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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목적 및 목표

1. 외과병동에 관한 특수성을 알 수 있다.

2. 수술 전 간호에 대해 설명하고 수행할 수 있다.

3. 마취종류에 따른 환자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4. 수술 후 환자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5. 미세접합수술 환자에 대해 이해하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6. 상처간호에 대해 설명하고 수행할 수 있다.



Ⅰ. 병동소개

 

1. 58병동

  

   1) 위치; 정형.성형센타 5층

   2) 간호인력

수간호사, 부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18명

   3) 병상 수 : 66병상

   4) 정형 성형센타 의료진

전문 클리닉 진료를 통해 전문분야 최고수준의 앞선 서비스를 실현하며

전 의료진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세계수준의 진료를 구현하는 선도병원입니다

    - 수부외과 및 기능 재건 클리닉

    - 인공관절 클리닉

    - 관절 경 클리닉

    - 발 및 발목관절 클리닉

    - 척추수술 클리닉

    - 미용 성형 클리닉

  5) 병동특성

다인실이 많아 환자의 입, 퇴원이 잦으므로 환자파악에 유의하여야하며, 미세

접합수술환자의 수술 후 간호에 세심하고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하다

  6) 실습 시 유의사항

     실습동안 인계와 회진참여 상처치료과정 및 상처의 형태, 수술 전 환자준비, 

수술 후 환자간호 등에 관하여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68병동

  1) 위치: 정형 성형센타 6층

2) 간호인력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부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총16명

 3) 병상 수 : 64병상

 4) 병동특성

   수술과 물리치료가 많은 정형외과 병동으로 환자의 이동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편이다

   입,퇴원,전동등의 환자이동이 잦고 고령의 부동환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로 욕창, 

낙상등의 안전간호가 매우 중요하며 간호사들의 확고한 인식을 토대로 간호가 

이루어진다.

3. 78병동

1) 위치: 정형 성형센타 7층

2) 간호인력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부 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16명

3) 병상수 : 64병상

4) 병동특성

일반병실이 많아 환자의 유동율이 많으며, 간호사들이 친절하여 퇴원해서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 78병동을 항상 찾으십니다.

환자수가 많고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유의해서 간호에 임해야 합니다.



< 58병동 병실 배치 구조도 >

< 68병동 병실 배치 구조도 >



간호사실 휴계실

< 78병동 병실 배치 구조도 >



Ⅱ. 수술 전 환자준비

1. 수술 전 검사항목

    검사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CBC(Hb/Hct)PT/PTT
빈혈유무,지혈기능,

수혈필요성

Hb10g/dl이상 기준수술가능(수혈준비)

지혈기능이상(혈소판준비)

백혈구증가(감염, 염증의미)

알부민,나트륨,칼륨,

생화학,혈청단백

영양상태

전해질

- 산염기균형

수술 전 기준

총단백6.0/dl,알부민농도

3.0/dl,전해질정상레벨

흉부X-선, 폐기능검사 호흡기능
VC80%이상,FEV70%이상

금연, 호흡운동

혈압,EKG 순환기능
심근경색은 6개월 후 수술가능

부정맥, 심부전, 심비대

SGPT,SGOT,ALP

LDH,T-Bil
간기능

수술전총빌리루빈5mg/dl

OT,PT100이하를기준

소변검사,소변양,

요비중,BUN,Cr
신장기능 BUN30mg/dl, Cr1.5mg이하를기준

HBs항원, 혈청매독

HIV등
혈액위험 양성이면의료팀전원숙지

  

2. 수술 전 환자확인

 1) 환자확인

     환자이름, 등록번호, 환자 확인용 팔찌

     환자이름확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개방형질문

    



2) 수술부위확인

환자에게 수술부위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수술예정표, 수술부위 표식지와  대조

한다.

3) 수술동의서(서약서)확인

수술서약서에 환자이름,서명,보호자이름,서명,관계를 확인한다.

4) 신체부착물 착용 여부확인

흔들리는 치아, 틀니, 손톱, 발톱 매니큐어,콘택트렌즈,보청기,시계,반지,목걸

이, 속옷 착용여부 등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화장은 육안으로 확인한

다.

