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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의료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 

   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Ⅰ. 환자의 권리환자의 권리환자의 권리

    존엄의 권리    존엄의 권리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평등의 권리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들을 권리가 있다.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Ⅱ. 환자의 책임환자의 책임환자의 책임

    치료계획 준수 책임 치료계획 준수 책임 치료계획 준수 책임

               환자는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 한 결과에환자는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 한 결과에환자는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한 책임이 있다.

    원내규정 준수 책임

     환자는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환자는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환자는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Ⅰ. 환자 권리 장전



Ⅱ. 중환자실 운영체계



1. 중환자실 운영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원 중환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진료 업무 수행에 적정함을 기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중환자실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

                 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구성) 1) 중환자실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및 간사는 원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중환자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환자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3) 중환자 간호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제 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

                시로 소집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회의 소집은 소집일 3일전까지 통보하되 회의 주제를 공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  담당주치의는 ICU에 입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수간호사 및 실장과 협의하여 입실을

   결정한다.( 한 중환자 의학회 권고안  참조 )

￭  병실이나 응급실에서 환자가 ICU에 입실이 결정되면 주치의가 가족 또는 환자에게 ICU 입실의 필요성

   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ICU근무 간호사는 환자가 입실한 후 환자 가족에게 ICU에 관한 제반규칙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 보관한다.

￭  ICU입실 환자에 한 진료행위 기록은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  입, 퇴실에 해 주치의와 의견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장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입실 상 기준 : ICU설치 목적에 따라 급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고위험도의 중증환자를 상으로  

 하며 각 계열별 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증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

    - 중환자의 기술적인 감시나 간호 및 invasive monitoring등이 필요한 환자

     * 입실 상 환자

     ∙ 호흡기계 질환 : 호흡부전, 급성 폐수종

     ∙ 간, 담도계 질환 : 급성 간부전증

     ∙ 급성질환 : 약물중독, 전해질 이상 탈수

     ∙ 신장계 질환 : 급성 신질환

     ∙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 수술 후 집중 치료를 요하는 환자

     ∙ 다장기 공여를 위한 뇌사 상태인 환자

    

    * 입실을 금하는 환자

     ∙ 중증 감염으로 중환자실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자

     예)후천성 면역결핍증, 광우병, 항상균 도말 양성인 결핵 환자 등

        만성 및 말기환자 : 각종 장기 부전의 말기환자, 암 말기환자 등

        정신병 환자, 관조 상태인 경우 : 간성 혼수,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화상환자 : 단순 화상환자는 감염 혹은 역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입실을 금한다.

        오염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감염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한다.

￭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집중감시와 간호 및 집중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 및 3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주치의, 보호자, 수간호사 협의 하에 퇴실을 결정한다.



3. 중환자실 입․ 퇴실 절차

• • • 입원 환자 관리

■ 관리 방법

입원하는 환자에게 병원 생활 안내와 주호소 확인 및 간호력 작성을 통해 치료적인 관계를 시작하도록 한다.

￭ 입원수속절차

① 외래 또는 응급실 통해서 입원이 결정되어 전산으로 입력되면 원무과 입원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한다.

② 원무과는 부서 내 비치된 「입․퇴원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입원약정서’ 및 필요시 ‘선택 진료 신

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접수증’을 제공하여 안내사항을 설명하며 입원 지시일에 맞추어 병실이 결정되

면 해당 환자에게 연락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접수증의 안내사항에는 입원 시 개인 준비물품이 필요함도 함께 공지되어있다). 

③ 원무과에는‘병실요청 환자 장’이 있어 입원결정서 접수 순서 로 수속이 이루어진다. 

 
■ 간호수행

￭ 응급실, 외래에서 입원상황을 통보 받을 때 필요한 기계, 기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산소, 인공호흡기, EKG. NIBP. SaO2. Suction 등)

￭ Bed making을 확인한다. (air mattress기능 확인)

￭ 의무기록지를 준비한다.

  중환자기록지, 간호진단 및 계획, 이름표, 중환자실 안내문

￭ Wheel chair, stretcher car로 입원한 환자를 중환자실 침 로 옮긴다. 

￭ Electrode를 붙이고 EKG를 연결한다. 

￭ Order에 의해 산소를 제공한다.

￭ Vital sign를 측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한다. (주호소, Physical exam, Bed sore유무 확인 등)

  삽입된 각종 Tube의 기능, 배액의 상태 기계의 작동 상태, IV site, 수액set, IV fluid 잔량 등을 주의 깊게 관

찰한다.

￭ 의사에게 입원사실 및 환자상태를 보고한다. 

￭ 이름표를 출력하여 이름, 등록번호, 성별, 과, 입원일 등을 확인하고 침상 위에 부착한다.

￭ 보호자 및 환자와 면담을 통해 환자에 한 간호력을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중환자실 orientation을 한다. 중환

자실에서 환자가 원할 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을 쳐준다.

  면회시간, 보호자 기실 위치 및 시설, 중환자실 전화번호, 인터폰 사용법, 출입 시 주의 사항, 휴 폰 사용금

지, 지정의, 주치의, 담당간호사를 안내해 준다.

￭ 간호진단 및 계획을 작성한다.

￭ 중환자 기록지에는 입원시간 의 점선에 빨간색 밑줄을 긋고 입원시간, 경유장소를 기록 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전화‘0’번을 눌러 방송을 요청한다.

￭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을 원할 때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면담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



• • • 전동 환자 관리

■ 관리 방법

전동이 결정되면 환자에게 간호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간호단위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 간호수행 

￭ 전출 병동

  ① 전출이 결정되면 이동 될 병동에 병실을 예약한다.

  ②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출 이유와 함께 전동 절차에 해 설명한다.

  ③ 전출될 병동의 병실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④ 병실 확인 후 동일등급이나 하급병실로 전출 시에는 [전동전실] 전산프로그램에서 직접 병실이동 수속을 한

     다. 상급병실로 전출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입․퇴원 기록지를 가지고 원무과에서 상급병실신청서를 작성하  

   도록 한다.

  ⑤ 의무기록지의 모든 기록을 재검토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heading, 처방, 활력징후, 섭취량과 배설량, 환자상태 등

  ⑥ 전과 ․전동간호 기록지에 환자상태 확인 사항, 일반 확인 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의 각각 항목 등을 자세히 기  

   록 한다.

  ⑦ 간호기록지에 전동시간과‘Transferred to 병실’을 기록한다.

  ⑧ 직원(운반요원)이 환자와 함께 의무 기록지, 남은 약, 검사물 등을 전출병동으로 이동시킨다.

  ⑨ 모든 환자이동과 방사선 필름 및 챠트 전달 업무는 직원이 직접하며 stretcher car나 bed 이동 시는 side 

     rail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안전하게 이동한다. 

  ⑩ Worksheet에는“Transferred to (병실) at (시간)”으로 기록한다.

￭ 전입 병동

  ① 전입 병동에 해당 병실의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입실 가능 시간을 알려 주고 환자의 상태 및 준비해야 할 기

     구나 물품을 확인하여 준비한다.

  ② 환자가 전입되면 예약된 침상으로 안내하면서 간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병동 생활 안내를 한다.

  ③ 환자의 상태(수액, Foley catheter, L-tube, Hemo-vac 등 각종 tube 유무, Op. wound site, bleeding sign 등 

     여부)를 파악한다. 

     중환자실에서 전입한 경우는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④ 의사에게 환자의 전입을 알린다.

  ⑤ 입․퇴원기록과 전산으로 병실이동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간호기록지에 전입시간과 “Transferred from (병    

  실)”을 기입하고 의무기록지를 점검한다.

   【예】남은 약, 검사물, 처방 등

  ⑥ Worksheet에는 “Transferred from (병실) at (시간)”으로 기록한다.

  ⑦ 예약된 검사에 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재확인한다.

  ⑧ 식사는 병실이동과 동시에 전입병동으로 전산이 변경된다.

     단, 식이 입력 시간 이후에 전동된 환자의 경우는 급식 관리실에 병실이동을 알려준다.

• • • 전과 환자 관리



■ 관리 방법

 전과가 결정되면 환자에게 간호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간호단위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 간호수행 

￭ 전과가 결정되면 주치의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과 이유에 해 설명한다. 

￭ 전과 후 해당과 병동으로 전동할 경우 병실 유무를 확인한다.

￭ 전과된 후 전동을 할 경우는 전동 시 간호와 같다.

￭ 환자의 전과를 해당과 의사에게 알린다.

￭ 환자이름표와 Worksheet에 전과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한다.

￭ 간호기록지에 전과시간과 ‘Transferred to 진료과’를 기록한다.

• • • 퇴원 환자 관리

■ 관리 방법

 퇴원이 결정되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퇴원 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원활한 퇴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 퇴원 수속 절차

 퇴원 수속은 챠트가 정리되고 주치의 퇴원실시가 입력되면 간호사가 퇴원 완료가 되면 12MD전까지는 각 진료과별  

 보험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진료비 내역서를 직접 퇴원환자에게 제공하며 원무과 퇴원 창구(4번)에서 수납한다.

■ 간호수행

￭ 퇴원이 미리 결정되면 퇴원 전날 전산으로 퇴원 예고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의무기록지의 모든 기록을 재검토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전산으로 퇴원간호 기록지를 작성하여 출력하여‘기록보관용’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의  

  무기록지에 첨부하고‘환자제공용’은 환자에게 준다. 퇴원간호 기록지에는 퇴원 시 상태, 외래예약, 외래검     

  사, 퇴원 약, 퇴원 후 관리, 가정에서의 관리와 기타항목이 있다.

￭ 남은 약을 정리한다(자가 약이 있는 경우 돌려주고 투여되지 않은 약은 반납한다).

￭ 실시하지 않은 검사는 취소한다.

￭ 타병원에서 가져온 X-ray나 CD가 있을 경우 돌려준다.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는‘구급차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과로 보낸다.

￭ 주치의가 전산으로‘퇴원실시 확인’하면 간호사는‘식이종료’와‘퇴원완료’를 입력한다.

￭ 퇴원 정리된 의무기록지는 수간호사나 주임간호사가 기록내용을 재검토하여 입․퇴원기록지에 full name을 쓴 후 

보험심사과로 보낸다. 

￭ 환자가 퇴원수속이 끝나면 ‘퇴원장’을 받고 퇴원 약을 준 후 약제별 효능 및 복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퇴원 시 추후 외래진료일자 안내와 퇴원 시 질병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 퇴원장은 챠트에 보관하도록 한다.

￭ 퇴원 후 worksheet에 “Discharged at (시간)”으로 기록한다.

￭ 퇴원 후 병실 점검: 병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침 와 테이블을 소독액(락스0.5%)으로 닦는다.

￭ 퇴원 침상은 Terminal disinfection(TD)을 한다. 

￭ 자의퇴원이 결정되면 주치의가‘자의 퇴원서’를 받는다. 



4. 중환자실 입․ 퇴실 주의 사항

■ 감염관리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저항력을 위협하는 내재된 상태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처치가 

응급으로 이루어지므로 감염관리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환자와 직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접촉이 빈

번하여 교차 감염의 기회가 많다. 또한 중환자실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진 미생물의 숙주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병원감염(nosocomical infection)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일반원칙

  ① 중환자실 입실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② 감기 및 전염질환이 있는 보호자는 면회를 자제한다.

