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집중치료실



  (1)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동등하게 소중하다.

  (2) 환자는 자기 결정의 원리에 의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

   을 하여야 한다. (자율성 존중, 설명과 동의)

  (3) 중환자 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이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다른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면 제한될 수 있다.

  (5) 집중치료실 이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결정에 입각한다.

  (1) 입실기준

   ① 입실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first come, first basis)

   ② 입실하기 위해서는 입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집중치료실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집중치료실의 치료 효과를 기  할

    수 없을 때는 퇴실하여야 한다.

   ④ 무의식 상태가 회복 가능 없이 지속되고 인지 능력 회복이 불가능 하여 충분한 이득



    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집중치료실 상에서 제외된다.

   ⑤ 중환자실 입실과 치료는 환자의 나이, 인종, 종교, 성별, 정치색,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 경제적 이유나 보험 적용 여부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⑥ 집중치료실 치료가 계속 도움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환자에 해서는 다른 위급한

    환자를 위하여 일찍 퇴실시켜서는 안된다.

  (2) 입퇴실 적정성 유지

   ① 입실기준은 한 중환자 의학회의 기준에 다른다.

    ❑ 우선순위 기준(Priority model)

    ❑ 주 진단 기주S(Diagnostic model)

    ❑ 객관적요인 기준(objective parameter model)을 따라 결정하게 된다.

    ❑ 매일 입·퇴실 적정성을 평가 하여 퇴실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 하여서는 실장에 

     의해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입원시 환자 준비

   ① 간호사정을 통해 체계적인 환자 문제를 확인, 간호력지를 작성, 간호 진단에 따른 중재

   ② 병실준비(침상준비로 주사걸이, 환의, 침 보, 환자 이름표, 상태에 따른 필요 기구)

   ③ 장비 즉 심전도 모니터링, 산소, 인공호흡기, 흡인기, 필요한 전선 등에 한 확보

   ④ 신환 챠트준비, 의무기록, 전자 챠트 확인

   ⑤ 담당간호사 소개, 병실 위치안내, 환의 교환 및 활력징후 측정

   ⑥ 보호자에게는 집중치료실 입실 교육 및 준비물품 안내, 귀중품 관리, 면회시간 등을

    안내

  (4) 퇴실 범주 소개

   ① 생리학적 상태가 안정되어 집중치료실 감시와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②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

   ③ 한 단계 낮은 치료로도 적절한 경우

   ④ 집중치료를 환자나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⑤ 우선순위 모델 4A 범주

    말초혈관수술, 심혈관계가 안정된 Ketoacidosis, 가벼운 심부전, 수면제과다 복용등)

   ⑥ 우선순위 모델 4B 범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비가역적인 뇌손상 환자, 화학적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는 

    말기 암 환자 호흡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이다.

  (5) 퇴원 수속법

   ① 갑작스런 전원이나 사망, 희망이 없는 것에 한 가정으로의 귀환 등의 다양한 요인

    이 있고 예정된 퇴원보다는 갑작스럽게 진행되기가 쉽다.

   ②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퇴원(DAMA :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보호자에 의한 퇴원시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받는 서약

    서 이다.

   ③ 사망퇴원은 퇴원 후 환자가 영안실로 가게 되며 가족의 슬픔반응에 한 이해와 지지



    가 필요하고 사망자 발생통지서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퇴원이다.

   ④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에는 가는 동안의 투약이나 환자 상태에 한 관리 등이 필

    요 하며 의료인이 ambulance에 동승하게 된다.

  (6) 전동 전실관리

   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동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다.

   ② 가족에게 알리고 옮기게 되는 병동의 병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연락과 인계 준

    비가 필요 하다. 전동 시에는 이실 기록지인 Transfer Sheet를 기록한다. 

    그 동안의 치료, 간호과정, 현재의 투약상황, 질병상 주의관찰사항 등을 기록하여 환자

    및 기록지와 함께 이실 병동으로 보내게 된다.

  (1) 방문객 면회시 감염예방 수칙

   ① 면회시간

    ✓ 오전 - 07:00 ~ 07:30

    ✓ 오후 - 12:30 ~ 13:00

    ✓ 저녁 - 17:30 ~ 18:00

   ② 면회자의 수는 환자 1인당 2인이며, 면회 전 후에는 신발을 갈아 신고 걸어 놓은 가

    운을 착용하고 면회 전 후로는 손을 씻어야 한다.

  (2) 방문금지

   14세 이하 어린이,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질환자나 기타 전염성 질환자는 어린이나 환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회를 제한한다.

  (3) 반입금지

   꽃, 화분, 애완동물은 병원 내에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

  (4) 감염예방수칙

   ① 환자 접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②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의료진의 허락없이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가급적 환자에게 음식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하며, 만약 가져올 경우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면회시간 동안 보호자 상담, 정보제공을 한다.