5) 알러지 여부

반창고나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6) 전염성 질환 유무

결핵, 간염 등의 혈액성 감염 등의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 결과지 등으로 확인한

다.

7) 검사결과지확인

혈액학적검사, 뇨검사, 간기능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8) 혈액준비

혈액형(환자 및 수혈 기록지), 혈액준비상태 및 항체선별검사확인

9) 금식여부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기록된 금식시간을 확인

한다.

10) 배뇨확인

환자가 스스로 배뇨할 수 있는 경우; 화장실에 갔다 오게 한다.

Foley Cath를 한 경우: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11) 수술 전 투약(Pre-med)

수술 전 투약시행여부를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 기록된 내용 확인

12) 수술가운 착용확인

수술실에서 연락이 오면 상의를 뒤집어서 입힌다.

다리수술일 경우 환부가 보이는 정형외과 바지를 입힌다.



3) 확인이 끝난 후

병동간호사 서명을 확인하고 수술실 확인 간호사 서명을 한다.

<Pre-op check list>



Ⅲ. 수술 후 환자간호

 ① 침상은 미리 준비(필요한 물품-가습기, 곡반, 보온, 모래주머니 등)

 ② 활력징후(15분4번,30분2번,1시간1번, 이후 처방에 따라)

 ③ 의식상태 관찰(이름, 적절한 반응 확인)

 ④ 기도유지(자세, 분비물배출), 산소공급(수술 후 3~4시간)

 ⑤ 투약 및 수액요법(정맥주입 부위확인, 누출 등이 없는지)

 ⑥ 수술부위부종과 출혈확인(차갑고 축축한 피부, 입술 손톱 및 색깔 창백등)

 ⑦ 효과적 기침, 심호흡교육 (무 기폐, 폐렴방지)

 ⑧ 통증

 ⑨ 배뇨상태(방광팽만확인, 유치도뇨 개방 확인, 시간당 소변양은 30cc 이상유지)

1.수술 후 통증관리 

1) 통증의 정도를 사정(통증의악화요인,통증의질,지속성특성인식,NRS이용)

2) 통증은 심하기 전에 미리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PCA (자가 통증조절기)- 미리 정해둔 속도로 같은 양의 진통제가 정확히 주입되

는 의료용기구로 급성, 만성 통증치료, 장시간 연속적 주입에 유용



2. 마취종류에 따른 환자간호

 

1) 전신 마취

   전신마취란? 

  마취제로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하여 근육이완, 무감각, 기억상실, 무의식이 일어

나는 상태이다

 

 ① 수술 전 마취 시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수면을 유도하고 근이완을 시킨 후 기도내로 삽관을 한다.

 그러나 이때 기도내로 삽관이 이루어지면서 입술에 멍이 들거나 치아가  부러지거 

나 흔들리거나 또는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② 수술 후 회복 시

  수술이 종료되면 인공호흡 중이던 튜브를 제거하고 회복실로 옮긴다.

  회복실에 오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 한다. 몸 안에 마취가스를 빨리 배출해

야 하므로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많이 하도록 설명한다, 

  소아는 울음을 유도하여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기도 한다.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코뼈를 지지하기위해 막아 놓으므로 입으로 호흡하도록  

   설명한다.

     

2) 척추마취

배꼽 밑으로 마취가 되는 하지 마취방법으로 회음부 하복부 하지의 수술, 전신마취

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① 앉은 자세

상체에 힘을 빼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수그리듯이 앉은 후 등에 마취용 바늘을 이용

해서 마취약을 주입한다.

② 옆으로 누운 자세

새우등처럼 다리를 잡고 몸을 웅크리고 허리를 둥글게 말아 눕도록 한다.

③ 마취시간

완전히 마취가 되도록 15~2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통은 2-3시간 정도 마취가 유지된다.

처음에는 다리의 저린 느낌이 나타나지만 서서히 사라진다.

시술 후 붙여놓은 일회용 밴드는 다음날 떼어내도록 설명한다.

      

3) 액와차단(Axillary block)

팔꿈치 아래쪽의 어떤 수술 조작에도 적응되며 특히 손 수술에 사용된다.

