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일반병동

 : 5층병동, 4층병동, 3층병동

  ✓ 5층병동 :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14명

  ✓ 4층병동 :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15명

  ✓ 3층병동 :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등으로 12명

  ✓ 5층병동 : 63병상 

  ✓ 4층병동 : 63병상

  ✓ 3층병동 : 47병상

  실습동안 회진 참여

  상처치료과정 및 상처의 형태, 배액관의 종류 관찰, 수술 전 환자 준비, 수술 후 환자

  간호, 신경외과 전반적인 간호 등에 관하여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5층병동



              <5층 전경>                             <Station>

 

               <세척실>                             <린넨실>

 

                <휴게실>                            <배선실>



               <화장실>                            <샤워실>

 
4층병동



<4층병동 전경>

<간호사 Station>                        <세척실>

<린넨실>                                 <휴게실>



<배선실>                                <샤워실>

 
3층병동



<3층병동 전경>

              <준중환자실>                         <간호사 Station>

               <세척실>                           <배선실>



<린넨실>                              <오물처리실>

             <세면&세탁실>                          <샤워실>

  (1) 외래 진료 후 입원과 수술이 결정되면 입원 또는 입원예약을 한다.

  (2) 수술을 진행할 과에서 수술 스케쥴을 전산으로 입력한다.

  (3) 수술 전일 마취과에서 수술 스케쥴을 고려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을

   확정한다.

  (1) 활력징후 측정

  (2) 감기증상 확인

  (3) 금식(저녁은 가볍게 : 자정부터 금식)

  (4) 수술전 검사 결과 확인

  (5) 과거병력

  (6) 투약중인 약



  (7) 수술 전 환자교육

  (8) 피부 면도, 샤워 허여되나 감기 조심

  (9) 틀니, 안경, 콘텍트렌즈, 반지, 목걸이, 머리핀 등의 장신구 화장, 매니큐어 제거, 긴

   머리(묶어서 정리)

  (10) 수술 당일 아침 7시경까지 속옷, 양말을 벗고 환의만 입는다.

<수술전 환자의 복용약제에 따른 영향 및 책>

약제 및 기호품 미치는 영향 책

담배 수술 후 폐합병증 철저한 금연

알코올 마취에 한 저항성이 강하다 철저한 금주

스테로이드
부신기능의 저하시 수술 후 저혈압 

유발, 감염, 상처치유지연
수술전 투여량 조절

인슐린
수술 후 저항력의 약화로 상처의 

치유 지연

수술전후 혈당치를

측정하여 조절

강심제 서맥, 방실 블록 초래가능 중지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혈압 관찰 중지하지 않음

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출혈 소인) 수술 전 조절

검사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CBC,(Hb/Hct), PT/PTT

BT/CT

빈혈유무,지혈기능

수혈 필요성

·Hb10g/이dltkd 기준 수술 가능(수혈준비)

·지혈기능 이상(혈소판 준비)

·백혈구 증가(감염, 염증의미)

알부민, 나트룸, 칼륨, 생화학

혈청단백

영양상태

전해질-산염기균형

·수술 전 기준

·총단백 6.0/dl, 알부민 농도 3.0/dl

  전해질정상레벨

흉부X선, 폐기능 검사 호흡기능
·VC 80%이상, FEV 70%이상

·금연, 호흡운동

혈압, 흉부X선, ECG 등 순환기능

·심근경색은 6개우러 후 수술가능

·부정맥, 심부전, 심비

·유무확인, 호흡, 소변양 확인

SGPT, SGOT, ALP, LDH,

T.B, D.B
간 기능

·수술 전 총 빌리루빈 5㎎/dl

·OT, PT 100 이하를 기준

소변검사, 소변양, 요비중.

BUN, Cr
신장기능

·BIN 30㎎/dl, Cr1.5㎎ 이하를 기준 I/O 

  확인

HBe 항원, 혈청매독, HIV 등 혈액위험 ·양성이면 의료팀 전원 숙지



 

  (1) 환자확인

   ① 환자이름,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확인용 팔찌

   ② 환자 이름 확인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개방형 질문

  (2) 수술부위확인

   환자에게 수술부위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수술 예정표, 수술부위 표식지와 조한다.

  (3) 수술 동의서(서약서) 확인

   수술서약서에 환자이름, 서명, 보호자 이름, 서명, 관계를 확인한다.

  (4) 신체부착용 착용 여부 확인

   흔들리는 치아, 틀니, 손톱, 발톱, 매니큐어, 콘텍트렌즈, 보청기, 시계, 반지, 목걸이, 

   속옷 착용여부 등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화장은 육안으로 확인한다.