  (6) 불만 및 고충처리체계

   ①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http://www.pssh.kr/)

   ② 고객소리함 : 1층로비 비치

   ③ 원무과



 중환자를 적정한 간호를 하기 위해 환자별로 중증도를 평가한다. 집중치료실에서는 중증

 도의 적정성을 유지해야하므로 중증도 분류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입실하고 퇴실 기준이

 되면 퇴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집중치료실 입실 및 퇴실기준

  (2) 낙상분류도구

  (3) 욕창분류도구

  (4) GCS score

  (5) NIHSS score

  (1) 집중치료실 입실 및 퇴실 기준





  (2) 낙상분류도구

 ✓ 낙상발생 고위험 환자의 사정도구이다.

 ✓ 최고의 점수는 16점이며 4점이상이면 낙상 발생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본다

 ✓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상으로 입원 8시간이내에 측정한다.

 ✓ 병동별 낙상 발생율 등을 관리하고 낙상 발생 감소 활동을 한다.



  (3) 욕창분류도구



 ✓ Braden 도구를 적용하며 최고의 점수는 23점이며 최저의 점수는 6점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욕창 발생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본다.

 ✓ 9점 이하는 최고위험군, 13~14점은 고위험군, 10~12점은 중정도 위험군, 15~18점은

    저위험군으로 한다.



 ✓ 12점 이하의 고위험환자에 해서는 욕창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 매일 확인하고 욕창발생률을 관리해야 한다.

  (4) GCS score (의식사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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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IHS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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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자의 수와 위치를 고려한다.

  (2) 상자의 안전 및 불편 여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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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의 혈류를 증진시키고, 정상 응고력을 

    유지 하며, 혈관내벽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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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해, 배려, 간호시 주의 깊은 설명, 관심 등의 지지적 치료, 집중치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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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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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ari mattress)를

   사용하여 욕창방지 간호를 한다.

  (1) 억제 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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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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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면 억제 를 느슨하게 하고 ROM 운동을 시킨다.

  (3) 일시적으로 억제 를 풀어준 경우에는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4) 억제  사용시는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간호기록지에 의사처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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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로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이송 전에 기관 흡인을 한다.

  (4) 기관지 절개관을 하고 있는 경우 cannula 양쪽 끝에 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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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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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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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한하고는 응급처치 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설명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응급상황에서의 업무 역할

   ① 의사 1

    ✓ 먼저 기도유지와 기도 확보를 실시한다.

    ✓ 정맥주입을 위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다.

    ✓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 2

    ✓ 환자의 상태를 즉각 사정하고 투약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 환자상태에 따라 약물, 수술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③ 의사 3

    ✓ 흉부 압박술과 심실세동 제거를 실시한다.

   ④ 간호사 1



    ✓ 심폐소생술에 한 투약과 Procedure를 돕는다.

   ⑤ 간호사 2

    ✓ 약물의 투여시간 및 환자상태에 한 시간을 기록하고 검사결과 등을 챙긴다.

   ⑥ 간호사 3

    ✓ 지시된 물품을 신속하게 준비 응급상황에 따른 협조를 한다.

  (1) 투여 중인 약물 또는 항원을 즉시 제거한다.

  (2)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3) 앙와위로 눕히고 산소를 공급한다.

  (4) 활력징후와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 한다.

  (5) 의사 처방하에 제일 먼저 1:1000 epinephrine 0.2~0.5㎖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고, 

   심한 경우 20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한다.

  (6) 정맥 수액요법으로 혈압을 유지시킨다. 적절한 혈압유지는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중요

   하다.

  (7) 저혈압시 Dopamine을 투여한다.

  (8) 항히스타민 치료는 epinephrine 투여 후에 준다.

  (9) 호흡부전인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한다. 만약 심한 후두부종으로 기관내 삽관이 어

   려운 경우는 기관절개술이 요구된다.

  (10) 정맥조영제 사용 전 예방차원으로 Prednisone(or hydcortitione) 항히스타민을 시행

   하기 1시간 전에 투여할 수 있다.

  (1)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inappropriate extubation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2)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로 진정시킨다.

  (3) 필요시 억제 에 하여 설명하고 억제 를 적용한다. 억제 를 적용한 경우 주기적

   으로 억제  적용 부위의 피부상태, 순환 등을 관찰한다.

  (4) 비정상적으로 발관이 된 경우 산소마스크 또는 ambu bag으로 산소를 흡인 시키면서

   호흡을 유지한다.

  (5) 환자 상태를 관찰, 확인하며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재 삽관 준비를 한다.

  (1) 기종별 인공호흡기 사용을 숙지하고 calibration이나 test를 한 후 사용한다.