① 마취자세

팔을 외전 시키고 어깨를 경례할 때처럼 90도 이상으로 들도록 한다.

② 마취방법

겨드랑이에 바늘을 이용하여 약을 주입할 때

 저린 감이 느껴지면 즉시 의료진에게 말하도록 교육한다..

③ 마취시간

보통은 3-4시간 정도 마취가 유지된다.

마취가 되는 동안은 저린 느낌이 들며 손을 움직일 수 있으나 15분 정도 경과 후 

본인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4) 목주위 마취(사각근간 차단)

어깨 앞쪽 주위, 외측 팔꿈치 전완 주위의 수술시 시행한다..

① 마취자세

환자의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같은 쪽 손은 쇄골이 아래로 쳐지도록 대퇴부에 

두게 한다.

② 마취방법

목 주위 부분에서 마취약을 주입하며. 이때 저린감이 나타날 경우 즉시 말하도록 

한다.

마취는 15-20분 정도 경과 후 서서히 마취된다.

마취효과는 보통 3-4시간 정도 유지되며 그동안은 통증이 없는 이점이 있다.

③ 마취 후

마취가 이루어진 가슴쪽이 답답하거나 눈에 이물감을 느끼며 아래로 쳐지거나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으나 마취가 풀리면 되돌아오므로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한

다.

마취가 풀리기 전 까지는 꼭 금식하도록 교육을 한다.

마취가 풀리기 전에 음식을 섭취할 경우  후두신경 차단으로 음식물이 기도내로 흡

입되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금식 교육을 하도록 한다.

     



Ⅳ. 미세접합수술후 간호

1. Replantation정의

   - 재 접합(.Replantation) ; 절단된 부분을 다시 붙이는 것

   - 완전 절단(complete);절단 부분과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 불 완전절단(incomplete); 피부, 신경, 혈관, 건등 일부연부조직이 환자와 연

결되어 있는 상태

       

  

재 혈관화(revascularization) :수지나 사지를 재건하는것

     



2. Replantation 적응증

1) 허혈시간

 - 절단된 부분이 절단된 때부터 혈류가 복구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

① 전완(forearm)의 1/3보다도 더 근위부에서 절단된 경우에는 허혈시간이 6-8시간 

정도, 수지부는 12시간정도(단, 냉온상태(섭씨4도)에서 보관은 약 24시간-38시

간도 가능하다)

② 절단된 손가락 수

다발성 수지의 절단 시 절단된 모든 수지를 재 접합해야할 지 또는 일부만 재 

접합해야 할 지 결정해야 된다. 보통 모지-제3수지-제4수지-제2수지-제5수지 순

서에 따르게 된다.

③ 연령

재 접합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나이가 금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의 

경우 절단된 어떤 부위든 재접합을 해야 하며, 수술 후 생존한다면 기능은 성인

에 비해 양호하게 회복된다.

3. 절단부위의 응급처치

1)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2) 절단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부위와 연결부위를 같이 드레싱하고 올려준다.

3) 출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4) 계속 출혈이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압박을 시행하며 이때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4. 수술 후 간호

1) 수술 후 자세

-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원칙으로 한다.



-　정맥울혈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수술부위 거상을 권장(심장높이 정도)

-　동맥부전: 심장높이 이하로 낮춘다.

2) 수술 후 지켜야할 사항

① 침상안정 및 수술 후 3-5일 정도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② 실내온도를 섭씨 25-26도 이상 유지한다.

③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④ 통증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혈관 수축을 조정할 수 있는 흡연, 카페인, 초콜렛은 삼간다.