  ③ 중환자실 환자 회진 시 그 팀의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염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 즉 혈액, 체액, 배농 및 분비물 등에 오염의 가능성이 많은 환자를 간호 할 때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 격리실 사용원칙

  ① 입실 상은 격리를 요하는 감염환자 및 역격리가 필요한 중환자(예: 면역기능이 저하된 혈액질환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등)를 수용한다.

  ② 환자 치료에 필요한 각종 특수 의료장비(인공호흡기, 산소텐트, 청진기 등) 및 기구 등은 격리실전용으로 한  

 다.

  ③ 격리실을 출입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입, 퇴실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 면회규칙

￭ 보호자 면회는 1일 3회로 제한하며 1회 면회 시 면회자 수를 1-2명으로 제한 한다.

￭ 유소아의 출입을 금한다.

￭ 면회시간 : 07:00 ~ 07:30 AM, 12:30 ~ 13:00 PM, 17:30 ~ 18:00 PM

■ 환자‧보호자 안내 

￭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모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환자실 안내문을 주고 설명한다.

  (중환자실 전화번호, 중환자실 기실 사용방법, 면회시간의 면회방법 등)

￭ 중환자실 안내, 환자 권리와 책임에 한 지침, 고충처리 체계 등을 설명하여 준다.

￭ 보호자 면회시간을 알린다.(07:00 ~ 07:30 AM, 12:30 ~ 13:00 PM, 17:30 ~ 18:00 PM)

￭ 환자의 상태변화 및 보호자와의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챠트에 적어둔다.

￭ 입실시 있었던 개인소지품은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주치의의 회진시간을 알려주고 매 면회시간에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설명하며, 주치의와의 면담요청 시 연결해  

  주고 언제든지 환자상태 및 기타문의사항에 해 설명해준다.

￭ 검사 등의 동의서를 받을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서명을 받는다.

￭ 일반병동으로 전출이나 퇴원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환자에 한 간호 지식 및 보호자 및 환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교육한다(feeding, 흡인, 욕창예방 마사지 방법 등). 

￭ 퇴원 시 외래예약 및, 퇴원 약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

￭ 퇴실 및 퇴원간호절차는 본 매뉴얼의 전동 및 퇴원간호부분을 참조한다.



Ⅲ. 중환자실 사정도구 (중증도 평가)

목적 

표준화된 기준 간호행위에 따라 환자를 사정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상

￭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

■ 입력 방법

￭ 병원 간호사회 환자 분류 도구로 분류한다.

￭ 낮 근무조가 10:00 AM ~ 11AM사이에 재원환자의 전날을 기준으로 매일 환자분류도구에서 입력하고 

  다음날 중환자기록지에 점수를 기재한다.(전산 입력한 날짜와 중환자 기록지 날짜 일치)

￭ 당일 입원하여 당일 퇴원 및 사망환자는 해당날짜에 환자분류도구를 이용한 중증도를 완료한 후 당일 

  기록지에 기록한다. 

 【예】6월 30일  2am 입원 10pm 사망 시 중증도 입력은 6월 30일 날짜로 전산입력하고 6월 30일 중환자 

기록지에 기록한다.

￭ 전동 시는 환자분류도구를 하지 않는다. 

￭ 환자 개개인의 처방화면에서 환자분류도구를 클릭한다.

￭ 분류도구에서 해당사항을 클릭한다. 

1. 활력징후측정

2. 검사 및 측정

3. 활동

4. 영양

5. 정맥주입 및 약물요법

6. 치료 및 시술(30분 이내, 30분 이상)

7. 호흡치료

8. 교육 및 정서적지지

9. 지속적 요구

￭ 각각의 점수의 합은 중증도 분류에 따라 1군 - 6군으로 나누어진다.

  1군 0-13점, 2군 14-32점, 3군 33-65점, 4군 66-98점, 5군 99-150, 6군 151점 이상



■ 이용 방법 - 환자 분류도구 통계  

￭ 의뢰 작업에서 환자분류도구통계를 선택하면 병동별 기간, 병동 선택, 개인 등록번호별, 선택별 조회 

및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 병동별 rounding sheet에 환자중증도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 중환자실 환자 분류도구 



<세부입력 기준>

중환자분류도구 적용기준
  

VITAL SIGNS(4)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manual V/S      q 2hr or × 12

                  q 1hr or × 24

4

8
Y

구강체온, 맥박, 호흡수를 직접 측정, 혈압을 cuff를 이용하

여 직접 측정하고 푸는 시간, 기록시간 포함. 모니터를 이용

한 경우는 감시 및 측정항목임  

 직장/액와/tympany 체온측정 4회 이상 2 Y 액와나 직장, 귀에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함

 pedal or femoral or popliteal   

 pulse/doppler 6회 이상 
2 Y

측정빈도가 증가하더라도 점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재더라도 동일함

 수술 후, 검사 후, 분만 후, 출생 직후 

신생아 활력증후
4 Y q 15' ×4, q 30' ×4, q 1 hr ×4, then 4 hr 측정시 적용  

* manual V/S 은 손으로 직접 혈압과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cuff를 매번 감고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중환자실에서 모니터 하는 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중환자실에서 전신 손상이나 스티븐 죤슨씨 질환에서와 같이 전신의 피부손상으로 cuff의 사용이 불가하여 매번 

손으로 감고 풀어주는 경우 manual V/S에 해당된다.

* 산모가 입실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모니터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산후의 자궁저부/ 분비물 관찰은 15-30분 

기타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 중환자실 환자는 manual V/S을 표시하는 대신 Monitor+체온측정을 하면 됨 

MORNITORING(13)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I&O       q 8 hr or × 3

            q 6 hr or × 4 

            q 4 hr or × 6 

            q 2 hr or ×12

            q 1 hr or ×24 

2

3

4

8

16

Y

음수량, 배설량 모두 측정 시, 배설량은 소변과 기타 배액량

을 재거나 무게측정, 기저귀, 침대린넨(삭제) 교환이 포함된

다.

(한 가지만 측정한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순환확인   q 2 hr  or ×12 2 Y
순환확인 (사지부종, 무감각, 저린감 확인, 피부온도 / 색깔, 

사지 움직임 사정) 

 의식신경계사정  q 4hr or× 6

 의식신경계사정  q 2hr or ×12

 의식신경계사정  q 1hr or ×24 

3

6

12

Y

동공반사, 의식 확인, 지남력 확인, 감각(통증, 진동, 가벼운 

터치, 정확한 입체감 인식평가), 운동 및 감각검사(감각과 근

력 사정)

 manual CVP 측정  q 2hr or ×12

                    q 1hr or ×24 

2

4
Y swan-ganz catheter로 측정하는 것은 제외  

 ICP 측정   q 2hr or ×12

 ICP 측정   q 1hr or ×24   

2

4
Y manual or monitoring 모두 동일함 

 cardiac/apnea/temp probe/NIBP 

 monitor
6 Y

하나 이상 측정했을 때 6점이며 가산하지 않는다. 

모니터 조정 또는 leads연결, alarm resets 포함한다.

 SpO2 4회 이상 6 Y
4시간 마다 probe 위치 이동 및 피부확인, 피부 간호하는 시

간. (자주  측정해도 추가점수 없음)

 



ACTIVITIES OF DAILY LIVING(11)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기본간호(5세 이하) 6

Y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침상/욕실 목욕, 정규 또는 수시 세

면, AM/PM care(세면, 양치, 등 마사지, 침대보정리), 제대

간호,  환의/기저귀 교환, 배변보조, 점유침상/빈 침상 만들

기, 체중측정, 식사준비/공급, 간호사정(사정, 진단, 중재, 평

가)

 최소기본간호( >5세) 2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목욕 준비, 식사공급, 빈 침상 만들

기, 간호사정

 보조기본간호, 자발적 자세이동가능( >5세) 6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목욕/샤워보조, AM/PM care 

partial, 식사준비/제공, 체중측정, 빈 침상 만들기, 환자질문

에 응답,  간호사정 

 완전기본간호, 자세이동 보조( >5세) 14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침상목욕, AM/PM care, 식사준비/

제공, 체중측정, 변기/소변기 제공, 소변량 측정, 점유침상 

만들기, 식사준비/제공, 자세보조, 환자질문에 응답, 간호사

정  

 전적인 간호, 자세이동 및 피부간호

 q 2hr ( >5세) 
32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침상목욕, AM/PM care, 피부간호 

q 2hr, 구강간호 q 4hr, 자세변경 q 2hr, 식사준비/제공, 침

상체중측정, 변기/소변기 제공, 소변량 측정, 점유침상 만들

기, 환자질문에 응답, 간호사정  

 추가린넨교환 및 부분목욕 6회 4 Y
필요시 린넨 교환 또는 부분 목욕을 하는 경우 

 incontinent, vomiting, diaphoretic care  

 Pediatric recreation and 

 observation 12세 이하,

 신생아실은 제외  

8 Y

12세 이하 아동에게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의 계획적인 놀이요법이나 질문에 답하고 심하게 보채거

나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안아주거나 수시로 곁에서 관찰해

야 하는 경우

 2 - 4 군데 억제대 적용 2 Y 2- 4군데 사지억제를 하고 말초순환을 확인할 때

 침대에서 환자 옮기기 3회  2 Y
환자를 chair/wheelchair/commode나 stretcher car로 옮기

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는 것을 3회 도와주는 경우  

 격리 (마스크, 가운, 장갑 착용) 2 Y
손 씻고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벗는 행위가 하루 8회

일 때

 active/passive ROM exercise ×3 4 Y
 active ROM exercise는 처방된 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passive ROM exercise는 직접 운동시킴  

* 기본간호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며 모든 기본간호가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된 행위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도 별도의 점수를 부과할 수 없다. 

* 5세 이하는 infant & toddler care만 부과할 수 있다. 

FEEDING(5)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tube feeding bolus  q 4hr or 6회 

                     q 3hr or 8회

                     q 2hr or 12회

5

8

10

Y
 비위관, 위루를 통해 영양 주입액 준비/연결, 튜브위치 사

정,  주입관 세척/속도 조절, 기록, 제거포함

 continuous tube feed per bottle 2 횟수
 * 병 교체시마다 추가, 주입액의 연결, 튜브위치 사정,   

 주입속도 조절, 주입량 기록을 포함

 5세 이상 spoon feed ×3   6 Y  식사준비와 배선 등은 ADL에 포함되므로 직접 spoon 

feed  시행한 경우만 점수를 준다. 1-5세 spoon feed ×3 10 Y

 신생아/영아 bottle feeding per bottle 2 횟수
 * 매 병당 2점 가산, 환아를 안고 feeding후 등을 쓸고 

 침상에 눕히는 것 



IV THERAPY and Medication(9) * hyperalimentation(parenteral)이 해당

항  목 점수 입력 기  준

 IV route삽입, C-line 삽입보조 2 횟수 IV를 처음 시작했을 때, 중심정맥관 삽입시 보조

 KVO (2회 이하 수액교환) 4 Y

2회 이하의 새로운 수액으로 교환, 매시간 주입속도 확인. 