  (5) 알러지 여부

   반창고나 약물에 한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6) 전염성 질환 유무

   결핵, 간염 등의 혈행성감염 등의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 결과지 등으로 확인한다.

  (7) 검사결과지 확인

   혈액학적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8) 혈액준비

   혈액형(환자 및 수혈기록지), 혈액 준비 상태 및 항체선별 검사 확인

  (9) 금식여부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을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고 기록된 금식시간을 확인한다.

  (10) 관장여부

    관장이 필요한 복부 장기 수술환자의 경우에는 관장여부 확인

  (11) 수술부위 피부 준비

   수술부위 피부 준비가 수술명에 따라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12) 수술전 투약(Pre-med)

   수술 전 투약시행 여부를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 기록된 내용 확인

  (13) 확인이 끝난 후

   병동간호사 서명을 확인하고 수술실 확인 간호사 서명을 한다.





  (1) 가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2) 폐에 있는 공기를 모두 뱉어 내는 기분으로 배의 근육을 수축하여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3) 5회 심호흡하고 복근을 이용하여 3회씩 짧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다.

  (4) 칫솔질로 입안을 청결히 하고 소독약으로 입안을 2회 헹군다.

  (5)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술 전날 밤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6) 수술장 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아 방광을 비운다.

  (1) 보호자들은 환자 구역에서 기한다.

  (1) 수술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즉 환자 바뀜, 수술부위 바뀜을 방지

   하기 위한 환자 확인을 통한 안전조치 사항

  (2) 수술실에서 마취간호사와 함께 수술 전 준비사항 등 환자 및 상태를 확인

  (3) 수술 전 반드시 time out하고 환자확인, 팔찌, 인적사항, 수술위치 등을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을 확인 후 관련자들이 서명하게 된다.

수술부위 표식여부 □유  □무   □미해당 Nr Sign

Time out여부 □유         □무 Dr Sign

  (1) 수술이 끝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회복실, 병실, 집중치료실로 이동된다.

  (2) 이동의 상태는 기상태를 알리는 PC모니터에 상태를 알린다.

  (3) 회복실, 병실 집중치료실로 상태를 알린다.

   

  (1) 침상은 미리 준비(필요한 물품 : 가습기, 곡반, 보온, 모래주머니 등)

  (2) 활력징후 (15분 4번, 30분 2번, 1시간 1번 이후 처방에 따라)

  (3) 의식상태 관찰 (이름, 적절한 반응 확인)

  (4) 기도유지 (자세, 분비물 배출) 산소공급(수술 후 3~4시간)

  (5) 투약 및 수액요법 (정맥주입 부위 확인, 누출 등이 없는지)

  (6) 수술부위 부종과 출혈확인 (차갑고 축축한 피부, 입술 손톱 및 색깔 창백 등)

  (7) 효과적 기침, 심호흡 교육 (무기폐, 폐렴 방지)

  (8) 통증

  (9) 배뇨상태 (방광팽만확인, 유치도뇨 개방확인, 시간 당 소변양은 30cc이상 유지)



  (1) 통증의 정보를 사정 (통증의 악화요인, 통증의 질, 지속성 특성 인식)

  (2) 통증은 심하기 전에 미리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진통제 필요성 인정되면 투약하며 자세, 안위 등을 확인한다.

  (4) Accufuser(휴 용 의약품 주입기) : 미리 정해둔 속도로 같은 양의 진통제가 정확히 

   주입되는 의료용기구로 급성, 만성 통증치료, 장시간 연속적 주입에 유용

  (1) 전신마취 후의 환자는 기관 삽관으로 인한 인후부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2) 마취동안 억제된 분비물 배출을 위한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해야 한다.

  (3)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마취약과 관련된 구토로 인한 흡인 예방 간호가 필요하다.

  (4) 활력증상이 불안정한지 환자의 의식정도를 잘 관찰해야 한다.

  (1) 척추 마취 주사 부위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배게 없이 평

   편하게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2) 뇌척수액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3) 척추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하반신 감각마비가 없으므로 더운 물주머니, 

   감각이 불완전하므로 전기 heating pad는 금한다.

  (4) 두통, 오심, 구토, 배뇨곤란 여부를 관찰한다.

  (1) 경막외 마취는 외과 및 산과 수술에 유용한 마취 방법일 뿐 아니라 장시간 신경 차단

   이 필요한 통증이 있을 때와 자율신경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진단과 치료에 훌륭한 수단

   이다.

  (2) 척추마취보다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가 덜하고 경막천자에 의한 두통과 신경학적인 합

   병증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척추마취와 달리 고개를 들어도 되며 하반신 감각이 풀리기 시작하면 보행도 가능하다.

  (1) 상처가 있는 환자는 계속되는 미열은 없는 확인한다.