5. Monitering

1) 색깔(color)

불빛에 비춰보거나 정상 피부를 10초간 보고 피판 관찰

① 동맥부전-청회색을 띄면서 창백해짐

② 정맥부전-붉은 색조~붉은 자주빛→푸른 자주빛으로 변화

③ 혈액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주변부 조직과 다른 창백한 색

2) 모세혈관 재충혈(capillary return)

손가락 또는 뭉톡한 물건 끝으로 긁어 창백하게 만든 후 변화로 파악

① 동맥부전 - 재 충혈이 느리거나 피판이 창백

② 정맥부전- 재 충혈이 너무 순간적이거나 피판이 푸른색조를 띔

3)　출혈(needle test)

건강한 조직과 피판을 같은 깊이만큼 찌른 후 출혈을 비교 관찰

① 동맥부전-출혈이 없거나 조금 나오다 멈춤

② 정맥부전-혈액이 암적색 또는 자주빛, 출혈 시간이 길어짐

③ 정맥 폐쇄-부어있는 피판의 가장자리에서 암적색 출혈이 지속

*　피판 손상을 가하므로 혈액 순환장애가 의심스러울 때만 시행



４）온도(temperature)

적외선 온도 측정기, 열전기 온도 측정기 등으로 측정

① 말단 부위 피부 온도가 2.5도 이상 저하 또는 30도 이하면 순환부전

② 장점- 저렴하며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정립, 간호인력에 의해해석가능

③ 단점- 주위조직, 환자 체온, 실내온도, 의복상태 등에 영향 받아 신뢰도 떨어짐

6．SALVAGE

①　적응증

- 동 정맥은 연결이 되었으나 정맥이 다시 막힌 경우(수술후 3-4일 정도 지나서)

- 동맥의 연결은 있으나 정맥이 없는 경우

②　방법

- 생리식염수 1L에 헤파린 25000유니트(5CC) mix하여 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반

대편의 끝부분을 절개하여 배출되는 혈액의 흐름을 응고 되지 않도록 떨어뜨린

다.(20-30gtt)

- 헤파린 3000유니트: 매4시간마다 정맥주사 지속적인 혈액배출유도

③　Leech요법

congestion올 경우에 손끝이 dark해 지는데 가능하면 nail밑으로 하여 거머리를 물

려준다-  12시간마다 한 마리가 적당하다.

=재수술 판단 시에는 4-6시간이내 시행

(1-2일 이상 경과후의 재수술은 무의미)



Ⅴ.　CAST간호

1. 정의

 - 정복을 한 후에 골절편의 고정을 위해 사용한다.

 - 석고붕대는 바낭고나 유리섬유 (물에서 활성화되는 폴리우리탄 수지를 여러 겹

으로 겹쳐 만든) 붕대로 신체 부위의 모양에 따라 굳어져서 부위를 고정시키는 

도구이다.

2. 목적

 - 골절 정복 및 고정

 - 변형의 예방 및 고정

 - 관절의 지지와 안정

 - 동통의 효과적

3. 종류

1) Short arm cast

 - 요골 또는 척골의 원위부 골절에 시술한다.

 - 손가락 마디 관절의 손상이 된 손가락뼈의 골절이 함께 있을 때는 손가락 부목

을 대주어 short arm cast 와 연결한다.

2) Long arm cast

 -요골 및 척골 골절, 기타 주관절 주변의 골절, 손목 인대의 손상, carpal bone의 

경미한 골절을 치료 할 때 쓰인다.

Short arm cast 

   

  Long arm cast



3) Spica cast 

- 둔부나 어깨 부위에 적응한다. Spica 란 8자형으로 교차된 형태라는 뜻에서 유래

된 말로 몸통과 사지의 주요부분을 함께 고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① Shoulder spica cast

 - 어깨의 spica cast는 body jarket과 long arm cast를 병용한 것으로 어깨 관

절이나 상완골 골절, 팔굽 관절의 손상, 어깨관절의 탈구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

용된다.

② Hip spica cast

 - Hip spica cast는 유두선 아래에서 손상 받은 쪽 하지전체(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를 석고붕대로 감는 것이다. 둔부와 회음부위의 청결을 위해 창구를 낸다. 

이 석고붕대는 그 적용부위에 따라 single spica, one and half spica, 

bilateral above knee spica의 세가지가 있다.

  Hip spica cast는 선천적 대퇴관절 탈구나 대퇴관절 및 무릎관절의 재건 수술

후에 수술부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골반이나 대퇴관절, 대퇴골절의 고정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③ Thumb spica cast

- 팔꿈치 아래에서 엄지손가락까지 석고붕대를 하고 엄지손가락 끝만 노출시킨다. 