IV catheter주위의 드레싱 교환, IV line은 qd나 qod로 교

환           

 heparin lock 4 Y 4시간마다 flush, IV catheter care, line 교환

 simple IV 6 Y
3-4회 수액교환, 매시간 주입속도 확인, 수액교환, 카테터 

드레싱, 매일 또는 2일마다 IV line 교환  

 complex IV 8 Y

5회 이상 수액교환, 두 개 이상 IV,  multi-lumen line을 

가진 경우, 매시간 주입속도 확인, 카테터 드레싱, 

매일/2일마다 line 교환 

 정주 투약     q 8hr or × 3

                 6hr or × 4

                 4hr or × 6

2

3

4

횟수

횟수

횟수

* 해당되는 약품의 수를 입력, 정주약물/IV  

piggy back medication 추가약물, 지속적 주입 약물은 

주사 횟수 또는 연결횟수를 세어서 추가함. 약품준비, 주

입, 기록포함 

 비정주 투약위해 3-12회 방문 2 Y
정맥주사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투약 포함, PRN은 포함, 

약 준비, 설명, 투여, 기록 포함

 혈액제제(전혈, 농축적혈구) 1팩 2 횟수
 * 혈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팩마다 2점 부여 

혈액준비, 확인, 활력증후 측정, 기록, filter 교환 포함 

 혈액제제(혈소판 6unit ) 2 횟수 혈소판은 6개를 한 unit으로 친다.

TREATMENT/PROCEDURES/MEDICATIONS(16) 

간호사가 직접 하거나 보조가 필요한 15분~30분 이내 SIMPLE activity 

* 15분 이내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유치도뇨 삽입 2 횟수 유치도뇨의 준비, 삽입, 교환, 정리했을 때

 비위관 삽입 2 횟수 비위관 준비, 삽입, 정리 시 

 12 LEAD ECG 2 횟수 간호사가 12 LEAD ECG를 직접 찍었을 때

 수술 전 국소 피부 준비 2 Y 피부 면도

 관장 2 횟수 clearing, retension 목적으로 enema 할 때마다

 심부혈전예방간호

 (ace wraps or elastic stocking)
2 Y

심부혈전형성의 예방을 위한 ace wrap 적용, 

stocking 

교환을 shift마다/ 하루 3번 했을 경우

 단순드레싱 (4×8) 1회 or 

 드레싱 보강
1 횟수 * 각종 wound 드레싱, 1회 제공 시 마다 가산

 튜브간호 × 1 1 횟수
* chest tube,  ET- tube care, 드레싱을 하루에 1번 

 했을 경우

 배액관 간호 × 1 1 횟수
* gastrostomy tubes, penrose drain, ileostomy, 

 colostomy 드레싱, 교환

 유치도뇨 보유시 회음부 간호  2 Y  회음부 간호를 2회 제공했을 경우

 응급검사 시행 6회 2 횟수
중환자실내에서 현장응급검사를 시행한 경우 준비, 채혈, 

검사를 포함한다. 

당검사, 뇨비중 측정,  guaiac test × 6 2 횟수
* sugar & acetone검사, 뇨비중 검사, 잠혈유무 검사를 

6회 시행 시 마다 점수 추가



 검체 채취 × 3 

 (혈액, 소변, 객담)
1 횟수

 간호사에 의해 채취되어 검사실로 보내어진 것만 인정됨. 

하루 3회 시행이란 튜브종류가 아니라 vein puncture나 혈

액을 채취하는 횟수임. ABGA, Electrolyte를 동시 채혈하

여 튜브 2개에 나눠 담은 경우 1회, 다른 시간에 한 경우 

2회로 한다.

 튜브 irrigation or instillation 2 Y tube의 irrigation or instillation을 하루에 4회 이하

 phototherapy treatment 2 Y
infant circumcision을 assist하는 경우, 

phototherapy를 적용하는 경우

 15분 이상 30분 이하의 기타 간호활동 2 횟수

15분~30분 동안 분류항목에 없는 직접 간호가 제공된 

경우 환자기록에 있어야 한다. 

intubation시 보조, pacemaker확인, 15-30분간 

 환자동반시, fetal  monitoring, fundus check  

* 비정주투약 : 약품의 개수가 아니고 투약을 위해 병실에 가는 횟수를 센다.

  경구투약, 설하(sublingual), 피하주사, 근육주사, 좌약, 안약, 흡입제, eardrops, 연고 등 모든 종류의 투약이 

포함된다.

* 3-12회 방문에 대해 2점 부가한다. 1회 방문으로 2개 이상 동시 투약하는 경우 1회로 계산한다.

  2회 이하는 ADL에서 포함되므로 점수가 없다. PRN 투약은 환자에게 투여된 경우에만 count 한다.

TREATMENT/PROCEDURES/MEDICATIONS(12) 30분~1시간의 complex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chest tube insertion,  4 Y 준비, 삽입 시 보조, 배액병 준비 및 연결, 정리

 lumbar puncture, EVD 4 Y 준비, 천자 시 보조, 정리

 tracheostomy care × 3 4 횟수

기관캐뉼라의 교환이나 세척, 드레싱교환을 1일 3회 이상 

시행, 준비, 삽입 시 보조, 정리, 커프 Ballooning 포함

단 Ballooning만 조정한 것은 미해당

 pericardial centesis, 

 paracentesis
4 Y

준비, 천자 중 환자활력증후 측정, 검사보조, 검체채취, 정

리

 복잡 드레싱 교환(30분 이상) 4 횟수
젖은 dressing 제거, 세척액을 적용하고 드레싱을 시행하

며 정리함

 단순도뇨 4회 이상 4 Y  nelaton catheterization을 하루 4회 이상한 경우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의 기타 간호활동 4 횟수

30분~1시간 동안 직접 간호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 활동은 항목리스트에 없어야 하며 환자기록에 있어야 

한다. tracheostomy시 보조, IABP 삽입시 보조, 

30분-1시간 환자동반 

* 기타 활동은 분류항목에 있는 행위를 수행 시에 시간이 길어졌다고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의료기술이나 중재의 발전에 의해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부과한다. 

* 위의 항목은 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적으로 의사나 기사, 환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는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전동환자(사정 및 안내) 4

Y

병원 내에서 이송이 된 경우로서 환자사정과 새로운 

병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입원(사정 및 안내) 12
새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체사정, 병력작성, 

병동안내, 병원활동소개, 병동 규칙 설명 

 CVVH/CVVHD/CAVH 시작, 

 필터 및 회로 교체
8 횟수

중환자실 간호사에 의해 시작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

한함. 장비준비, priming,  기록을 포함. 

 CVVH/CVVHD/CAVH 유지 4 1일
장비의 유지를 위해 관찰, 응고예방활동과 기록 포함. 

I/O는 별도 부여함

 복막투석 시작 4 Y

시작하는 경우. 장비준비, priming, 유지, 기록 포함.  

I/O는 별도 부여

1시간 이상의 special procedure(2)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cardiac arrest (CPR)   1시간

                        2시간  

                        3시간 

8

16

24

Y

간호직원 1명이 환자 옆에 keep할 경우 부과. 다른 

간호제공을 함께 할 경우 불인정, 2명이 1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16점 부여한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 시행, CPB, ECMO 사용, 

 severe agitated 환자 8 Y  severe agitated 환자, ICU psychosis로 안정 시까지

* CPR시 간호사 1명이 환자 옆에서 1시간 계속 keep하고 다른 간호사가 기록과 약품, 물품 등을 공급하였을 때 1

시간으로 기록한다. 다른 간호사의 행위는 행위별 선택이 별도로 되므로 이중 부과할 수 없다. 

* 2명의 간호사가 1시간 동안 환자 옆에서 keep하고 다른 간호사가 도운 경우 CPR 2시간으로  기록한다. 

* 4시간 이상 1:1간호 필요한 경우에는 continuous care를 선택한다. 이 항목을 선택 시 항목선택은 불가하다. 

RESPIRATORY THERAPY(9)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산소요법 2 Y

기구준비, 산소농도조절, 환자반응평가 (oxyhood, prong, 

mask, nasal or mist with collar, facetent), 2가지 사용 

시 추가 점수 없음

 NO therapy 적용(추가) 4 Y
매일 적용, 가스농도모니터, 환자의 부작용 관찰, 누출예방

관리, 기록

 incentive spirometer, 기침 & 

 심호흡훈련  6회
2 Y

기구준비하고 사용 중 환자를 돕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교

육함. 6회 미만과 환자 스스로 시행한 경우 불인정

 IPPB/nubulizer  q 12hr or × 2

                    6hr or × 4

                    4hr or × 6

2

4

6

Y

간호사에 의해 직접 시행한 경우로 기구를 준비하고 

nebulizer를 준비하고 자세를 돕고 적절한 호흡법을 교육

하며 치료를 시행함

 croup tent or mist tent, incubator 8 Y

 tent적용 후 4시간마다 환자의 적응 상태와 tent내부 온도 

측정. incubator에 산소농도, 습도, 온도를 측정 하고 청결유

지를 포함



흉부물리요법   q 12hr or × 2

               q  6hr or × 4

               q  4hr or × 6

2

4

6

Y
청진 후 손상된 폐부위에 타진, vibrator 실시, ostural 

drainage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함

흡인간호       q  4hr or × 6

               q 2hr or × 12

               q 1hr or × 24

                30분 or × 48

2

4

8

16

Y

oral or tracheostomy, naso-tracheal, endotracheal 

suction  포함. 

영아에게 oral bulb syringe suctioning하는 것도 포함됨

 인공호흡기 간호 10 Y
산소조절, 인공호흡기 준비, 회로의 유지, 가습기의 유지, 

환자반응, alarm에 대한 조정을 포함 

 복위치료법 4 횟수
돌려 눕힐 때마다 가산, 환자를 돌려 눕히고 자세보조하며 

반응을 살핌

TEACHING(2)

* 위의 항목에 대한 교육은 각각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teaching 항목은 구조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반드

시 간호계획지나 간호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수술 전 교육 4 Y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 전 교육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함

 개별 교육(당뇨, 심장, 장루, 분만 후, 

 신생아투약, 퇴원교육)  
4 Y

개인적으로 교육 실시(환자의 질환, 예방, 주의사항, 

약물교육,  질문응답 포함)

EMOTIONAL SUPPORT IN EXCESS OF 30 MINUTES Q 24 HOURS(1)

* 24시간 동안 30분 이상 면담/상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점수를 주며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4가지 항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환자 및 가족 상담

 (anxiety, restlessness)
4 Y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또는 면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제공한  경우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입실초기에 보호자안내는 입원/전동간호에 포함되어 있다. 면회시간의 간단한 설명은 기본간호항목에 포함되며, 

환자 및 가족 상담은 스트레스 관리나 가족간호를 위해 별도로 30분 이상 시간을 계획하여 제공한 경우이며 반

드시 간호기록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CONTINUOUS(2)

* 절대적인 1:1 간호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선택, 그 외 다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면 안 된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모든 근무조에 1:1간호 요구 96 Y 특정한 환자에게 매 근무조마다 1:1 간호를 해 주는 경우

 모든 근무조에 1:1 이상의 간호요구 146 Y
각각의 근무조마다 1환자에게 1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 

경우

* 이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이중 선택하지 않는다. 전날 환자의 상태가 매 근무조별로 CPR을 하였

거나 중환자실 내 수술, ECMO, IABP등을 가동하느라 1:1이상의 간호인력이 필요하였던 경우에 시간 절약을 위

하여 선택하는 항목이다. 



