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신경외과 중환자 간호

1. 두 개강 내압 상승 환자 관리

 두 개강 내압 상승은 두부 손상, 뇌졸중, 뇌종양, 사장애 및 중추신경계감염 등 두 개강 내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다. 

 증상 : 안저의 유두 주변의 망막출혈, 극심한 두통, 뇌신경 마비, 의식 장애, 호흡장애, 혈압상승,    

          서맥이나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간호

  ① Consciousness(Glasgow Coma Scale), pupil size, light reflex를 사정한다.

  ② 기도유지를 해주며 적절한 산소공급을 해준다. 

  ③ 필요시 suction을 할 때 15초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 의식이 있으면 심호흡을 시킨다. 

  ⑤ 섭취량과 배설량을 조사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⑥ 적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준다.

  ⑦ 두 개강 내압을 상승시키는 자세(엎드리는 자세, 머리와 목을 심하게 굴곡 시키는 자세)를 금하고  

     두부를 30도 상승을 유지한다.

  ⑧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30도 올린 침상의 높이)

2. 척추손상 환자의 간호

 Neurologicalsign 및 v/s를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즉, hypotension, bradycardia, hyperthermia에 한 적절한 처치

 순환기계 간호 - 혈액의 귀환을 돕기 위해 탄력스타킹 

                  또는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or를 적용한다.

 호흡기계 간호 - 폐렴, 무기폐의 증상을 관찰한다.

 소화기계 간호 - 마비성 장폐색의 증상을 관찰한다.

                   복부팽창, 오심, 저하된 장음을 관찰한다.(필요시 Nasogastric tube를 삽입)

                   Gastrointestinal bleeding 관찰한다.

                   변비예방 : 완화제, 하제, 관장

 배뇨관리 - 방광 팽창의 증상을 관찰한다.

              인공배뇨를 위하여 카테터를 삽입할 때 감염증상을 관찰한다. 

 근골격계 간호 - 하루에 3회 이상 ROM운동을 실시한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3. 뇌실 외 배액관 및 뇌압 감시 간호

 뇌실와 배액관은 뇌간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 장치를 높이(보통 몬로공에서 15~20cm 위)에 유지   

   하도록 한다. 배액관 위치가 낮으면 뇌척수액의 배액이 많아지고 지나치게 빠른 뇌척수액의 배액은   

   뇌간 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뇌실외 배액관의 경우 level을 확인하고 뇌압 감시 장치는 뇌압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다.

 뇌실외 배출액(뇌척수액)의 색, 양 및 혼탁 정도를 규칙적으로 사정하고 기록한다. 

 뇌척수액의 진동(oscillation)이 잘되는지 확인한다.

 뇌실외 배액관 및 뇌압감시 장치가 삽입된 부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빠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   

   찰한다. 

 뇌실외 배액관이 closed system을 유지하고 배액관 관리 시 철저한 무균술을 지킨다.

 배액관이 꼬이거나 꺽이지 않았는지 항상 관찰하고 만약 연결부위가 빠졌을 경우 연결부위 위 부분을  

   막은 다음  소독된 배액세트로 교환한다. 

 환자이동이나 체위 변경 시 급격한 뇌 척수액 유출로 뇌간 탈출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액관  

   의 중간 장금쇄를 잠시 잠그고 시행한 뒤 원래 상태로 유지한다. 

 배액 주머니의 환기구(air vent)가 막히면 배액 주머니 안의 압력이 상승하여 정상적인 배액을 방해   

   하므로 환기구가 막히지 않고 cotton stopper가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 

 의식이 혼미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관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억제 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