  (2) 삼출물의 양, 색깔, 냄새를 관찰하며 주위조직 괴사, 발적 등의 감염유무를 평가한다.

  (3) 수술부위 상처 및 튜브 삽입부위의 배액 양상을 관찰한다.

  (4) 드레싱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한다.

  (5) 환자를 접촉하기 전에 손을 씻어 2차적인 병원 감염을 예방한다.

  (1) 중력배액장치와 vaccum system이 부착되어 있음

  (2) 음압을 이용한 배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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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ull Fx. (fracture)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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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ope 실신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일과성 뇌허혈 발작

VBI (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

HNP (Herniated Nucleus Pulposus) 수핵 탈출증(추간반 탈출증)

Spinal stenosis 척추관 협착증

Spine fracture 척추골절

Spondylitis 척추염

Kyphosis 척추후만증

Spondylolysis 척추 분리증

Spondylolisthesis 척추전방전위증(척추탈위증)

Dementia 치매

Moyamoya disease 모야모야병

Cerebrovascular malformation 뇌혈관 기형



약어(Full name) 질환명

Encephalatrophy 뇌위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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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D (Herniation of cervical intervertebral disc) 경추간반 탈출증

HLD (Herniation of lumbar disc) 요추간반 탈출증

Brain abscess 뇌농양

OPLL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후종인  골화증

Brain tumor 뇌종양

Guillain-Barre syndrome 길랑 바레 증후군

AIDP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Polyneuropathy 다발성 신경병증

Scoliosis 척추 측만증

Spinal cord tumor 척수종양

Meningioma 뇌수막종

Schwannoma 신경초종

Cauda equina syndrome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

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Cerebral concussion 뇌진탕

Cerebral contusion 뇌좌상

Parkinson's disease 파킨슨 병

Meningitis 뇌수막염

CTS (Carpal tunnel syndrome) 수근관 증후군

Bell's palsy 안면신경 마비

Herpes zoster 상포진

Ramsay - Hunt Syndrome 람세이 - 헌트 증후군



약어(Full name) 수술명

ALI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전방요추체간 융합술

Craniectomy 두개골 절제술

Craniotomy 개두술

Burrhole (Trephination) 천두술(천공술)

Clipping of Cerebral Aneurysm 뇌동맥류 결찰술

EVD Catheter Insertion (Extraventricular Drainage) 뇌실외 배액 카테터 삽입술

Diskectomy 추간판 절제술

Laminectomy 척추궁 절제술

IAT (Intra Arterial Thrombolysis) 동맥내혈전 용해술

PLIF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후방 요추체내 융합술

PVP (Percutaneous Vertebroplasty) 경피적 척추성형술

TFCA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 퇴동맥경유뇌혈관조영술

TLIF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척추유합술

V-P Shunt (Ventriculo-Peritoneal Shunt) 뇌실 복막 달락술

L-P Shunt (Lumbar-Peritoneal Shunt) 요추 복막 달락술

EDAS (Encephalo Duro Arterio Synangiosis) 뇌경질막 동맥 간접문합술

Cranioplasty 두개성형술

Tracheostomy 기관절개술

CTR (Carpal Tunnel Release) 손목터널해리술

Tenorrhaphy 근성형술

Neurorrhaphy 신경봉합술

E/B (Excisional Biopsy) 절개생검술



Pacemaker/Defibrillator SPO₂(Portable)

EKG monitor Infusion Pump

Syringe Pump Nebulizer



Blood infusion Warmer EKG

Dressing cart Emergency cart

경구약 cart Injection cart



Wall Suction기 OXYGEN FLOWMETER



약어  원어 뜻 약어  원어 뜻 

A D

ABGA Arterial Blood Gas Analysis 동맥혈 가스 분석검사 DAI  Diffuse Axonal Injury 산재성 축삭돌기 손상

ABR Absolute Bed Rest 절 침상안정 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자의퇴원

ACA Anterior Cerebral Artery 전뇌동맥 DI Diabetes Insipidus 요붕증 

ACE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안지오텐신 변환요소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AcomA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전방교통동맥 DITI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적외선 체열 검사

AF
Atrial Fibrillation 심방세동 DKA Diabetic Ketoacidosis 당뇨병성 케톤산증

Atrial Flutter 심방조동 DM Diabetes Mellitus 당뇨병

AIF Anterior Interbody Fusion 전방 척추체 융합술 DNR Do Not Resuscitate 소생시키지 마라

ALI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전방 요추체간 유합술 DOA Death On Arrival 도착시 사망

APN Acute Pyelonephritis 급성 신우신염 DSN Disc Space Narrowing 디스크 공간 협소

ARF Acute Renal Failure 급성 신부전 DT Delirium Tremens 진전, 섬망

AST
Aspartate aminotrasferase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요소 (간기능검사)
DVT Deep Vein Thrombosis 심부혈관 혈전증