Ⅳ. 중환자실 안전지침

1. 식이관리

목적 

 안전한 식이를 제공하여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 정의

 식이 제공 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간호활동이다.

■ 활동지침

￭ 위관 영양을 하는 경우

 1. 음식물 투여 시마다 위관의 위치가 정확한지를 청진을 통해 확인하여 위관의 위치 이탈로 인해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주사기 및 위관 조작 시 공기로 인해 복부팽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잔류량이 50~100CC 이상이거나(성인에 한함), 위장관 출혈 징후를 보이면 주치의와 상의 후 투여한  

    다.     

 3. 위관 영양 시 금기가 아니면 환자의 자세는 반자위로 한다.

￭ 식사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가 누워서 식사를 할 때나 반신불수, 뇌신경계 환자가 반좌위로 식사 할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즉, 혼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반좌위를 취하게 하여 식사

  를 도와주도록 하며 소량씩 서서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돕는다. 음식이 너무 뜨겁지 않

  은지 확인하고 음식물이 역류되어 기도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지하도록 한다.

￭ 치료식이 등이 요구되는 경우

  치료식이가 제 로 배식되었는지, 섭취량을 정확히 지키는지 등을 파악한다.

￭ 금식, 식이 제한 등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식이 관리가 옳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한다.



2. 피부간호

목적 

 적절한 피부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정의

  피부 관리를 통하여 피부손상 및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간호활동이다.

■ 활동지침

￭ 피부의 욕창 발생을 자주 관찰한다. 특히 노약자 등 상자의 특성에 따라 피부 탄력성 및 영양상태  

  가 떨어지므로 유의하여 관찰, 사정한다.

￭ 체위변경을 2시간마다 시행하고 압력 받을 수 있는 돌출부위나 서로 맞닿는 부위를 자주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베개나 부드러운 패드 같은 것을 어준다.

￭ 발치에 foot board를 주어 foot drop을 예방하되 heel sore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피부와 피부 주위에 심한 압축이나 마찰을 줄 수 있는 외부장치를 제거하고 열, 냉 요법 시 사용하는  

  장치를 통한 자극을 최소화한다.

￭ 의식이 없거나 사지마비가 있는 장기 환자의 경우 water mattress나 공기 침 (air mattress)를 사용  

  하여 욕창방지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피부를 청결히 하고 환의와 시트는 자주 교환한다.

￭ 피부가 습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실금 및 잦은 설사 환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위이동, 체위변경 기술을 적용한다.

￭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3. 낙상과 관련된 안전간호

목적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정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간호활동이다.

■ 활동지침

￭ 낙상발생에 한 예방간호 

 1.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위험성을 평가한다.

 2. 모든 중환자의 침상난간을 올려준다.

 3. 환자운반용 카트로 이동시 보조난간을 올리고 바퀴는 반드시 고정시킨다.

 4. 의식이 있는 환자는 낙상시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정서적 지지간호를 제공한다.

 5. 필요시 지침에 따라 억제 를 적용한다.

 6.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약물이나 보호자의 면회시기를 의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7. 중환자실을 가능한 조용하고 안정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소음, 조명 조정 등)

 8. 환자의 지남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창문, 달력, 시계 등)

￭ 낙상발생에 따른 간호중재

 1. 환자의 의식과 손상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담당의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3. 간호 관리자를 통해 간호부에 보고한다.

 4. 환자가족에게 알린다.

 5. 환자상태, 제공된 치료 및 간호내용, 환자의 반응을 상세히 기록한다.



4. 억제  사용과 관련된 안전간호

목적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정의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물리적 장치나 기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활동지침

￭ 억제 적용 및 안전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상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적용한다.  

￭ 환자나 보호자에게 억제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부위에 해 설명한다.

￭ 억제 가 적용된 부위의 감각, 운동, 순환상태와 의식상태를 매 2시간마다 사정한다.

  억제 는 너무 조이거나 당기지 않도록 하며, 피부에 청색증, 냉감, 저린감각, 통증, 마비감 등이 나  

  타나면 억제 를 느슨하게 하고 ROM운동을 시킨다. 일시적으로 억제 를 풀어 준 경우에는 환자를 혼  

  자두지 않는다.

￭ 억제  적용 환자의 위생, 배설, 영양, hydration, 체위변경 및 피부 통합성을 2시간마다 사정하여   

  필요한 간호 중재를 시행한다.

￭ 피부 손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적인 간호 중재를 시행한다.

￭ 호흡을 포함한 활력징후와 심장 평가를 매 근무조마다 사정하고 기록한다. 

  단, 흉부억제의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소아인 경우 피부가 연하고 뼈가 가늘며 관절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 혀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경우 airway를 사용한다.

￭ 간호사는 억제  적용 및 안전조치 후 매 근무조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억제  적용  

  이 필요한지에 하여 재 사정 한 후 간호기록에 기록한다.

￭ 억제 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제거한다.

￭ 억제  적용 후 24시간마다 재평가하여 계속적인 억제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의사의 처방을 

  새로 받는다.



5. 환자 이송 시 안전간호

목적 

 환자 이송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확인하고 예방한다.

■ 정의

  병원 내/외의 중환자 이송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다.

■ 이송 준비

￭ stretcher car로 환자 이송 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및 수술환자에 한해서는 restrain을 한다.

￭ 이송 시 바닥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여 미끄럽거나 물이 있는지, 또는 전선이 널려 있는지 확인한다.

￭ 이송 중에 지속적인 산소흡입이 필요한 경우 portable O2 tank에 산소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기관 삽관을 하고 있는 경우 이송 전 튜브의 ballooning상태 및 위치가 제 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필요시 이송 전에 기관 흡인을 한다.

￭ 기관지절개관을 하고 있는 경우 cannula 양쪽 끝이 제 로 묶여 있는지 확인한다.

￭ 각종 배액관 및 감시관을 가진 환자의 경우(EVD, C-tube, SG cath, Drain) 고정 상태가 안전한지 확  

  인한다.

￭ 지속적으로 약물 주입을 하면서 이송하는 경우

 1. Line의 개방성을 확인한다.

 2. Line이 disconnect 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단단히 고정한다.

 3. infusion pump를 이용하여 주입중인 경우 infusion pump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이동한다.

 4. I/O확인을 위해 이송 전후의 수액 량을 확인한다.

 5. 주입되고 있는 수액 및 약물의 양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6. infusion pump의 충전 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 Monitoring을 하면서 이송하는 경우

 1.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거나 의식이 명료치 못한 경우 의료진이 동반하여 심박동수, O2 saturation 등을 관찰하면  

    서 이송한다.

 2. monitor가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고 monitor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송 단계

￭ 환자 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특별한 설비(이동벨트, 휠체어, stretcher car 등)

  가 필요하면 마련하고 기능과 안전에 관해 확인한다.

￭ 환자에게 이동에 해 알리고 이송 보조자에게 이동 방향을 알려준다.

￭ 환자가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휠체어의 양 바퀴 브레이크를 채우고 환자가 자리에 

  잘 위치하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 안 혹은 밖으로 이동시에는 휠체어 뒤쪽(큰 바퀴)이 먼저 뒤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승강기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지면과 증강기가 똑같아진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특히 수액주입을 하고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침상에서 stretcher car로 이동시에도 바퀴를 고정시킨 후 환자를 옮기고 side rail을 올려

  서 안전하게 이동한다.



 1. stretcher car를 밀 때에는 머리 쪽에서 발치 쪽으로 밀어 충동사고 시 환자의 머리를 보호한다.

 2. stretcher car에 고정된 바퀴와 회전 바퀴가 있다면 고정된 바퀴 쪽에 환자의 머리를 두고 고정된 바퀴 쪽에서  

    부터 민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도 환자의 머리 쪽이 먼저 들어가게 한다. 

6. 수혈과 관련된 안전간호

목적 

수혈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간호를 하기 위함이다.

■ 정의

  수혈반응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 시 신속하게 처

  하는 간호 활동이다.

■ 간호수행

￭ 수혈과정

  1. 수혈 전

   ① 수혈에 해 설명하고 환자의 수혈 의사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처방과 X-matching, ABO/Rh type을 확인한다.

   ③ ABO/Rh, X-matching용 채혈을 할 경우 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채혈하고 채혈용기

      에 환자의 인적사항, 채혈일시, 채혈자 사인을 한다.

   ④ 적혈구 제제는 1Unit 단위로 수령한다.

   ⑤ 혈액 확인 : 모든 혈액은 수령 즉시 확인한다.

      (irradiation, filtration 처방이 있으면 이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ㄱ. 1차 확인 (수령 즉시)

       • 간호사는 수령 즉시 수령 혈액의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처방된 혈액제제, 환자의 병록번호, 이름, 성별, 나이, 혈액형(ABO/Rh)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혈액의 유효기간과 혈액백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혈액백에 부착되어있는 스티커 확인자란에 서명한다.

     ㄴ. 2차 확인(수혈 직전)

       • 혈액 연결 직전 환자 앞에서 의료인 2인의 이름, 병록번호,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여

         부를 함께 확인한다.

       • 환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

         을 하고, 환자 병록번호를 조하도록 한다.

       • 혈액백 스티커의 연결자란에 co-sign한다.

       • 환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식이 흐린 환자 또는 소아) 환자 팔찌(IDband)나 환자 

         기록 내 환자의 이름과 병록번호, 혈액형을 확인한다.

       • 확인 과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수혈을 하지않는다. 



⑥ 수혈준비

       혈액bag에 해당 수혈세트를 연결한 후, 필터가 완전히 잠기도록 drip chamber는 3/4이상 채우도  

       록 한다.

  2. 수혈 시

   ① 수혈의 목적과 과정, 소요시간 및 수혈 중 부작용(열, 오한, 발적, 부종, 호흡곤란 등)에 해  

      설명하고 활력증후를 측정하여 혈액제제, 시작한 시간과 함께 기록 한다.

      - 소아/신생아의 경우 1Unit를 나누어 수혈할 때 연결시마다 기록하고 종료후 스티커를 떼어 수

        혈 기록지에 붙인다.

   ② 혈관상태 확인 후 수혈세트를 연결하고 생리 식염수를 먼저 주입하여 혈관이 안전하게 확보되었  

      는지 재확인한다.

      - 적혈구와 전혈 수혈 시 보통 18~20G를 사용하여 용혈을 방지한다.

   ③ 수혈 15분 후 활력징후,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④ 수혈의 조기 부작용을 사정하고 처하기 위하여, 적혈구, 전혈 제제인 경우 처음 15분간은 주입

      속도를 15~20gtt/min(1~2cc/min)정도로 서서히 주입 후 부작용이 없으면 처방속도로 주입한다.