이는 손목뼈의 골절이나 손가락골절, 인대와 관절의 손상에 대한 치료방법이다.

④ Short leg cast

발목이나 발에 골절이 있을 때 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 감는 형태이다

발가락을 노출시켜서 감각, 운동정도, 순환상태를 관찰한다. 체중부하가 허용

되는 경우에는 쇠로된 보행용 뒤 축을 만들어서 대어준다



발목관절은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뒷꿈치가 해부학적 정상위치가 되도록 고정

한다. 특히 하지석고붕대인 경우 비골근 신경(peroneal nerve)의 압박은 수족

(foot drop)의 원인이 되므로 관찰이 중요하다

short leg cast를 변형하여 무릎 위까지 cast를 높게 하는 경우를 patella 

tendon weight bearing cast라고 하며 이는 경골이나 비골의 경한골절에 사용

한다.

⑤ Long leg cast

- 발부분의모양은 Short leg cast와 비슷하다. 무릎관절을 지나서 샅부위까지 석고

붕대로 고정한다. 이때 체중부하가 필요하면 보행용 뒤축을 대어준다

무릎관절이나 대퇴하부의 심한골절이나 경골, 비근골, 발목뼈의 경미한 골절에 

쓰인다.

- LLS와 cylinder splint와 병행

Thumb spica

   

< Short leg cast >

< Long leg cast >



⑥ cylinder cast

 슬개골 골절과 Osgood-schlter씨병 등에 시술한다.

4. cast의 장점

_ 각 환자에게 맞게 만들어져 있어 편안하게 꼭 맞는다

_ 지정된 부위를 완전히 고정하여 환자가 제거할 수 있다.

_ 어떠한 기형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 비교적 값이 싸고 무게가 가벼우며,cast를 하는데 많은 기구가 필요 없다.

- 잘 맞추면 별 불편 없이 장기간 착용할 수 있다.

5. Cast의 합병증

-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부종으로 인한 혈액순환부족이나 신경압박은 

사지손상을 초래함

- 석고붕대 압력으로 인해 괴사, 욕창, 종창, 신경마비를 유발 할 수 있다

- 혈전 색전증, 지방색전

6. cast건조

_ cast는 수분이 증발되므로 차차 건조해진다.

- 건조되는 시간은 24-48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은 cast에 금이 가거나 부러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cast는 cast의 굴곡에 따라 베개로 잘 괴어주어 처음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르도록 한다.



- cast는 홑이불이나 담요를 덮지 말 것이며 필요하면 크래들을 사용하고 그 위에 

덮어준다.

7. cast제거 후 부종에 대한간호

- 하지를 몸보다 높이고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걸치지 말고 발의자를 댄다.

- 간격을 두고 낮 동안이라도 하지를 상승시켜 부종을 방지한다.

- 신축성 있는 붕대(Ace Bandage)를 매어서 부종을 내린다.

8. cast 하는 방법

  ① 개봉 후 상온 물에20-30초 제품이  잠기도록 담근다.

  ②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볍게 짜낸 후 타월로 앞, 뒷면을 잘 닦는다.

  ③ 환부에 성형 후 붕대로 감아 고정한다.

  ④ 위의 과정 소요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9. splint

1) splint의 목적

- 약한 관절을 지지, 통증완화,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swelling이 심한 대상자에게 보통 석고붕대나 scotch cast하기 전 단계로 사용

2) splint종류

 ① Finger splint

 적용-지골골절과 추지 등에 적용한다. 지골골절 시는 약1개월, 추지는 약2-3

개월 적용한다. 과다신전으로 인한 혈액 순환장애가 있는지 사정한다.

② Thumb spica splint

  적용 - 수근부와 모지를 동시에 고정하는 splint로 제1중수 지관절이 고정되도록 

한다.  약2주간 고정한다.