After Skin Test 피부반응검사 E

AVF Anteriovenous Fistula 동정맥 누공 ECA External Carotid Artery 외경동맥

AVM Atriovenous Malfomation 동정맥 기형 ECHO Echocardiogram 심장초음파 

B EDH Epidural Hematoma 경막외혈종

BA Basilar Artery 뇌저동맥 EEG Electroencephalogram 뇌전도

BG Basal Ganglia 뇌핵(기저핵)
EKG

(ECG)
Electrocardiogram 심전도 

BMD Bone Mineral Density 골전해질 밀도 EMG Electromyography 근전도

BPH Benign Prostasic Hypertrophy 양성 전립선 비 증 EVD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외심실배액

BPPV
Benign Paroxysmal Postural 

Vertigo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F

C FBS Fasting Blood Sugar 공복시 혈당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관상동맥 측로이식 FUO Fever of Undetermined Orgin 원인불명 열

cbll Cerebellum 소뇌 G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울혈성 심부전 GBS Guillain-Barre Syndrome 귈랑-바레 증후군

CI Cerebal Infarction 뇌경색 GCS Glasgow Coma Scale
글라스고우 

무의식척도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무균적 간헐적 카테터

삽관법
GFS Gastrofibroscopy 위내시경

CNS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 GRE Gradient Recalled Echo 경사회복에코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질환 H

CRF Chronic Renal Failure 만성신부전 HID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추간원판 탈출

CSF Cerebrospinal Fluid 뇌척수액 HLD Herniated Lumbar Disc 요추판 탈출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뇌졸중 HNP Herniated Nucleus Pulposus 수핵탈출 

CVP Central Venous Pressure 중심정맥압 HZ herpes Zoster 상포진



약어  원어 뜻 약어  원어 뜻 

I P

IAT Intra Arterial Thrombolysis 동맥내 혈전 용해술 PEG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뇌내출혈
P.H

(PHx)
Past History 과거력

ICP Intracranial Pressure 두개내압 PLIF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후방 요추체내 융합

I&D Incision and Drainage 절개와 배농 PRN
if necessary, whenever 

necessary
필요시마다

IDDM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tus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발작성 상실성 빈맥

IICP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증가한 두개내압 PVC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심실 조기 수축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뇌실내 출혈 PVP Percutaneous VertebroPlasty 경피적 척추성형술

K Q

KUB Kidney, Ureter and Bladder 신장, 요관과 방광 QD Every Day 매일한번

L QID
Quarter In Die 

(four times daily)
하루에 네번

LBP Low Back Pain 하부요통 QOD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번

LC Liver Cirrhosis 간경변 R

LOC  Loss Of Consciousness 의식상실 RI Regular Insulin 규칙 인슐린

LV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좌심실 비 ROM Range Of Motion 운동범위

M D

MCA Middle Cerebral Artery 중 뇌동맥 SAH 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 출혈

MI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 SC Subcutaneous 피하의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SDH Subdural Hematoma 경막하 혈종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치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SDFC Subdural Fluid Collection 경막하 액체저류

Mitral Stenosis 승모판 협착증 SL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전신성 홍반성 낭창

N SLRT Straight Leg Raising Test 신전하지거상검사

NIHS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국립건강협회 뇌졸중도구 SPECT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r Tomography

단일의 광자방출 

단층촬영

NPO
nothing by mouth non 

per oral
경구투여금지 Sx Symptoms 증상

NS
Neurologic Sign 

Neuro Surgery 

신경학적 증상

신경외과

NSAID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
비스테로이드성 항감염약

O

OBS Organic Brain Syndrome 기질적 뇌증후군

ORI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OPLL
Ossification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후종인 골화



약어  원어 뜻 약어  원어 뜻 

T U

TCD Transcranial Doppler 경두개 초음파 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상기도 감염

TFCA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

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
UTI Urinary Tract Infection 요로감염

TFT Thyroid Function Test 갑상선 기능검사 V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일과성 허혈발작 VAS Visual Analogue Scale 시력 아날로그 척도

TID Ter In Die (three times a day) 하루세번 VBI
Vertebro Basilar Artery 

Insufficiency 
척추기저동맥부전  

TLIF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척추유합수술

V-P 

shunt
Ventriculo-Peritoneal Shunt 뇌실 복막 단락술

TMJ Temporo Mandibular Joint 측두하악관절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VT 

(V tach)
Ventricular Tachycardia 심실성 빈맥

TPI Trigger Point Injection 통증 유발점 주사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총비경구 영양

T-SAH
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