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출 관장(Cleansing enema)

 ① 1/2 Glycerin enema

  a. 목적

   ·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배변 도움

   · 수술 후 장내 가스배출 도모

  b. 준비물품 : 글리세린(75㏄), 미온수

   (37.7~43.3℃), kidey basin, enema 

   syringe, 수용성 윤활제, 일회용 장갑

   휴지, 방수포, 스크린, 이동식 변기, 

   반시트, tray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동량의 미온수와 글리세린을 1:1의 비율로 섞는

  다.(2㏄/㎏)

·적절한 온도는 연동운동을 자극하며, 환자를 편안

  하게 한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커튼 혹은 스크린을 친다. ·privacy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방수포와 반시트를 둔부 밑에 깔고 시트를 덮어

  준다.

·학령기 및 성인은 좌측위를 취한 후 오른쪽 다리

  를 90°로 굴절시키고, 학령기 이전 아동은 와위

  를 취해준다.

·좌측위를 취하면 S상결장이 직장보다 낮아져 

  S상결장과 하행결장으로 중력에 의한 용액 주입

  이 용이하다. 오른쪽 다리를 굴절시키면 항문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enema syringe 끝에 윤활

  제를 바른다.

·항문점막에 손상 없이 주입할 수 있도록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서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둔부를 노출시킨다.

·환자에게 입을 벌려 “아~”하는 소리로 숨을 

  내쉬게 하면서 enema syringe를 배꼽을 향하

  여 항문으로 삽입한다.

·심호흡은 괄약근을 이완시키며 배꼽을 향하여 

  삽입하면 직장 길이에 따라 enema syringe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관장액을 서서히 주입하면서 환자를 관찰한다. ·용액의 주입속도가 빠르면 주입하고자 하는 용액

  이 모두 주입되기 전에 결장의 수축을 유발하여, 

  통증을 일으키고 장내 관장액 보유를 힘들게 한다.

·휴지로 항문을 막으면서 enema syringe를 서서

  히 뺀다.

·휴지로 환자의 항문을 눌러주어 항문의 괄약근 

  조절을 유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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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정도 참도록 환자에게 설명하면서 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침상을 정리한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enema syringe는 분리수거하고 kidney basin은 

   물로 깨끗이 닦은 후 200배 희석한 바이폰 용액

   에 30분간 담근 후 건조시킨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배설물 양상을 관찰한다.

·관장내용(배설물의 상태, 양, 색깔, 환자반응)을

  기록한다.

   ② 비눗물 관장(Soap solution Enema, S-S enema)

   a. 목적

    · 직장 내로 용액을 주입시켜 장을 팽창

    시키거나 장 점막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유도

    · 수술이나 분만, 혹은 검사시 장준비

   b. 준비물품 : 관장용 soap solution(관장

   용 soap solution 원액 2㏄에 37.7~43.3℃의 

   미온수 600㏄ 희석 사용), tray, 거즈,

   enema can, 연결관, 일회용 장갑, 휴지, 

   수용성 윤활제, 방수포, 반시트, enema 

   stick, 스크린, 이동식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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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체온보다 약간 높게 하는것이 장의 연동운동을 

  최 한으로 자극할 수 있고 안전하다.

  *관장액의 온도 : 성인43.3℃이하 소아37.7℃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커튼 혹은 스크린을 친다. ·privacy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방수포와 반시트를 둔부 밑에 깔고 시트를 덮어준다.

·학령기 아동 및 성인은 좌측위를 취하게 한 후 

  오른쪽 다리를 90°로 굴절시키고 학령기전 

  아동은 와위를 취해준다.

·촤측위를 취하면 S상결장이 직장보다 낮아져 S상

  결장과 하행결장으로 중력에 의한 용액 주입이 

  용이하다. 오른쪽 다리를 굴절시키면 항문을 충

  분히 노출시킬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enema stick에 관장액을 

  통과시킨 후 조절기로 잠근다.

·장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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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ma stick 끝에 성인은 5㎝, 소아는 2~5㎝

  정도 윤활제를 바른다.

·enema stick은 항문점막에 손상 없이 주입할 

  수 있도록 5~10㎝ 부위에 수용성 윤활제를 묻

  혀서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둔부를 노출시킨다.

·환자에게 입을 벌려 “아~”하는 소리로 숨을 

  내쉬게 하면서 enema stick을 항문 속으로 

  배꼽을 향하여 삽입한다.

·심호흡은 괄약근을 이완시키며 배꼽을 향하여 

  넣는 것은 직장의 길이에 따라 stick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준다.

 ❒enema stick 삽입길이

   성인 : 7.5~10㎝.  소아 : 5~7.5㎝

   영아 : 2.5~3.7㎝

·enema can을 직장보다 높이 든다. 성인은

  30~40㎝, 영아는 7.5㎝ 정도 높이로 든다.

·enema can이 항문 높이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직장에 큰 압력으로 용액이 주입된다.

·조절기를 열어 관장액을 10~15분 정도로 서서

  히 주입하면서 환자를 관찰한다.

·용액의 주입속도가 빠르면 주입하고자 하는 용액

  이 모두 주입되기 전에 결장을 수축시켜 통증을 

  일으키고 장내용액의 보유를 힘들게 한다.

 ❒관장액의 양

  영아 : 250㏄ 이하

  유아기~학령전기 : 250~500㏄

  학령기 : 300~500㏄

  청소년기 : 500~700㏄ 성인 : 750~1,000㏄

·관장액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조절기를 잠근다. ·결장으로 공기가 들어가 불편감이 초래 되는 것

  을 예방한다.