③ Short arm splint

적용-수부의 골절과 인대손상, 외관절의 염좌, 전박부의 골절과 손상 등에 적용

하며 부종이 심할 경우 혈액순환 상태를 보기위해 손톱을 자주 관찰하고 항상 

팔을 올리고 있도록 한다

④ Long arm splint

 적용 - 전박부 골절, 상완골 과상부골절, 주두골절, 주관절 탈구등에 적용한다

        약6주간 적용한다

    

⑤ Sugartong  splint

  적용 - 요골과 척골의 동시 골절시 도수 정복 후에 시행한다

         2주 정도후 cast로 교체해준다   

⑥ Short leg splint

   적용 - Ankle sprain, 족부의 골절에 적용한다, 족부의 부종이 빠지도록 상승시

킨다.

     



⑦ Long leg splint

적용 - 하퇴부의골절, 슬개골 골절및 슬관절 주위의 인대 손상,대퇴부 원위부 골절

등에 시행 뒤꿈치와 비골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pad를 충분히 대어준다

 Leg elevation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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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상처간호

< 상처치료실 >

< 상처치료실 내부 >



1. 상처 (wound)

 의학적으로 상처는 사람의 조직이 가지는 해부학적인 연속성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 그 본래의 연속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상처치유과정

3. 상처관리의 원칙

1) 피부소독제의 사용

최근에 요오드나 과산화수소 등의 소독제를 사용하면 상처치유가 늦게 된다고 

하는데 지저분한 환경에서 상처가 난 초기에는 요오드나 과산화수소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이나 균을 제거하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여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주므로 필요하다.

상처정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비교적 깨끗하다면 소독은 불필요하며 상처가 

난 직후에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 몸에서 염증에 분비되는 물질만으로도 

감염을 막고 정상적인 상피화기에 들어단다.

2) 간호진단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상처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간호진단을 결정한다.

- 지식부족 : 상처상태, 상처관리

- 상처와 관련된 통증

- 상처간호와 관련된 불이행

- 면역기능저하와 관련된 감염의 위험성

- 상처와 관련된 신체상 저하

3) 간호수행

(1) 사정

- 주관적 자료 : 통증, 불편감, 무감각 호소



- 객관적 자료 : 욕창호발부위, 상처사정, 일반사정

(2) 간호목표

- 대상자는 상처의 원인요소를 이해한다.

- 대상자는 예방과 간호수행에 대한 원리를 파악한다.

- 대상자는 상처치유 증진을 위한 처방된 치료계획에 참여한다.

- 상처의 계속적인 치유과정이 진행된다.

(3) 계획

- 상처의 진행단계를 파악한다. : 손상단계

- 피부손상의 촉진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

: 실변, 실금, 부동, 부적합한 영양상태, 감각지각장애

- 피부손상의 진행 및 악화를 예방한다.

- 상처사정에 따른 적합한 드레싱 방법을 적용한다.

- 괴사성, 감염성 상처일 경우 협의 진료를 의뢰한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처간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 원인, 욕창예방법, 적합한 치료, 치유촉진 요인, 가족의 지지 등.

(4) 수행

   적절한 드레싱방법으로 드레싱한다.

(5) 평가

- 간호수행의 효과 및 효율을 평가한다.

- 적합한 상처드레싱 수행여부

- 상처예방과 관리 도구의 사용 여부

- 상처 예방 교육 수행 여부 등

4. 드레싱의 목적

- 드레싱의 목적은 상처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켜 편안함을 제공하며, 통증을 

감소시킨다.

- 불쾌한 냄새를 조절한다.

- 상처치유의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 물리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상처 및 주위조직을 보호하도록 한다.

- 감염을 예방하고, 삼출물 및 배농액을 흡수하여 연화 유발을 감소시킨다.



5. 드레싱의 종류

1) 반투과성 필름 드레싱 (Semi-permeable Film Dressings)

 - 얇고 투명한 폴리우레탄 필름 접착제로 상처 보호시에 유익하다.

 (1)장점 : 외부로부터 수분 및 박테리아 차단과 목욕 시 상처를 보호할 수 있고 

신경 말단을 보호하여 통증 경감, 상처부위 관찰 가능

(2)단점 : 흡수력이 없어 삼출물이 있을 경우 상처부위 연화유발 제거 시 조직 

손상 유발 가능

(3) 제품 : OPsite (smith&nephew), Tegaderm (3M)

       

2) 하이드로 콜로이드 (Hydrocolloids)

 - 친수성 흡수 분자가 소수성 폴리머 접착 성분과 결합하여 상처치유 환경을 

유지한다.

