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ampule과 vial에 담긴 약물을 필요한 용량만큼 무균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2) 준비물품

    약품, 주사기, 주사바늘, 멸균 증류수, 생리식염수, 투약카드, 알코올솜, tray

 

  (1) 목적

   ① 신속한 약물 교화

   ② 조직에 자극이 심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

  (2) 준비물품

   투약카드, 약품, 주사기, 주사바늘(IV catheter), 주사용 증류수, 지혈 (tourniquet) 

  알코올솜, tray, 반창고나 Neodressing

 

  (3) 적응증

   ① 구강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② 근육주사로 투약하기에는 약물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

   ③ 근육주사 부위의 동통이 심한 경우나 조직괴사를 유발하는 경우



   ④ IV Bous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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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물명, 용량, 투여경로 등에 해 투약 카드와 

 처방을 확인한다.

·안전과 투약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b. 손을 씻는다.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며 미생물

 의 전파 가능성을 줄인다.

c. 투약할 약 카드를 처치 에서 꺼낸다.
·약물의 침전물 유무를 관찰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d. tray에 준비물품을 담아 환자에게 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e.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와 투약카드를 조한 후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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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약물을 주사기에 잰다.

h. 환자가 눕거나 앉은 편안한 자세에서 삽입 부위

 는 심장보다 낮은 부위로 한다.

·서있는 자세는 안정성이 없고 정맥주사시 현기

 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보다 낮아야 중력에

 의해 혈관이 울혈되어 천자하기 쉽다.

I. tourniquet을 주사할 부위로부터 15~20㎝ 

 위쪽을 묶는다.

·심장으로 혈류귀환을 막으면 정맥이 팽창되어

 정맥이 쉽게 보인다.

j. 적절한 주사부위를 선정한다.

k. 삽입하고자 하는 정맥을 선택한 다음 손소독제

 로 다시 손소독을 한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l. 알코올 솜으로 주사할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둥글게 닦는다.
·주사부위에 미생물 수를 감소시켜 감염을 예방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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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주사바늘은 사면이 위로 향하고 30°각도로 

 혈류 방향을 따라 삽입한다.
·사면이 위로 향하면 조직손상이 줄어든다.

n. 다른 손으로 주사바늘의 연결부 hub을 잡고 

 주사기 내관을 뒤로 약간 당겨 혈액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o. tourniquet을 제거한다.

p. 주사기 내관을 밀어서 1분에 걸쳐 천천히 약물

 을 주입한다.

·주사바늘이 정맥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이다.

q. 주사바늘을 제거한 후 주사부위를 압박한다.

r.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작열감, 부종 등 부작용을 관찰한다.

s. 사용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t. 전산투약기록에 약명, 용량, 투약시간, 투약 경로

 를 확인한 후 저장한다.



   ⑤ 말초혈관 수액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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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켜 미생물의 

 전파 가능성을 줄인다.

·처방을 확인하여 투약 약물, 주입용량, 유형 및 

 주입 속도 등을 확인 한 후 지정된 시간에 투약

 할 수액 바코드 라벨을 출력한다.

·안전과 투약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액 바코드 라벨과 수액병을 조하여 수액병을 

 꺼낸다.

·수액의 침전물 유무를 관찰한다. 수액의 만기일

 을 확인한다.

·투약 카드와 수액 바코드 라벨을 다시 확인한다.

·수액병에 수액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다. ·주의를 요하는 약제(KCI 등)는 수액 바코드 라벨

 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혼합할 약제는 약물의 투약 준비 절차에 따라서 

 준비한다.

·수액병의 마개를 떼고 알코올솜으로 고무마개 부

 분을 닦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둥글게 닦는다.

·필요시 처방에 의한 약제를 무균적으로 수액병에 

 넣는다.

·약물혼합시 혼탁함이나 화학적 반응을 관찰한다.

·수액과 정맥주입용 세트를 연결한다.

  *수액 주입구와 수액병을 연결할 때는 멸균상태

  를 유지하면서 수액세트의 조절기를 잠그고 연결

  한다.

·수액관이 꼬이거나 접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수액병을 거꾸로 높이 들고 수액세트의 drip 

 chamber의 1/2 정도를 수액으로 채운다.

·수액세트의 line에 공기가 없도록 수액으로 채운 

 후 조절기를 잠그고 수액세트 끝에 마개를 씌운다.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tray에 준비한 수액과 물품을 가지고 환자에게

  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와 투약카드를 조한 후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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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눕거나 앉은 편안한 자세에서 삽입 부위

 는 심장보다 낮은 부위로 한다.

·서있는 자세는 안정성이 없고 정맥주사시 현기증

 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보다 낮아야 중력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어 

 정맥을 쉽게 천자할 수 있다.

·침상 옆의 수액걸이에 수액병을 걸고 수액세트 

 끝을 환자의 주사할 부위 가까이에 놓는다.