      - 적혈구와 전혈은 unit당 4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세균 증식의 위험을 줄인다.

        단, 질환에 따른 금기 사항이 있으면 주입속도는 그에 따른다.

      - 혈소판은 혈액성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한다.

        (5~10분/1unit) 소아의 경우 혈액주입 시 syringe pump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수혈세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세균오염, 주입속도 저하, 혈액의 용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4시간을 넘지 않도록 매 unit 마다 교환한다.

       - 소아에서 적혈구 농축액을 소량씩 나누어 주입하는 경우 필터 통과를 위해 혈액백에서 직접 

         뽑지 말고 수혈세트를 통해 뽑도록 한다.

    ⑥ 수혈 중 수혈 line 으로 다른 약물을 투약하지 않는다. 생리식염수만이 혈액성분과 함께 투여될 

       수 있다.

    ⑦ 수혈이 끝나면 생리식염수로 flushing하여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을 방지한다.

  3. 수혈 후 

     수혈 종료 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종료된 혈액백의 스티커를 기록지에 부착하고 종료시간, 환자

     상태 및 활력징후를 기록한다.

 ￭ 수혈로 인한 부작용

  1. 급성용혈성 반응

    수혈자의 항체와 공혈자의 적혈구간의 부적합성에 의해 수혈자에게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난다. 수혈

   이 시작되자마자 혹은 수혈이 끝난 후 1~2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ABO 혈액군의 부적합 수혈인 경우는 

   치명적이다.

  2. 발열성 반응

   수혈 시 발열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다. shock의 증상 없이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증상은 수혈 속도를 늦추면 개 없어진다, 이 때 pyrogen은 혈액멸균 전 혈액 내에 존재



  하던 박테리아에 의해 파괴된 물질 등이다.

 

 3. Allergenic reaction

   ① Allergenic reaction

     IgA가 결핍되고 항 IgA 항체를 발달시킨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단지 소량 주입 후에도 증상이 

     나타나며 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rash 등의 경한 반응부터 후두 부종, 호흡곤란, shock 등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심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Urticaria

     공혈자 혈장 내 단백질에 한 과민반응으로 국소 발적, 두드러기, 가려움증과 때로 열을 동반한

     다. antihistamine 투여 후 수혈을 지속하거나 심하면 수혈을 중단한다.

￭ 부작용 시 간호

 1.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수혈을 중지하고 새로운 수액세트로 생리식염수를 연결하여 혈관을 

    유지한다.

 2.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린다.

 3. 환자의 인적 사항과 수혈혈액의 혈액번호, 혈액형 등 스티커를 재확인한다.

 4. 가능한 빨리 혈액은행으로 통보하고 수혈하다 남은 혈액 bag, 소변 검체, plain tube 와 EDTA tube

    에 채혈한 검체, 수혈부작용 의뢰서를 보낸다.

 5.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사정하며 I/O 및 관찰사항, 치료 내용을 기록한다.

 6. 필요 약품 및 물품을 준비 한다 (급성용혈성반응, anaphylaxis 반응에 해당).

    약품: Aminophylline, Benadryl, Dopamin, Epinephrine, Heparin, Hydrocortisone, Lasix

          Acetaminophen 등

    물품: 수액세트, 생리식염수, O₂,Facial mask, Foley cath, Blood culture bottle 등

 7. 필요시 CPR을 실시한다.

 ￭ 반납 및 폐기

 1. 적혈구 및 전혈 수열 후 빈 bag 및 남은 혈액은 병원 지침에 따른다.

 2. 사용하지 않은 적혈구, 전혈의 경우 혈액 출고 후 30분 이내에는 혈액반납요청서와 함께 혈액은행 

    으로 반납이 가능하다.



7. 신경계 질환자의 안전간호

목적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여 안위를 도모한다.

■ 정의

 ￭ 두 개강 내압 상승 예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척수 손상 환자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간호를 말한다.

■ 활동지침

￭ 두개강내압 상승 환자의 안전간호

  두개강내압 상승은 두부 손상, 뇌졸중, 뇌종양, 사 장애 및 중추신경계 감염 등 두개강내 병변    

  에 의하여 발생하다. 두개강내압 상승 환자의 증상으로는 유두 주변의 망막출혈, 극심한 두통, 뇌신  

  경 마비, 의식장애, 호흡장애, 혈압상승, 서맥이나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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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도 유지를 해주며 적절한 산소공급을 해준다.

 ① 필요시 suction을 할 때 시간이 15초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② 의식이 있으면 심호흡을 시킨다.

3. 섭취량과 배설량을 조사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4. 적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준다.

 ① 두개강 내압을 상승시키는 자세(엎드리는 자세, 머리와 목을 심하게 굴곡시키는 자세)를 금하고 두 

    부를 30도 상승하여 유지한다.

 ② 2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한다.

￭ 척수 손상 환자의 안전간호

1. neurological sign 및 V/S을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즉, hypotension, bradycardia, hyperthermia에 한 적절한 처치)

2. 순환기계 간호 ① 혈액의 귀환을 돕기 위해 탄력스타킹 또는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or를  

                     적용 한다.

                 ② 다리의 embolism을 예방하기 위해서 passive range of motion exercise를 시킨다.

3. 호흡기계 간호 ① 폐렴, 무기폐의 증상을 관찰한다.

                 ② 기침, 심호흡을 시킨다.

                 ③ 필요시 percussion을 하여 suction을 해 준다.

                 ④ chest physical therapy를 실시한다.

4. 소화기계 간호 ① 마비성 장폐색의 증상을 관찰한다 : 복부팽창, 오심, 저하된 장음을 관찰한다. 이  

                    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nasogastric tube를 삽입할 수있다.

                 ② gastrointestinal bleeding을 관찰한다.

                 ③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bowel program을 적용한다 :완화제, 하제 관장

5. 배뇨관리 ① 방광 팽창의 증상을 관찰한다.

            ② 인공배뇨를 위하여 카테터를 삽입할 때 감염 증상을 관찰한다.



6. 근골격계 간호 ① 하루에 3회 이상 ROM exercise를 실시한다.

                 ②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8.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안전관리

  목적

  환자의 산소화와 환기를 유지 개선시키고 호흡근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정의

  인공호흡기 기능을 숙지하여 환자에게 질적인 인공호흡기 간호를 제공함을 말한다.

 

■ 간호수행

 ￭ 기종별 인공호흡기 사용을 숙지하고 calibration이나 test를 한 후 사용한다.

 ￭ 인공호흡기의 설정 요소를 확인한다.

 ￭ 인공호흡기의 각종 알람 설정을 확인하여 문제시 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호흡기 튜브의 연결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확인한다.

 ￭ 가습기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가습기의 물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부족하면 채운 

   다.

 ￭ ambu bag은 항상 침상 가에 비치해둔다.

 ￭ 정전, 가스 차단 시 각 기관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히 처한다.

   - 정전 혹은 전기공급 차단 시 인공호흡기의 내부 배터리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작동하면 전기부

서의 급히 연락하여 전기공급을 복귀시킨다. 내부 배터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주위 직원의 도움

을 받아 산소를 공급하며 ambu bagging 을 하고 전기공급이 복원되면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다.

   - 가스가 차단된 경우는 주위 직원의 도움을 받아  ambu bagging 을 하고 가스실에 급히 

     연락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한다. 이때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경우는 portable O2 tank를 준비하고 산소를 연결하여  ambu bagging 을 한다.

 ￭ 인공호흡기 기계의 오작동일 경우 즉시 ambu bagging 을 하고 기계를 교체한다. 

   인공호흡기상 정보가 문제를 나타내면 환자가 원인인지 기계의 오작동인지 확인을 하고 환 

   자가 문제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의 오작동이면 즉시 기계를 교체하여 

   적용하고 수리한다.

 ￭ 인공호흡기 튜브로 인해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이 빠지지 않도록 지침에 따라 고정하여 

   인공호흡기 튜브는 당겨지지 않도록 장착된 지지 (support arm)에 걸어 놓는다.

 ￭ 인공호흡기 사용 시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1. 인공호흡기를 다루기 전, 후 손을 씻는다. 

  2. 정해진 프로토콜 로 규칙적으로 튜브 교환을 한다. 

  3. 정해진 프로토콜 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끝나면 몸체를 깨끗이 닦는다.



  4. 인공호흡기 튜브 내에 응결수는 털어주어 환자나 가습기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5. 가습기의 물이 부족할 경우 통속의 남은 물을 버리고 증류수를 채운다.

  6. VAP 예방을 위해 두부 상승 30도를 유지한다.

9. 중심정맥관 (invasive catheter)을 가지고 있는 환자 간호

  목적

  Invasive catheter 의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정의

  invasive의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 간호수행

￭ catheter 삽입 시 무균술을 준수한다. 

￭ catheter 의 개방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한다. 

￭ catheter 연결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한다.

￭ 중심정맥관 삽입 시 시술부위는 충분한 멸균영역을 확보하고 시술자는 반드시 모자, 마스크, 멸균장  

  갑, 소독가운을 착용한다.

￭ catheter의 위치가 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X-ray, 혈류박동성 등)

￭ 감염관리를 위해서 catheter 상태 및 삽입부위에 피부상태를 확인한다.

￭ 삽입부위에 Dressing 은 방법 및 삽입부위 상태에 따라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catheter는 감염증상이 있거나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면 즉시 제거한다. 

￭ 동맥관 삽입부위는 말단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 동맥관 제거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혈하도록 하며 혈종 유무를 관찰한다.

￭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나 혈전에 의해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행한다. 



Ⅴ. 중환자실 기본간호

1. 구강 간호(Mouth care)

목적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고 습기를 주어 감염을 예방하고 병변을 치료하며 상기도 감염을 예방한다.

  입술, 혀, 구강 점막이 상처 없이 연속성을 유지한다.

  구강 점막의 손상을 예방한다.

  구강과 입술 점막을 깨끗이 하고 습기를 제공한다.

 상

  구강이 건조한 환자, 무의식 환자, 스스로 구강 간호를 할 수 없는 환자, 중환자실에 입실 한 모든 환자

 준비물품

  트레이, Mouth package set, 면봉이나 솜, 곡반, 수건, 휴지, 설압자, 윤활제, 거즈, 소독액 또는 구강 세척액, 

  칫솔과 치약, penlight, 장갑, 거즈, 반창고, 설압자, 흡인 카테터

 간호수행 절차

￭ 구강간호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1. 자가 간호 결핍 원인인 근육 신경계 장애, 근골격계 장애, 시력장애, 수술, 의식장애 등을 사정한다.

 2. 건강유지 변화를 초래하는 독립상 상실, 지식 부족, 불충분한 건강 실천을 사정한다.

 3. 구강상태와 구강섭취 불가능, 구강호흡, 산소 투여 등의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정한다.

 4. 구강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화학요법, 항생제 사용, 구토, 영양결핍, 면역성 결핍 등을 사정한다.

￭ 소독제 사용 시 구강간호

 1. 손을 씻는다.