 (1) 장점

*친수성 분자가 상처의 삼출물 흡수, 젤을 형성하여 상처 표면의 치유환경 유지

*소수성 폴리머 성분이 병원균의 침투 예방, 상처와 체표면의 모양에 잘 부합됨

*신경 말단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통증을 경감, 드레싱 교환 횟수의 경감

*친수성 콜로이드 상호작용으로 괴사조직의 자연분해

 (2) 단점

*감염된 상처에는 금기, 접착성분에 의해 연약한 피부에 손상 유발

*젤이 상처의 감염과 혼동

 (3) 제품 : Duoderm (convatec), comfeel (coloplast), Tegasorb (3M)



3) 친수성 젤 (Hydrogels)

 - 친수성 콜로이드의 젤 형태로 상처치유 환경을 유지한다.

 (1) 장점

 - 세포의 이동을 위한 촉촉한 성처 환경 유지, 삼출물의 흡수

 - 괴사 조직을 수화하여 자연분해를 촉진

 - 신경 말단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통증을 감소시킴

 - 깊은 상처의 사강을 감소시켜주며 세척이 용이

(2) 단점

- 2차 드레싱 필요, 과다 사용은 연화 유발

 (3) 제품 : Duoderm Gel (convatec), Intrasite gel (Smith&Nephew) 

4)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Calcium Alginate Dressings)

 - 해초에서 추출한 천연 폴리사카라이드로 다양한 크기와 로프 형태로 구성되어 

삼출물 흡수에 유익하다.

 (1) 장점

 - 젤 형성으로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 신경 말단을 보호하여 통증 경감

 - 저 알러지성, 상처의 사강을 줄이기 위한 팩킹용으로 사용 가능

 - 삼출물의 흡수력 뛰어남, 지혈성분 함유로 출혈성 상처의 지혈 촉진



 (2) 단점

- 혐기성 세균에 감염된 상처에는 폐쇄 드레싱 병용 부적합

- 젤이 농이나 부육으로 혼동가능

- 건조한 상처나 괴사 조직이 덮인 상처에는 부적합

 (3) 제품 : Kaltostat (convatec), Sorbsan (steriseal)

5)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Polyurethane Foam Dressing)

 - 폴리우레탄 재질로 상처를 보호하며, 삼출물 흡수에 유리하다.

 (1)장점

- 삼출물의 흡수력 뛰어남 

- 습윤 환경의 유지

- 드레싱 제거가 용이함

(2) 단점

- 2차 드레싱 필요

- 건조한 상처나 괴사 조직이 덮힌 상처에는 부적합

(3) 제품 : 메디폼(일동), Allevyn(Smith&Nephew)



 



* 상처세척

주치의에 지시에 따라 

● 생리식염수로 세척

● 비누와 물로 세척

● 외부 고정핀이 보일 경우 : 과산화수소대 생리식염수 5:5비율로 섞어

사용하여 고정물 주위의 피부를 세척

● 봉합한 상처 : 봉합사 주변의 피부를 가볍게 닦아 낸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거즈로 닦은 후 봉합사를 덮는다. 절대 외부 고정핀이나 봉합사가 젖어서는 

안된다.

* 흉터관리

(겔이나 시트 사용법)

● 과잉 증식된 흉터나 딱딱해진 흉터에 적용하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어 피부에 유착되는 것을 줄여준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를 24시간/밤에만 붙여둔다.

● 부착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매일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해준다. 

 만약 피부에 발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한다.

● 흉터 연고 : 흉터 부위를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연고를

하루에 수차례 필요시마다 도포하여 손가락 두개 정도를 이용하여

흉터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이를 수개월 이상 지속한다.

