹내장의 잦은 발생

  ② 신경합병증과 혈관합병증으로 인한 발과 발가락의 괴사

6) 진단

 (1) 요당검사

 (2) 혈당검사

검사시간 정상범위 주의 당뇨병

공복시 80~109 110~125 126이상

식후 2시간 140이하 140~200 200이상

 (3) HbA1C

 (4) C-peptide

 (5) 경구당부하 검사- 포도당 75g을 경구로 투여 후 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4

번 혈당을 측정하여 사이에 혈당 농도가 1번 이상 00mg/dl 이상일 때 당뇨병

으로 진단

7) 혈당의 조절

 (1) 당뇨식 칼로리 계산



 계산법 : 1일 총열량 = 표준체중 𐌗 활동 정도

※ 급‧만성 질환, 임산부‧수유부 : 300~500칼로리를 가산

표준체중 (키-100) 𐌗 0.9

활동정도

누워 있는 사람 : 25

가벼운 활동 : 25~30

중증도 활동 : 30~35  

심한 활동 : 35~45 

격심한 활동 : 45~55

(2) RI sliding

BST PO NPO

201~250 4 2

251~300 6 4

301~350 8 6

351~400 10 8

401이상 10

 (3) 경구용 혈당 강하제 사용

8) 혈당 측정시간

 정규혈당 측정시간 이외에 환자에게 특이소견(저혈당)이 보이면 응급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chief nurse 에게 보고한다.

경구 투여자

NPO or S.O.W

QID(*4) BID(*2)

7am 7a 6am

11am * MD

4pm 4p 6pm

9pm * MN

*9pm에는 RI투여 금지

단,의사 처방에 따름
6시간 마다 혈당측정



9) 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

 (1) 스트립에 충분한 혈액을 묻힌다.

 (2) 스트립 보관, 코드번호, 유효기간 확인한다.

 (3)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한다.

 (4) 채혈부위 주의사항

- 혈액 채취전에 손가락을 주무르면 혈액이 잘 안 나온다.

- 혈액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손가락 위부터 밀어 짜지말고 채취부위 바로 옆을 

눌러 혈액이 나오도록 한다.

10) 병동 당뇨 환자 관리

 (1) 금식 시 식전 인슐린 주사나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투여하지 않는다.

 (2) MD이전에 검사가 끝나면 식전 인슐린 주사나 식전 경구용 강하제를 복용하게 

한다.(단, 투여 시 의사 처방에 따른다.)

 (3) 주치의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는 수액을 자정부터 시작하여 검사 전까지 유지

하도록 수액의 속도를 조절한다.

 (4) 주치의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는 NPO RI를 적용하여 인슐린을 투여한다.

9. 저혈당

1) 정의

 혈액 중에 당분이 너무 적어진 상태(50~60mg/dl이하)

2) 원인

 (1)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가 식사를 거른 경우

 (2) 평소보다 식사를 적게 한 경우

 (3)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너무 많은 경우

 (4) 실수로 인슐린 주사를 많이 한 경우

 (5) 경구 혈당강하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경우(복용사실을 잊고 또다시 복용..)

3) 증상



4) 간호중재

(1) 침상안정을 시킨다.

(2) 혈당을 측정한다.

(3) 의식이 있으면 신속히 흡수되는 음료수나 사탕을 먹는다.

  (콜라, 오렌지 쥬스, 우유, 설탕물, 사탕 등등..)

(4) 의식이 없으면 의사에게 보고하고 Glucose(20% or 50%)를 IV로 준다.

(5) 저혈당 증세가 느껴질 때는 간호사에게 이야기 하고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한다. - 혼수나 쇽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교육한다.

(6) 필요시 당뇨클리닉을 통하여 당뇨교육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