  (2) 인공호흡기의 설정 요소를 확인한다.

  (3) 인공호흡기의 각종 알람 설정을 확인하여 문제시 처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공호흡기 튜브의 연결부위가 빠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확인한다. 

   가습기의 온도, 가습기의 물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부족하면 채운다.

  (5) Ambu bag은 항상 침상가에 비치해둔다.

  (6) 정전, 가스 차단시 각 기관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히 처한다. 내부 배터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는 주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산소를 공급하며 ambu bagging을 하고

   전기공급이 복원되면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한다.



  (7) 산소 등의 가스가 차단된 경우는 ambu bagging을 하고 기관실에 급히 연락하고 고

   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환자는 portable O₂tank를 준비하고 산소를 연결하여 ambu 

   bagging을 한다.

  (8) 인공호흡기 기계의 오작동일 경우 즉시 ambu bagging하고 기계를 교체한다.

  (9) 인공호흡기 튜브로 인해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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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개강 내압상은은 두부손상, 뇌졸중, 뇌종양, 사장애 및 중추신경계감염 등 두 개

   강 내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증상

   안저의 유두 주변의 망막출혈, 극심한 두통, 뇌신경 마비, 의식장애, 호흡장애, 혈압상승

   서맥이나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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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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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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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urologicalsign 및 V/S을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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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환기계 간호

   혈액의 귀환을 돕기 위해 탄력스타킹 또는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or를 적용

   한다.

  (2) 호흡기계 간호 : 폐렴, 무기폐의 증상을 관찰한다.

  (3) 소화기계 간호

   ① 마비성 장폐색의 증상을 관찰한다.

   ② 복부팽창, 오심, 저하된 장음을 관찰한다. (필요시 Nasogastric tube를 삽입)

   ③ Gastrointestinal bleeding 을 관찰한다.

   ④ 변비예방 : 완화제, 하제 관장

  (4) 배뇨관리

   ① 방광 팽창의 증상을 관찰한다.

   ② 인공배뇨를 위하여 카테터를 삽입할 때 감염 증상을 관찰한다.

  (5) 근골격계간호

   ① 하루에 3회 이상 ROM exercise를 실시한다.



   ②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1) 뇌실외 배액관은 뇌간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 장치를 높이(보통 몬로공에서 15~

   20㎝ 위) 에 유지 하도록 한다. 배액관의 위치가 낮으면 뇌척수액의 배액이 많아지고 지나

   치게 빠른 뇌척수액의 배액은 뇌간 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2) 뇌실외 배액관의 경우 level을 확인하고 뇌압 감시 장치는 뇌압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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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뇌척수액의 진동(oscillation)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5) 뇌실외 배액관 및 뇌압감시 장치가 삽입된 부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빠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한다.

  (6) 뇌실외 배액관이 closed system을 유지하고 배액관 관리시 철저한 무균술을 지킨다.

  (7) 배액관이 꼬이거나 꺽이지 않았는지 항상 관찰하고 마약 연결 부위가 빠졌을 경우 연결

   부위 위 부분을 막은 다음 소독된 배액세트로 교환한다.

  (8) 환자이동이나 체위 변경시 급격한 뇌 척수액 유출로 뇌간 탈출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서 배액관의 중간 장금쇄를 잠시 잠그고 시행 한 뒤 원래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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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을 방해하므로 환기구가 막히지 않고 cotton stopper가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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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Full name) 질환명

UIA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비파열성 뇌동맥류

SDH (Subdural Hematoma) 뇌경막하 혈종

EDH (Epidural hematoma) 경막외 혈종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뇌내 출혈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뇌실내 출혈

SAH (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 출혈

Hydrocephalus 뇌수종(수두증)

Cranial nerve injury 뇌신경 손상

Epilepsy 간질

Cerebral artery dissection 뇌동맥 박리

Cerebral infarction 뇌경색증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Stroke 뇌졸중

Cerebral thrombosis 뇌혈전증

Vasospasm 혈관경련(혈관연축)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일과성 뇌허혈 발작

Meningitis 뇌수막염

Moyamoya disease 모야모야병

Cerebrovascular malformation 뇌혈관 기형

Occlusion and stenosis of cerebral arteries 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증  

Spinal Cord injury 척수 손상

DAI (Diffuse Axonal Injury) 미만성 축삭손상

FCCD (Fractures Compound Communicated Depressed) 두개골복잡분쇄함몰골절

Guillain-Barre syndrome 길랑 바레 증후군



Pacemaker/Defibrillator Oxymeter

EKG monitor Infusion Pump

Syringe Pump Nebulizer



Blood infusion Warmer EKG

Dressing cart Emergency cart

처치 cart O₂ meter



Suction기 산소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