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자를 상해 또는 상해가 가능한 상태로부터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적, 화학적, 세균적 및 심리적 위해 요인이 제거된 환경을 말한다.

  (1) 위관 영양를 하는 경우

   ① 음식물 투여시 마다 위관의 위치가 정확한지를 청진을 통해 확인하여 위관의 위치이

   탈로 인해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주사기 및 위관 조작시 공기로 인

   해 복부팽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잔류량이 50∼100㏄ 이상이거나(성인에 한함), 위장관 출혈 징후를 보이면 주치의와 

   상의 후 투여한다.

   ③ 위관 영양시 금기가 아니면 환자의 자세는 반좌위로 한다.

  (2) 식사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① 어린이나 노약자가 누워서 식사를 할 때나 반신불수, 뇌신경계 환자가 반좌위로 식사 

   할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개인위생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관, 흡인, 출혈 등)

  (2) 간호 수행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line 및 tube관리, 활력징후, 피부상태 등)

   (3) 구강 간호시 치아 상태(틀니 등)를 확인한다.

  특히 신경외과, 심장질환 환자는 변비를 확인하고 예방해야 한다. (뇌내압 상승요인)

  (1) 유치 도뇨관의 개방성(patency)을 유지한다.

  (2) 이송시 역류 되지 않도록 clamp 개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 열, 냉 요법시 사용은 가능한한 제한한다.

  (2) 의식이 없거나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는 water mattress나 공기 침대(ari mattress)를

   사용하여 욕창방지 간호를 한다.

  (1) 억제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용된 부위의 감각, 운동의 순환상태와 의식상태 사정 : 매 2시간 마다 억제대는 너 

   무 조이거나 당기지 않도록 하며 피부에 청색증, 냉감, 저린 감각, 통증, 마비감 등이 나

   타나면 억제대를 느슨하게 하고 ROM 운동을 시킨다.

  (3) 일시적으로 억제대를 풀어준 경우에는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4) 억제대 사용시는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간호기록지에 의사처방, 억제대 시작시간, 종료

   시간, 간호행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1) Strecher로 환자 이송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및 수술환자에 한해서는 Restraint한다.

  (2) 이송 중에 지속적인 산소흡입이 필요한 경우 portable O₂tank에 산소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3) 기관 삽관을 하고 있는 경우 이송 전 튜브의 ballooning 상태 및 위치가 제대로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이송 전에 기관 흡인을 한다.

  (4) 기관지 절개관을 하고 있는 경우 cannula 양쪽 끝에 제대로 묶여 있는지 확인한다.

  (5) 각종 배액관 및 감시관을 가진 환자의 경우(EVD, C-tube, SG cath.drain) 고정 상태

   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6) 지속적으로 약물주입을 하면서 이송하는 경우 line의 개방성을 확인한다.

  (7) infusion pump를 이용하여 주입중인 경우 infusion pump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

   시켜 이동한다.

  (8) Monitoring을 하면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동반하여 심박동수, O₂saturation

   등을 관찰하면서 이송한다.

  (1) 수혈전에 환자의 수혈 의사를 확인(동의 및 설명) 한다.

  (2) 의사처방과 X matching, ABO/rh type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다.

  (3) 수혈 전 처방된 혈액 제제, 환자의 등록번호, 이름, 성별, 나이, 혈액형(ABO/Rh)과 일

   치하는지 확인한다.

  (4) 2차 확인(수혈직전)에는 환자 앞에서 의료인 1인이 이름, 등록번호, 혈액형이 일치하

   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5) 환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하고 환자 등록번호를 대조하도록 한다.

  (6) 확인 과정 중 어느것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수혈을 하지 않는다.

  (7) 혈액 bag에 해당 수혈 세트를 연결한 후 필터가 완전히 감기도록 Drip chamber는

   3/4이상 채우도록 한다.

  (8) 수혈의 조기 부작용을 사정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적혈구, 전혈 제제인 경우 처음 15

   분간은 주입속도를 15~20gtt/min(1~2cc/min)정도로 서서히 주입 후 부작용이 없으면 

   처방속도로 주입한다.

  (9) 적혈구와 전혈은 unit당 4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세균 증식의 위험을 줄인다.

   혈소판은 혈액성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한다. (5~10분/1unit)

❑ 동명이인환자 확인방법

  동명이인인 환자 이름 뒤 A,B를 전산 및 모든 출력물(라벨, 침상카드, 챠트표지, name

  sticker)에 입력하여 구분한다.



❑ 동명이인일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챠트, 침상카드, 환자 현황판, 투약라벨,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부위를 표시 하여 수술 

  전 확인 체크리스트에 정확한 환자, 정확한 부위를 확인, 기록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