 2.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3. 환자를 확인한다.

 4. 환자에게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5. 적절한 체위를 취한다. 무의식 환자는 측위로 눕히고 머리를 낮추고 베개를 빼어 옆으로 눕힌다.

  - 이론적 근거 : 이 체위는 자동적으로 입에서 배액이 되도록 한다.

  - 고려사항 : 환자 머리를 낮출 수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강 분비물이 흘러나오게 하거나 한쪽 구강에

    고이게 하여 흡인한다.

 6. 상자의 턱 밑에 타월이나 휴지를 댄다.

  - 이론적 근거 : 타월은 환자와 침 를 보호한다.

7. 입을 벌리게 한 후 구강 상태를 확인한다.



   (무의식 환자는 턱을 아래로 당기고 거즈로 싼 설압자를 이용한다).

  - 이론적 근거 : 설압자는 구강을 벌어지게 하여 쉽게 구강 세척을 하도록 돕는다.

 8. Forcep을 이용하여 소독솜(무의식 환자는 거즈를 싼 설압자를 이용)으로 부드럽게 치아, 입안, 혀를 닦는다.

  - 고려사항 : 과산화수소수를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세척이 중요하다. 

 9. 구강을 penlight로 비추어 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며 구강상태를 관찰한다.

 10. 입 주위를 닦고 면봉을 이용하여 입술에 바셀린 또는 오일을 발라준다.

   - 이론적 근거 : 윤활제는 입술이 갈라지는 것과 감염을 예방한다.

 11.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물품을 정리한다.

 12. 손을 씻는다.

 13.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 칫솔 사용 시 구강간호

 1. 손을 씻는다.

 2.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3. 환자를 확인한다.

 4. 환자에게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5. 적절한 체위를 취한다. 무의식 환자는 측위로 눕히고 머리를 낮추고 베개를 빼어 옆으로 눕힌다.

  - 이론적 근거 : 이 체위는 자동적으로 입에서 배액이 되도록 한다.

  - 고려사항 : 환자 머리를 낮출 수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구강 분비물이 흘러나오게 하거나 한쪽 구강에

               고이게 하여 흡인한다.

 6. 장갑을 착용한다.

 7. 상자의 턱 밑에 수건이나 휴지를 댄다.

 8. 곡반은 턱에 고 입에서 뱉어낼 수 있도록 턱을 아래로 내린다.

 9. 치약이나 소독약을 묻힌 칫솔을 가지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양치한다.

 10. 물이나 함수액 10cc를 주사기에 넣어 조심스럽게 입 옆으로 주입하고 헹군다.

 11. 세척할 상자의 분비물이 많으면 흡인기를 이용하여 카테터로 흡인한다.

 12. 구강 전체를 사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면봉에 소독액을 묻혀 청결히 한다.

 13. 곡반을 치우고 수건으로 턱과 입 주변을 닦아준다.

 14. 면봉을 이용하여 입술에 바셀린 또는 오일을 발라준다.

 15. 장갑을 벗는다.

 16. 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주변을 정리한다.

 17. 사용한 물품을 잘 정리한다.

 18. 손을 씻는다.

 19.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 의치관리

 1. 손을 씻는다.

 2. 휴지나 거즈를 환자에게 주어 의치를 빼게 한다. 스스로 뺄 수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해준다.

  - 고려사항 : 엄지와 검지로 의치 앞니의 윗부분을 위아래 방향으로 약간 움직여서 뺀다.

 3. 뺀 의치는 거즈에 싼 채로 물이 담긴 컵 속에 넣는다.

 4. 의치는 치약과 칫솔을 이용하여 닦은 후 찬물로 헹군다.



  - 이론적 근거 : 더운물은 의치의 모양을 변하게 한다.

 5. 구강은 가글 용액 또는 물로 헹구도록 한다.

 6. 의치를 다시 끼우는 경우 상자는 잇몸, 혀를 칫솔질하고 구강을 물로 헹군 후 의치를 물에 적셔서 다시 끼

    다.

 7.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담긴 불투명하고 뚜껑이 있는 컵에 거즈나 솜을 깔고 넣은 후 이름표를   

    붙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8. 의치는 떨어뜨리거나 금속성 물체에 부딪히면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룬다.

- 고려사항 : 의치를 다룰 때는 세면  바닥에 물수건이나 거즈를 깔라 잘못 떨어뜨려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9. 의치를 끼우기 전 구강내의 발적, 자극 부위, 염증이 있는지 사정한다.

 10. 손을 씻는다.

 11.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2. 머리 감기기(Bed shampoo)

목적 

  질병이나 기능장애가 있으면 적절한 모발 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녕감과 신체상이 저하되므로 개인위  

  생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자들의 머리카락 및 두피의 청결, 두피의 감각자극 및 혈액순환을 촉  

  진시킴으로써 상자의 개인위생 요구에 맞는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상

  개인위생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자, 가동 범위의 제한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침상 안정환자, 급성질  

  환자, 중환자실에 입실 한 모든 환자

 준비물품

  보온용 시트, 고무포(방수포), 야 또는 세발 (E-Z shampoo, Hair shampoo trolley), 물주전자 또는 물 담은 용  

  기, 양동이, 장갑, 샴푸, 콘디셔너, 빗, 마른 수건, 휴지 또는 솜, 헤어드라이어

 간호수행 절차

￭ 세발간호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1. 상자의 모발이 기름지고 약한 머리인지, 나이에 따른 적절한 변화를 고려하여 모발 상태를 사정한다. 

  - 이론적 근거 : 세발의 필요성 및 준비물품은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고려사항 : 기준: 3일마다 실시하되, 상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한다.

 2. 두피의 병변, 염증, 감염 여부를 시진한다.

 3. 호흡기계 증상, 통증 및 활동 내구성 장애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는지 사정한다. 

  - 이론적 근거 : 간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의학적 치료나 진단적 검사 스케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론적 근거 : 치료적 절차, 진단적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생간호를 계획한다.

 5. 선호하는 샴푸물품에 하여 의논한다. 

  - 이론적 근거 : 상자의 기호를 확인하는 것은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

 6. 잠재적인 피부 손상의 위험요인 등의 유무에 해 사정한다.

￭ 상자에게 침상세발에 한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 이론적 근거 : 불안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 침상 세발에 필요한 용품을 모두 준비해 상자 가까이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놓아둔다.

 1. E-Z shampoo: 세발 에 공기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

  - 이론적 근거 :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 이론적 근거 :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맞바람을 없애줌으로써 오한을 예방한다.

￭ 간호사의 손을 씻고 장갑을 낀다.

 - 이론적 근거 :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킨다. 또한 두피에 병변이 있을 경우 분비물과 직접 접촉을 예방한다.

￭ 보온용 시트를 덮어주고 윗 침구를 제거한다.

￭ 상자의 윗 환의의 단추를 두 세개 열고 목 안쪽으로 접어 넣는다.

 - 이론적 근거 : 불필요한 노출을 피한다.

￭ 상자의 상체를 들고 방수포를 깔고 세발 를 놓는다.

￭ 세발 안으로 머리를 위치시킨다. 보조자는 머리를 지지해준다.

￭ 세발 의 끝이 양동이에 들어가도록 늘어뜨리어 위치를 맞춘다(E-Z shampoo시).

￭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 이론적 근거 :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 상자가 원한다면 작은 수건을 접어 눈을 가린다.

- 이론적 근거 :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상자의 머리에 물을 조심스럽게 붓는다.

￭ 샴푸 또는 비누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여 거품을 낸다

- 이론적 근거 : 샴푸를 희석시키고 모발에 골고루 분포시킨다. 

￭ 머리에 물을 부어 비누기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헹군다.

- 이론적 근거 : 비눗기가 남아있으면 두피를 자극한다.

￭  만약 필요하면 콘디셔너 사용한다.

￭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빗으로 머리를 빗는다.

￭ 세발 와 방수포를 빼고 상자를 편안하게 눕힌다.

￭ 상자의 머리를 헤어드라이어로 잘 말리고 다시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해준다.

- 이론적 근거 : 모발을 이완시키고 머리카락의 엉킴을 감소시킨다. 물을 흡수하고 모발의 건조시간을 단축시킨다.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 사용한 물품을 치우고 주변을 정돈한 후 손을 씻는다.

￭ 상자에게 부착된 각종 라인을 점검한다.

￭ 관찰된 결과 사정된 두피상태. 모발상태 병소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모발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기름기가 많지 않으며 깨끗하다.

 2. 두피와 머리에 기름기가 없어 보이며 머리가 엉켜있지 않으며 단정하다.



목적 

  거동이 제한된 상자의 피부에 있는 세균, 분비물, 때를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신체의 냄새를 제거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감을 준다.

 3. 비듬, 두피의 발적 또는 상처가 없다.

 4. 세발하는 동안 오한이나, 피로, 불편감 등이 없다.

 5. 의식이 있는 상자의 경우, 편안감과 자존감 증가로 긍정적이 신체상을 표현한다.

 - 고려사항

 1. 빗질은 혈액순환과 피지분비를 증가시킨다.

 2. 머리카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빗질한다.

 3. 만약 머리가 엉켜 헝클어 졌다면 넓은 빗살을 가진 빗으로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빗긴다.

 4. 머리를 땋는 것은 엉킴을 방지한다.

 5. 머리 두피에 통증을 줄 수 있는 머리핀 또는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한다.

 6. 만약 암 치료, 다른 질병 또는 의학적 치료로 인해 탈모된 상태라면 머리에 쓰는 스카프나 모자를 준비한다

3. 목욕간호(Bed Bath) 

 상자

￭ 질병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자

￭ 전체적인 위생간호가 요구되는 환자

￭ 침상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환자 

 < 참고 > 부분 목욕 : 불편감이나 냄새가 나는 신체 부분만을 씻는 것으로 주로 얼굴, 손, 겨드랑이, 회음부 등

을 포함한다. 부분 목욕을 요구하는 노인이나 의존적인 환자 등을 씻어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몸져 누워있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준비물품

 야, 비누, 목욕 시트, 물수건, 수건 2장, 물(성인의 경우 43-46℃, 소아의 경우 38-40℃), 고무포, 환의, 홑이불,  

 빗,피부 보호제, 스크린, 세탁물 주머니, 필요시 변기, 면봉, 손톱깍기

 간호수행 절차

1. 피부 상태(피부색, 긴장도, 온도, 병소, 찰과상, 질감), 피로, 통증, 목욕 전에 관절운동범위를 사정한다.

  - 고려사항 : 목욕은 매일 하는 것이 좋으나 날씨, 연령, 피부의 상태, 땀 흘리는 정도나 냄새, 더러움의 정도

               에 따라 결정 한다: 최소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2. 상자에게 목욕에 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3. 목욕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유지 도뇨관이 없는 경우)

  - 이론적 근거 : 목욕 도중에 소변을 보지 않도록 미리 보게 한다.

4. 창문이 있는 경우 닫고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 이론적 근거 : 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맞바람을 방지하게 한다. 맞바람에 의한 류, 증발 등의 열 소  

                  실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5. 목욕에 필요한 물품을 침상 옆 탁자 위에 놓는다.

