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준비물품은 생리식염수와 개인별 세트를 이용하고 구강내 염증성 병변이 있는 환자는

   과산화수소의 사용 또는 가글, 연고 등을 사용한다.

  (2) 1일 3회 실시한다.

  (3) 칫솔로 양치가 가능한 환자는 칫솔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눕는다.

  (4) 의치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치의 분실이나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서 관리한다.

  (5) 뺀 의치는 물이 담긴 컵 속에 넣고 치약과 찬물로 헹군다,

  (6) 의치는 떨어뜨리거나 금속성 물체에 부딪히면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룬다.

  (1) 세발간호를 시행하기 전에 두피의 병변, 염증, 감염 여부를 시진한다.

  (2) 호흡기계증상, 통증 및 활동 내구성 장애가 있으면 제외하거나 닦아내는 샴푸를 이용

   한다.

  (3) 3일에 1회 실시한다. E-Z shampoo, Hair shampoo trolley 등의 기구 이용

 

  (1) 부분 목욕 : 불편감이나 냄새가 나는 신체 부위만을 씻는 것으로 주로 얼굴, 손, 겨드

   랑이, 회음부 등을 포함한다. 와상환자나 의존적인 환자 등을 씻어준다. 매일 실시한다.

  (2) 전신목욕은 1주일에 1회 실시한다.

  (1) 회음부의 청결(분비물, 냄새제거) 회음부의 피부 통합성 유지, 안위증진을 위해 유치

   도뇨관을 산입하고 있는 환자, 직장 또는 회음부 수술 후, 분만 후의 산모들,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없는 무의식환자에게 실시하며 매일 저녁 1회 실시한다. 특히 환자의 Privacy

   를 지켜야 한다.

  (1)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자의 수와 위치를 고려한다.

  (2) 대상자의 안전 및 불편 여부에 대한 반응을 사정한다.

  (3) 최소한 2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하되 욕창이 우려될 경우에는 더 자주 체위변경을 한

   다. 체위를 바꿀 때마다 금기사항이 없으면 각 관절부위에 관절범위 운동을 시행 한다.

  (1) 목적

   ✓ 혈전 환자나 혈전 형성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혈류를 증진시키고, 정상 응고력을 

    유지 하며, 혈관내벽에 대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노인, 수술 환자(고관절, 복부 및 골반내 악성질환의 수술) 장시간 수술을 시행한 환

    자, 비만한 자, 심부정맥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정맥류 환자, 부동 환자에게 적

    용한다.

   ✓ 항색전 탄력 스타킹 또는 공기 압축기구(pneumatic compression devices)를 이용 한다.



  

흡인기 압력 흡인 카테터의 크기

연령 압력(mmHg) 연령 카테터크기(Fr)

1세미만 유아 60~80 18개월 6~8

1~8세 소아 80~120 소아 10~12

성인 120~150 성인 12~16

75세이상 80~120 75세이상 10~14

  (1) 섬망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인 환자는 섬망(의식의 혼탁, 의식의 변화, 주의, 기억 지남력, 

   지각, 각성상태, 정신운동기능 등의 손상)을 초래가 많다.

   특히 노인의 이동증후군으로 거주지의 이동이후 신체적인 손상, 수술, 약물의 요인 등으

   로 섬망 증상이 초래될 수 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2) 섬망 환자의 간호

   환자에 대한 이해, 배려, 간호시 주의 깊은 설명, 관심 등의 지지적 치료, 집중치료실에

   서 빠른 퇴실, 가족의 방문과 지지 등이 도움이 된다. 억제대 등을 하면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