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병동물품관리

1. Foot board 사용방법

환자가 휠체어 타기 전에 환부쪽 방향으로 FB를 휠체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고정시

킨다.

2.  BB Splint사용방법

- 환부쪽 다리를 BB splint 높이만큼 올린다.

- 환부다리를 올린상태에서 경사진 부분을 허벅지 뒤쪽으로 살짝 밀어 넣는다.

- 올린 환부를 BB splint 위에 살며시 놓는다.

     

3. Cruth 사용방법

   3점 보행을 기본으로 한다.

 - 목발을 앞으로 내민다.

 - 환부다리를 움직인다.

 - 건강한 발을 움직인다.

 



4. 이동식 대, 소변기 사용법

 - 한손으로 소변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음경을 잡아 입구에 맞춰 소변

을 보도록 한다. (부동환자의 경우 간병인이 보조역할을 한다)

 - 소변 량을 측정시 소변기를 편평한 곳에 두고 눈높이를 눈금에 맞춰 읽는다.

 - 세척 시는 물로 2-3차례 헹구고 세정수로 다시 소독한 후 건조하여 보관한다.  

 - 여성 환자의 소변기사용법 : 대변기의 넓적한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놓고 소

변이 새지 않도록 조정하여 소변을 보도록 한다.

 - 대변기 사용법 : 대변기 위에 일회용 패드를 깔아 바로 대변을 치울 수 있도록 

하여 넓적한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놓는다.

 - 세척 방법:대,소변을 제거하고 씻어낸 후 세정수로 다시 소독, 건조 보관한다.  

     

  

      

 5. Walker 사용법

 - 워커 높이 조정: 받침대의 높이를 바로 섰을 때 팔꿈치를 편안히 걸칠 수 있도

록 조정한다. 전방과 좌우에 있는 나사를 이용한다.

 - 워커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간다.

 - 워커에 온몸의 무게를 싣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힘으로 걸으며 팔꿈치와 손으로 

워커를 가볍게 잡아 말면서 한발씩 디디도록 한다.      

     



6. 휠체어 사용법

 - 휠체어에 앉고 내릴 시 휠체어 좌우 바퀴 앞의 레버를 당겨 고정시키고 발판을 

세워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 등판 쪽으로  최대한 붙여 기대앉도록 한 후 발판을 내려 발을 올리고 레버를 풀

고 사용한다.

- 바퀴 옆의 손잡이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면서 앞으로 이동한다.

- 혼자서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인이 휠체어 뒤의 손잡이를 잡고 밀도

록 한다.

- 링거액을 연결하고 있는 환자는 Pole 대를 휠체어에 꽂아 링거액을 걸어서 사용

한다.

- 보관 시에는 레버를 당겨 바퀴를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접어 환자들의 통행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레버를 풀고 손잡이를 잡은 모습 >

    



7. 기구 set

                <D-set>                                  <D-set(대)>

     

8. 세탁물 관리 지침

1) 세탁물의 분류

 ① 오염된 세탁물(주황색)

   - 1,2,3종 전염병 환자에게 사용된 오염된 세탁물(법정 전염병 참조)

   - 피,고름 또는 환자의 배설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 의료인이 감염요인으로 구분된 세탁물

 ② 기타세탁물(파랑색)

   - 병원에서 사용한 오염된 세탁물 이외의 모든 세탁물



2) 세탁물수거

  ① 일반적인 원칙

    - 오염된 세탁물은 분리, 수거 되어야한다

    - 이물질(일회용품, 반창고, 기구, 볼펜 등)이 세탁물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

다.

    - 세탁물 수거통은 기타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로 구분하도록 한다.

    - 수거 자루가 넘치지 않도록 하며 세탁물이 세어 나오지 않도록 끈으로 꼭 묶

는다.

    - 사용한 세탁물을 만지고 난 후에는 항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② 오염된 세탁물의 분리수거

    - 반드시 수거 시에 분리수거 되어야 한다.

    - 오염된 세탁물(젖은 세탁물 포함)은 구분된 통에 넣도록 한다.

    - 오염된 세탁물 표시가 있는 자루의 세탁물은 세탁 전에 정리하지 않는다.

 ③ 수거시간

   - 일반: 월요일~금요일  오전4시, 오후4시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11시~오후12시

   - 오염: 오후2시(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