6. 간호사는 손을 씻는다.

7. 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각종 튜브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명이 함께 수행한다.

  - 고려사항 : 낙상 방지를 위해 간호사로부터 먼 쪽 side rail을 올려준다.

8. 목욕 시트를 편 다음 윗 침구를 벗겨 세탁물 주머니에 넣는다.

  - 이론적 근거 : 목욕 시트는 상자의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보온을 유지한다.

9. 환의를 벗긴다.  

  - 고려사항 : 고무포를 깔고 간호사 가까이 환자를 옮겨 놓는다.

10. 수건을 턱 아래에 펼친다.

11. 물수건으로 목욕 장갑을 만들어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다른 쪽 눈은 목욕   

    장갑의 다른 쪽 면을 사용하여 닦는다. 

  - 이론적 근거 :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것은 분비물이 비루관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면을 이용

    하여 눈을 닦는 것은 오염 물질의 전파를 막는다.

12. 상자의 한쪽 이마, 뺨, 코, 입, 턱, 귀, 목을 닦는다. 다른 쪽도 같은 순서로 닦는다.  

  - 고려사항 : 상자가 원하면 비누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잘 닦아낸다.  

    건조피부의 경우 고지방 비누를 사용할 수 있다.

13. 간호사로부터 멀리 있는 상자의 한쪽 팔을 노출시킨 후 그 밑에 고무포를 놓는다.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물 수건을 이용하여 물로 닦은 후 비누로 문지르고 다시 물로 팔과 겨드랑이를 닦는다. 반 편 팔도 닦는다.

  - 이론적 근거 :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 것은 말초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는 것으로 정맥 귀환을 돕는다.

14. 야에 물을 받아 간호사로부터 멀리 있는 상자의 손을 물에 담그고 비누와 물로 잘 닦고 수건으로 말린다. 

  - 고려사항 : 손가락 사이와 손톱을 잘 닦고 말리도록 한다.

15. 상자의 가슴에 1장의 수건을 턱밑부터 가슴까지 덮고 또 1장의 수건을 가슴부터 복부까지 덮는다. 

  - 이론적 근거 : 수건을 잘 덮는 것은 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보온을 유지시켜준다.

16. 목욕장갑을 덮어놓은 수건 밑에 넣고 상자의 가슴을 닦고 다음에 복부를 닦고 수건으로 잘 말린다.

17. 고무포를 간호사로부터 먼 쪽에 있는 상자의 다리 밑에 놓고 다리를 노출하여 발목부터 퇴 쪽으로 닦고    

    수건으로 말린다.

18. 야에 물을 받아 상자의 발을 담그고 발가락까지 잘 닦고 말린다. 반 편 발도 닦는다.  

  - 이론적 근거 :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긴장감을 줄이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19. 상자의 등과 둔부가 노출되도록 복위나 측위로 눕게 한다.  

  - 고려사항 : 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기관 삽관 및 각종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기도유지와 튜브의 개방상태를   

    주의하며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0. 등과 둔부를 잘 닦고 말린다. 

  - 이론적 근거 : 둔부의 피부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욕창의 위험이 큰 부위이므로 피부 관찰을 잘 해야 한다.

21. 금기가 아니면 등마사지를 한다.

22. 깨끗한 물로 갈아놓고 목욕 수건을 새것으로 바꾼다.

23. 환자를 바로 눕히고 회음부를 씻는다. 

  - 이론적 근거 : 상자가 원하면 스스로 하게 한다.



24. 피부 보호제를 바른 후 새 환의로 갈아입힌다.

  - 상자가 원하면 스스로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로션, 파우더,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

25. 필요하면 면봉으로 귀에 들어간 물을 닦아준다.

26. 필요에 따라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는다.

27. 침상을 갈아주고 상자를 편안하게 한다.

28. 사용한 물품을 정리 정돈한다.

29. 간호사의 손을 닦는다.

30. 뼈 돌출부위의 발적과 같은 사정 결과와 시행된 목욕의 종류(전신 침상목욕, 부분 목욕 등)를 기록한다.

31. 목욕 과정동안 환자 상태(호흡수, 맥박수 등), 피부상태(병소, 건조상태, 긴장도), 도움 없이 목욕이 가능한

    상태인지 평가한다.

4. 회음부 간호(Perineal care)

목적

  회음부의 청결(분비물, 냄새제거), 회음부의 피부 통합성 유지, 안위증진

 상자

￭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 직장 또는 회음부 수술 후, 분만 후의 산모들, 자가간호를 수행 할 수 없는  

  무의식 환자

 절차

￭ 회음부 간호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1. 배뇨 시 통증이나 회음부위의 국소적 쓰라림이나 통증의 유무와 정도를 사정한다.

2. 요실금이나 변실금의 가능성이 있는 상자의 경우, 회음부위의 피부손상 위험성의 정도를 사정한다.

3. 항문 및 회음부위에 외과적 드레싱이 있는 경우, 분비물의 양상 및 피부자극의 정도를 사정한다. 

4. 질이나 요도의 배설물, 피부의 자극, 좋지 못한 냄새의 정도를 사정한다. 

￭ 상자에게 회음부 간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이론적 근거 : 불안을 감소시키고 상자의 협조를 얻는다.

  -고려사항 : 기준 1일 1회 실시하되 그 외 배뇨와 배변 횟수가 증가하여 회음부의 피부 자극이 심한 경우는      

               더 자주 시행한다. 

￭ 필요한 물품을 침상 옆 탁자에 놓는다.

  - 이론적 근거 :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 이론적 근거 :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상자에 따라 다음 절차를 시행한다.



<여자인 경우>

1. 배횡와위를 취하게 한 후 회음부를 노출하고 보온용 시트 끝으로 다리를 감싸준다. 

  - 이론적 근거 : 불필요한 노출은 상자를 불안하게 한다.

2. 다리 사이에 방수포를 펴고 드레싱 세트를 편다.

3. 손을 씻은 후 장갑을 착용한다. 

  - 이론적 근거 : 혈액이나 분비물과의 접촉을 막는다. 

4. 지혈감자로 회음간호용 소독솜을 들어 한 손으로 음순과 소음순 사이를 벌리고 소음순부터 닦고 음순을 닦  

   은 후 요도에서 항문쪽으로 닦는다. 매번 솜은 한번만 닦고 버린다.

  - 이론적 근거 : 항문 쪽에서 미생물이 요도나 질 쪽으로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방광으로의 상행성 감

                  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의 성장을 줄이기 위함이다.

5. 만약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 도뇨관의 외부, 특히 생식기 점막과 접히는 입구를 닦아낸다.

6. 마른 거즈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 내리며 말린다. 

<남자인 경우>

1. 앙와위를 취하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하고 고관절을 약간 외회전시킨다.

2. 다리 사이에 방수포를 펴고 드레싱 세트를 편다.

3. 손을 씻은 후 장갑을 착용한다. 

  - 이론적 근거 : 혈액이나 분비물과의 접촉을 막는다. 

4. 한 손으로 음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회음간호용 솜을 지혈감자로 집어 귀두를 부드럽게 원형으로 닦고 음경  

   체를 닦은 후 음경과 음낭 사이를 잘 닦는다.

  - 이론적 근거 : 피부 주름 밑에 끼어있을지 모를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요도구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5. 마른 소독거즈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 내리며 말린다.

￭ 질이나 항문에서 분비물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깨끗하고 흡수가 잘되는 회음부 패드를 자주 갈아준다. 

  - 이론적 근거 : 청결을 증진시키고 피부와 습한 분비물과의 접촉을 줄이며 안위를 보장하고 린넨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 상자 주변을 잘 정돈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 사정된 내용과 시행 후의 상자 회음 상태(회음부나 생식기에 상처, 부종, 발적, 통증)를 기록한다.



 중환자실 해당 근무자 1명은 먼저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 

두려움과 동요를 최소화하고 응급처치에 한 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확보한 

다.

예) 제세동기, emergency cart, 산소 투여장치 등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응급처치의 방해되지 않도록 주위 협조를 구하고 

환자주변을 통제한다.

 나머지 근무자는 교환실(“0”번 또는 “114”)에 즉시 연락하여 각 과에 해

당 되는 과장을 방송 요청한다.

 연락받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여 해당된 과장은 바로 발생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치료에 임한다. 해당부서의 인원들과 당직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처치 후 예후 판정, 환자의 전원 등을 설명 후 결정한다.

Ⅵ. 중환자실 응급환자 간호

1. 중환자실 응급체계

↓

↓



  

  Adenosin (PSVT의 일차약물)

  Aminodarone (심방과 심실의 빠른 부정맥)

  Aspirin (급성관상동맥증후군환자에 모두투여)

  Atropin (서맥의 일차약)

  Atenolol (베타차단제)

  Calcium chloride (과칼슘혈증, 저칼슘혈증)

  Digoxin (심방조동 등)

  Dobutamine/dopamin (서맥, 저혈압에서 사용)

  Epinephrine (심정지, 심실세동)

  Furosemide (lasix, 이뇨제)

  Heparin (저분자량, 항혈전제, 협심증)

  Lidocaine (심정지, 심실성부정맥)

  Manitol (삼투성이뇨제, 뇌내압하강)

  Morphine sulfate (심장허혈, 심근경색에서의 통증, 불안)

  Nitroglycerin (심장원인의 가슴통증, 항협심증)

  Nitroprusside (고혈압성 위기)

  Sodium bicarbonate (대사성 산증)

  Albuterol (천식발작 흡입제)

  Peniramine (항히스타민)

  Dexamethasone (스테로이드)

  Enapril (항고혈압제)

  Hydralazine (항고혈압제)

  Ibuprofen (항염증, 해열제)

2. 중환자실 응급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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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중환자실 감염관리

■ 정의

  감염된 환자나 균에 의해 집락(colonization)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및 예방 활동이다. 

■ 감염관리 지침

 1. 공기전파 감염환자 관리 (Airborne infection)

   감염성 미생물을 포함한 공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나 먼지 입자로서 5㎛ 또는 그보다 작은 크기로 공  

   기를 이동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병실 

 

① 1인실 사용 

   - 음압(negative pressure) 유지

   - 최소 시간당 6~12회 공기 순환 

   -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거나 필터 후 다른 방으로 보냄.

   - 문 닫기

 ② 1인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균이 검출되는 환자들과 함께 두어

    cohort isolation 을 실시함. 

 ③ 위의 두 가지 방법의 모두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염관리 전문가에게 의뢰.

호흡기계 보호

 

 ① 감염질환의 감수성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은 병실출입을 금함. 

   : 수두나 홍역의 면역이 없는 사람- 병실 출입 금지

 ② 감수성이 있는 환자는 그 병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③ 방을 나올 때 마스크를 벗어서 비닐 팩이나 뚜껑이 꼭 맞는 쓰레기통에 넣음

   

환자이동
 ① 환자 이동을 최소화 함.