* 부종관리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은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를 회복시켜서 더 쉽게 운동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압박

● 부종마사지

● 얼음팩 

6) 상처/흉터 관리 Home program



Ⅷ. 전담간호사

1. 업무개요

 : 본원 전담간호사는 간호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정형외과 7명, 심장내과 

1명, 신경과1명) 담당과장님과 함께 회진하고, 지시한 처방을 시행하며 검사나 

타과 외래 업무를 담당한다.

2. 정형센터 전담간호사의 역할

1) 신환, 구환 코디네이터 상담

2) 외래환자 관리

 - 예진, staff별 진료지원 및 입력

 - 환자나 교육, 운동의뢰

 - 수술스케줄 관리

 - 수술전, 후 점검 관리

 - 입,퇴원 관리등

3) 입원 환자관리

- 입원 후 치료계획 및 수술에 대한 설명

- 수술 전 모든 data sheet 작성 및 검사 결과 점검

- 수술 준비 여부 점검

- 수술 후 재활 교육

- Rounding 업무 보조

4) 퇴원 환자관리

 - 퇴원 차트 관리, 경과일지 기록, 진단서 관련업무 

 - 퇴원 관리 교육

 - 운동 의뢰

 - 외래 예약

 - 지속적 추후 관리



     

  

 



No. 수술명

   1 Debriment 변연절제술

   2 I&D ;Incision&Drainage 절개술과배농

   3 F.B Removal 이물제거술

   4 Local flap 국소피판술

   5 Cross finger flap 교차수지 피판술

   6 Thenar flap 무지구 피판술

   7 Abdominal flap 복부 피판술

   8 Groin flap 서혜부 피판술

   9 Island flap 도서형 피판술

  10 Muscle free flap 근 유리피판술

  11 Myocutaneous free flap 근-피부 유리 피판술

  12 LD(Latissimus Dorsi) Perforator free flap 광배근 천공 유리피판술

  13 sensory free flap 감각 유리 피판술

  14 tendocutaneous free flap 건-피부 유리 피판술

  15 F.T.S.G;Full Thikness Skin Graft 전층 피부이식술

  16 S.T.S.G ;Split Thikness Skin Graft 부분층 피부이식술

  17 Extraction of nail 발조술

  18 Operation of Ingrowing nail 내향성 모조증 근치수술

  19 Camptodactyly 굴지증 

  20 Polydactyly 다지증

  21 Syndactyly 합지증,지유합증

  22 Polysyndactyly 다지유합증

  23 Brachydactyly 지단축증

  24 Curettage 소파술

  25 OM; Osteomyelitis 골수염

  26 Bone drilling 골천공술

  27 Saucerization 배형성형술

  28 Osteotomy 절골술

Ⅸ. Operation term

 



No. 수술명

29 Ostectomy 골편절제술

30 B.G; Bone Graft 골이식술

31 PLIF;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후방요추 체내융합술

32 AIF;Anterior Interbody Fusion 전방체내 융합술

33 Arthrodesis 관절고정술

34 Vertebroplasty 척추성형술

35 Microdisectomy 미세추간판제거술

36 Laminectomy 척추후궁절제술

37 D/L;Dislocation 탈구

38 Amputation 절단술

39 BK Amp ; Below Knee Amputation 무릎아래절단술

40 AK Amp: Above Knee Amputation 무릎위 절단술

41 Stump revision 단단성형술

42 Replantation 재접합술

43 Revascurization 재혈행화

44 OR/IF:Open Reduction/ Inrernal Fixation 관혈적정복술/체내고정술

45 CR/IF:Closed Reduction/ Inrernal Fixation 폐쇄정복술/체내고정술

46 OR/EF:Open Reduction/ External Fixation 관혈적정복술/체외고정술

47 CR/EF:Closed Reduction/External Fixation 폐쇄정복술/체외고정술

48 Implant removal 금속제거술

49 THRA;Total Hip Replacement Arthroplasty 전체둔부인공관절치환술

50 TKRA: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전체무릎인공관절치환술

51 TSRA:Total Shoulder Replacement Arthroplasty 전체견갑인공관절치환술

52 Synovectomy 활막절제술

53 HemiArthroplasty 부분치환술

54 Revision of Replacement Arthroplasty 인공관절 재치환술

55 Trigger finger 용수지

56 Myotomy 근절단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