·휴지로 항문을 막으면서 enema stick을 서서히 

  뺀다.

·휴지로 환자의 항문을 눌러주어 항문의 괄약근 

  조절을 유지하게 한다.

·10분 정도 참도록 환자에게 설명하면서 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enema stick : 관장통 안에 들어가지 않게 

  분리하여 물로 깨끗이 닦은 후 0.1% zephanon 

  용액에 30분간 담근 후 E·O gas 소독한다.

  ❒enema can : 물로 깨끗이 닦은 후 200배 

  희석한 바이폰 용액에 30분간 담근 후 건조 시킨다.

 ·enema tube : 분리수거한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배설물 상태를 관찰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침상정리를 해준다.

·관장내용을 기록한다.

  (배설물의 상태, 양, 색깔, 환자 반응)



  (2) 정체관장(Retention enema)

 ① Hypertonic glucose enema

  a. 목적

   ·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장내 세균을 감소시킴

   · 장내 출혈물의 배설 도모

   · Liver cirrhosis 환자의 impending coma

    시 치료

  b. 준비물품 : 미온수 300㏄(37.7~43.3℃)

   tray, 거즈, 휴지, 일회용장갑, 방수포, enema 

   stick, enema can, enema tub, 수용성 

   윤활제, 반시트, 처방약(kanamycin 1.0g, 

   lactulose 60㏄, sugar 150gm), 이동식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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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용액의 주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처방 약을 

  충분히 용해 시켜 준비한다.

·체온보다 약간 높게 하는 것이 장의 연동운동을 

  최 한으로 자극할 수 있고 안전하다.

  ❒관장액의 온도 : 성인 43.3℃이하

                  소아 37.7℃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커튼 혹은 스크린을 친다. ·Privacy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방수포와 반시트를 둔부 밑에 깔고 시트를 덮어

  준다.

·학령기 및 성인은 좌측위를 취한 후 오른쪽 

  다리를 90°로 굴절시키고 학령기전기 아동은 

  와위를 취해준다.

·촤측위를 취하면 S상결장이 직장보다 낮아져 

  S상결장과 하행결장으로 중력에 의한 용액 

  주입이 용이하다. 오른쪽 다리를 굴절 시키면 

  항문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enema stick에 관장액을 

  통과시킨 후 조절기로 잠근다.

·장내에 공기가 들어가는것을 막는다.

·enema stick 끝에 성인은 5㎝, 소아는 2~5㎝

  정도 윤활제를 바른다.

·enema stick은 항문점막에 손상 없이 주입 할 

  수 있도록 5~10㎝ 부위에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서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둔부를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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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입을 벌려 “아~” 하는 소리로 숨을 

  내쉬게 하면서 enema stick을 항문 속으로 

  배꼽을 향하여 삽입한다.

·심호흡은 괄약근을 이완시키며 배꼽을 향하여 

  넣는 것은 직장의 길이에 따라 stick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enema stick 삽입길이

   성인 : 7.5~10㎝  소아 : 5~7.5㎝

   영아 : 2.5~3.7㎝

·관장통의 높이를 직장보다 성인은 30~40㎝, 

  영아는 7.5㎝ 정도 높이 든다.

·이 높이에서의 압력이 직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조절기를 열어 관장액을 10~15분 정도로 

  서서히 주입하면서 환자를 관찰한다.

·용액의 주입속도가 빠르면 원하는 용액이 모두 

  주입되기 전에 결장을 수축시켜 통증을 일으키

  고 장내 용액의 보유를 힘들게 한다.

·관장액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조절기를 잠근다. ·결장으로 공기가 들어가 불편감을 초래하는 것

  을 예방한다.

·휴지로 항문을 막으면서 enema stick을 서서

  히 뺀다.

·휴지로 환자의 항문을 눌러주는 것은 항문의 괄

 약근 조절을 유지하게 한다.

·30분 이상 참도록 환자에게 설명하면서 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관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enema stick : 관장통 안에 들어가지 않게 

  분리하여 물로 깨끗이 닦은 후 0.1% zephanon 

  용액에 30분간 담근 후 E·O gas 소독한다.

 ❒enema can : 물로 깨끗이 닦은 후 200배 

  희석한 용액에 바이폰 용액에 30분간 담근 후 

  건조시킨다.

 ❒enema tube : 분리수거 한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배설물 상태를 관찰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침상정리를 해준다.

·관장내용을 기록한다.

  (배설물의 상태, 양, 색깔, 환자반응)



  (3) Finger enema

   ① 목적

    a. fecal impaction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 감소

    b. 정상 배변 유도

   ② 준비물품 : tray, 멸균장갑, 휴지, 수용성 윤활제, 방수포, 반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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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커튼 혹은 스크린을 친다. ·Privacy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방수포와 반시트를 둔부 밑에 깔고 시트를 덮어

  준다.

·간호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측위나 Sim's 체위

  를 취하도록 한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S상 결장이 제일 위에 위치

  하므로 중력에 의하여 변의 제거를 도울 수 

  있다.

·둔부를 노출시킨다.

·멸균장갑을 끼고 검지에 윤활제를 바른다. ·직장 점막의 손상을 막는다.

·환자의 둔부를 노출시킨다.

·딱딱한 덩어리가 부서지도록 항문 안에서 손가락

  을 부드럽게 움직여 딱딱한 덩어리를 부수어 

  변을 제거한다.

·직장에 자극을 주는 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배설물 상태를 관찰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침상을 정리한다.

·관장내용을 기록한다.

  (배설물의 상태, 양, 색깔, 환자의 반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