 ②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TB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착용

해당질환  결핵, 수두, 홍역



병실

 ① 격리실이나 cohort isolation이 어려울 때에는 감염관리 전문가에게 의뢰

 ② 반드시 격리실이나 cohort isolation은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의 상황에 따 

    라 격리

 ③ 문을 열어 두는 것 허용

장갑착용 및

손씻기

 ① 병실에 들어갈 때는 비멸균 장갑 착용

 ② 감염성 물질(변 또는 상처배액)에 접촉된 경우에는 장갑을 바꾸기

 ③ 오염된 장갑으로 다른 환자나 기구를 만지지 않기

 ④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반드시 손 씻기

2. 접촉 전파 감염환자 관리(Contact infection)

  감염성 병원체(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는 감염된 사람이나 세균의 집합체가 된 사람으로부터 숙 

  주(환자),는 건강한 사람의 오염된 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는 건강한 사람의 오염된 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3. 비말 전파 감염환자 관리( Droplet infection)

  기침, 재채기, 화 또는 기관지 내시경, suction과 같은 처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5㎛이상의 감염성  

  입자로 인해 감염을 유발시키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병실

 ① 1인실이 좋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cohort isolation을 실시

 ② 1인실이나 cohort isolation이 어려울 경우 다른 환자와 적어도 1m이 

   상 멀리 침상을 배치

 ③ 특별한 공기 청정기나 환기 장치는 필요 없음

 ④ 문을 열어 두어두는 것 허용

호흡기계 보호  환자와의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

환자이동
 ① 환자 이동을 최소화 함.

 ②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해당질환

 ① 수막염, 폐렴, 패혈증을 포함한 침습적인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질환

 ② 수막염, 폐렴, 패혈증을 포함한 침습적인 Neisseria meningitis 질환

 ③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

   : 디프테리아(인두의),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유아나 소아의

    성홍열, 포도상 구균(group A)의 인두염

 ④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

   : 아데노 바이러스, 유행성 감기, 볼거리, 파보 바이러스 B19, 풍진



Ⅸ. 중환자실 욕창관리 지침

목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자를 사정하여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1) 피부가 변색되거나 파괴됨이 없이 정상이다.

 2) 창백, 반점, 홍반으로 인한 변화가 없이 말초순환이 유지된다.

 상자

￭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사람, 특히 움직일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심한 기동성 제한이   

  있는 환자

￭ 노인 : 보행과 배설장애가 보통이며 순환통의 장애로 피부에 필수 영양공급이 부족 되기 쉽다.

￭ 뇌,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환자 : 감각, 운동기능의 상실로 80% 이상의 발생빈도를 보임.

￭ 영양결핍,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C의 부족이 있는 사람, 빈혈환자, 너무 마른 환자 

￭ 무의식 환자나 진정제 투여 등으로 의식수준이 떨어지는 환자

￭ 침상안정이 요구되는 환자, 장기간 침상안정 중인 환자

 간호수행

￭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압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1.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2. 체위변경 계획을 세워 최소한 2시간마다 시행한다. 

  - 이론적 근거 : 뼈 돌출 부위의 피부가 눌리면 연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모세혈관의 혈류가 폐쇄되어 조직손상   

                   을 초래하므로 신체의 한 지점에 한 지나친 압력 편중을 감소시킨다. 

  - 고려사항 :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는 체위변경을 더 자주 시행한다.

 3.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린감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 고려사항 : 마비된 부위는 동통이나 압박에 무감각하므로 느낌이 없는 심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

 4. 매 8시간마다 뼈 돌출 부위를 중심으로 욕창의 유무를 사정한다.

  - 이론적 근거 : 뼈 돌출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링 쿠션이나 도넛 형태의 베게는 정맥압이 증가되어 욕창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 고려사항 : 욕창 사정도구(Braden Risk Assessment scale) 참고

    발 부위의 압력 감소를 위해 베게나 팔꿈치 보호  등으로 뼈 돌출 부위를 지지한다.

  - 이론적 근거 : 압력을 없애거나 감소시켜 압력 분산이 되게 하며, 과도한 압력을 피해준다. 

  - 고려사항 : 욕창 호발 부위는 천골부, 미골부, 장골능, 견갑골, 발뒤꿈치, 뒤통수, 귓바퀴 등이다.

 5. 발뒤꿈치를 침 에서 띄워 압력 손상을 방지한다.

 6. 특수 침  및 압력을 줄여주는 기구를 침 나 의자에 적용한다.

 7. 환자 이동 또는 체위 변경 시에 환자를 바닥에 닿지 않도록 침  시트 등을 이용하여 들어서 옮긴다.

  - 이론적 근거 : 상자를 끌거나 밀게 되면 신체 조직이 침  표면에 반 로 힘이 작용하여 조직과 혈관에 문   

    제가 생긴다.

 8. 금기가 아니라면 침  머리를 30도 이상 높이지 않는다.



  - 이론적 근거 :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조직이 표면에 반 로 힘을 받는 것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9. 침상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해준다.

  - 이론적 근거 : 피부손상을 최소화 한다.

          

             

            

              

                                       

<체위에 따른 피부압박 부위>

                             

 A. 앙와위     B. 측위    C. 복위    D. 반좌위

 

10. 움직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교육한다.

  - 고려사항 :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매 15분마다 체위를 바꾸도록 교육한다.

 11.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 피부를 관리하고 피부 손상을 방지한다.

 1.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이론적 근거 :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다.

 2. 피부를 닦을 때 과도한 압력은 피하고 마찰을 피하도록 한다.

 3. 뼈 돌출 부위는 마사지를 피하도록 한다.



분  류 내  용

부위 (Location)   

단계(Stage) 
 stageⅠ: 표피 손상(30분 이상의 redness)

 stageⅡ: 표피, 진피 손상(bulla, abrasion 등)

 stageⅢ: 표피, 진피, 피하조직 손상

 stageⅣ: 피하 조직, 근육, 건, 뼈 손상

크기(size)  가로 × 세로 × 깊이

색(color)

 P(pink): 상피조직(Epithelization tissue)

 R(red): 육아조직(Granulation tissue) 

 Y(yellow): 가피(Slough tissue)

  B(black): 괴사(Necrotic tissue)

  G(green): 감염(Infection) 

삼출물(Exudate)

 N: none 

 SS(serosanguineous): 장액혈액성 

 S(sanguineous): 혈액성 

  SP(seropurulent): 장액농성 

  P(purulent/pus): 화농성/농

주위조직

(Surrounding skin)

 E: 부종(Edema)

 R: 발적(Redness)

  I: 경결(Induration)

  H: 열감

Wound edge

 U: underming

 S: sinus tract  

 M: Maceration

  - 이론적 근거 : 일반적인 마사지는 이완효과를 가져오지만, 뼈 돌출부위의 마사지는 이미 있는 연조직의  손상  

    을 악화시킨다.

  - 고려사항 : 피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한다.

 4. 천골부, 미골부는 소변과 변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즉시 닦아 주고 피부 보호제를 바른다.

  - 이론적 근거 : 물기가 있으면 피부가 침연되어 욕창이 쉽게 생긴다. 피부 보호제는 소변이나 변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한다.

  - 고려사항 : 삼출물을 흡수하고 피부를 건조하기 위해 패드가 사용된다.

 5. 상자가 피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장갑을 끼어준다.

 6. 간호제공자는 반지, 팔찌 끼는 것을 피하며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야 한다.

 7.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욕창사정

￭ 욕창사정도구 



욕창 부위(Location)

Tissue loss (단계)

손상의 단계 손상의 깊이 임상증상

stage Ⅰ 표피
redness, erythema

압력의 감소로 회복 가능함

stage Ⅱ 표피, 진피
abrasion, blister

상처 주위 습하며 통증수반

stage Ⅲ 표피, 진피, 피하조직 cavity, exudate..

stage Ⅳ 피하조직, 근육, 건, 뼈 cavity, exudate, necrotic



크기측정(Measurement dimension)

￭ 자 이용법 : 가로(width)× 세로(length)× 깊이(depth)

￭ 본 뜨기 : 투명 필름을 사용, 발적된 주변 조직도 함께 표시

￭ Clock측정법 : underming, sinus tract 측정 시 사용 면봉을 이용하여 깊이 확인 후 시계 방향으로

                표기

￭ 사진 촬영

Color/ Clinical appearance

￭ Pink: 상피세포(Epithelization tissue)

￭ Red: 육아세포(Granulation tissue)

￭ Yellow: 가피(slough tissue)

￭ Black: 괴사(necrotic tissue)

￭ Green: 감염

삼출액(Exudate)

￭ 형태 : 장액성, 혈장성, 혈액성, 화농성

￭ 양 : 과다한 양은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함, 피부 보호를 위하여 상처배액 주머니를 사용하기  

     도 한다.

￭ 냄새 : 상처 감염 또는 오염과 관련됨, 밀폐 드레싱의 경우 괴사조직의 자가분해와 관련됨

￭ 점도

주위조직(Surrounding skin)

 E: 부종(Edema)R: 발적(Redness) I: 경결(Induration)  H: 열감

Wound edge

U: underming S: sinus tract   M: Maceration



 드레싱 지침

￭ 드레싱 전,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 드레싱 제거 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

￭ 상처와 접촉하는 모든 용액과 물품은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 멸균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직전에 열어서 사용하며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처를 닦기 전에 먼저 삼출물, 괴사조직 등을 제거하여 청결히 한다.

￭ 한 환자의 여러 부위를 드레싱 할 경우 청결한 상처를 먼저 드레싱 한다.

 준비물품

￭ 건조드레싱: 거즈, betadine, H202, Hypafix

￭ 습윤드레싱

구분(제품명) 특징 적용 금기

film

(Tegaderm,

Opsite)

반투과성, 관찰용이

통증 경감

가피 형성, 외상 보호

욕창예방, Grade 1

정맥주사 부위

삼출물 많은 

상처

hydrocolloid

(Duoderm  CGF, 

extra thin)

불투명막, 폐쇄성 보호막

박테리아, 삼출물 흡수

겔 형태 -> 반고형 겔 (냄새, 

pus양상)

Grade 1,2,3
감염상처

삼출물 다량 

상처

Hydrogel

(Hydroactive Gel

Intrasite Gel)

무정형 또는 얇은 웨이퍼

부드럽고 습윤함

괴사조직 제거

깊게 균열된 상처 

Grade 3,4

Alginate

(Kaltostate)

해초에서 추출된 폴리사카라이드

지혈과 흡수 작용

2차 드레싱 필요

중정도의 삼출물

Sinus tract & dead space

출혈

건조한 상처

Foam 

(Allevyn, 메디폼)

폴리우레탄 성분

보호와 쿠션

삼출물 흡수

과량의 삼출물이 있는 상처 건조한 상처

Silver

(Aquacell Ag) 
MRSA, Pseudo infection wound



순서 목록 보유대수
1 인공호흡기 2
2 제세동기 1
3 심전도 기록기 1
4 환자감시장치 7
5 정맥주입기 7
6 Syringe pump 1
7 흡인기(이동형) 1

Ⅹ. 중환자실 장비

      



         < EKG mornitonig >                                  < ventilator >

                                  

            

            < EKG 기록기 >                                    < Defibrillator >

                         

     < O2 주입기 와 Suction기 >                              < Infusion pum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