·수액병의 높이는 침상에서 90㎝가 적당하다.

·tourniquet을 주사할 부위로부터 15~20㎝ 

 위쪽을 묶는다.

·심장으로 혈류귀환을 막으면 정맥이 팽창되어 정

 맥이 쉽게 보인다.

·적절한 주사부위를 선정한다.

·삽입하고자 하는 정맥을 선택한 다음 손소독제로 

 다시 손소독을 한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알코올솜으로 주사할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둥글

 게 닦는다.
·주사부위에 미생물 수를 감소시켜 감염을 예방

 하기 위함이다.

·엄지손가락으로 주사할 부위 1인치 아랫부분의 

 피부를 눌러서 팽팽히 당긴다.

·혈관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천자시 동통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사바늘은 사면이 위로 향하고 30° 각도로

 혈류 방향을 따라 삽입한다.

·사면이 위로 향하면 조직손상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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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의 역류가 확인되면 엄지와 검지로 IV 

 catheter를 집어넣으면서 stylet은 빼준다.

·혈관 내로 삽입되었으면 저항 없이 들어간다.

·tourniquet을 제거한다. ·tourniquet을 오래 감아두면 정맥울혈과 불편감

 을 초래한다.

·수액세트 끝의 마개를 제거한 후 IV catheter

 의 연결부와 연결한다.

·조절기는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하

 도록 한다.

·수액세트의 조절기를 풀어 수액의 주입을 확인

 한다.

·조절기는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

 록 한다.

·IV catheter 삽입부위(IV site)의 부종, 통증

 등 침윤증상이 있는지 주사부위의 조직을 관찰

 한다.

·바늘이 정맥에서 빠져 나올 경우 용액이 주변

 조직으로 침윤된다.

·반창고로 IV catheter를 고정한다. ·수액세트 line으로 고리를 만들어 line의 당김을 

 방지한다.

·필요시 지지 를 준다. ·소아나 무의식 환자는 해당 관절부위에 부목을 

 이용하여 주사부위를 고정한다.

·반창고나 투명필름드레싱 위에 바늘을 삽입한

 날짜와 시간, 바늘의 크기를 적고 수액세트에

 날짜를 기입한다.

·삽입된 바늘의 크기는 수액요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삽입날짜는 바늘이나 catheter의

 교환 시기를 예측하게 해주어 주사부위를 감염

 으로부터 보호한다.

·처방에 따라 수액 주입속도를 조절한다. ·주입속도가 빠르면 조직침윤과 정맥염의 발생

 위험이 있다.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사용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산투약기록에 약명, 용량, 투약시간, 투약 경로

 를 확인한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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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위의 절차에 따라 처방에 의한 수액을 준비한다. ·안전과 투약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와 투약카드를 조한 후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

 한다.

·환자에게 절차와 목적 등을 설명한다.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수액병을 수액걸이에 걸고 수액세트의 줄에 공기

 가 없는지 확인한다.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사부위 주위 반창고를 주의하여 제거한다. ·반창고를 제거하여 새 수액세트를 바늘 중심부에 

 연결하기 위함이다.

·주사바늘 line 연결부위 밑에 알코올솜을 받친다.

·기존 수액 세트 line의 조절기를 잠근다.

·한손으로 주사바늘의 중심부를 잡고 다른 손으로 

 비틀어 수액세트를 제거한다.

·교체할 수액세트의 line을 무균적으로 신속히

 연결한다.

·바늘을 안전하게 잡아 고정하여 부주의하게 바늘

 이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조절기를 풀어서 수액주입을 확인한다.

·주사바늘을 반창고나 네오드레싱으로 고정 후 

 바늘을 삽입한 날짜와 시간, 바늘의 크기를 적고 

 수액세트에 날짜를 기입한다.

·조절기는 환자 임의로 조절하지 않도록 한다.

·삽입된 바늘의 크기는 수액요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삽입날짜는 바늘이나 catheter의

 교환 시기를 예측하게 해주어 주사부위를 감염

 으로부터 보호한다.

·주입되는 속도를 조절한다.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사용물품을 정리한 후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산투약기록에 약명, 용량, 투약시간, 투약 경로

 를 확인한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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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위의 절차에 따라 처방에 의한 수액을 준비 한다. ·안전과 투약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수액병의 고무마개 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입구가 주변에 닿지 않도록 한다.

·수액병의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와 투약카드를 조한 후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

 한다.
·수액 세트의 조절기를 잠그고 기존의 수액병을

  제거한다.

·수액 세트의 chamber 윗부분을 무균적으로 유지 

 하면서 새로 준비한 수액병의 주입구에 꽂는다.

·조절기는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한다.

·수액병을 수액걸이에 건다.

·조절기를 풀어서 수액주입을 확인한다.

·주입되는 속도를 조절한다.

·사용물품을 정리한 후 손을 씻는다. ·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산투약기록에 약명, 용량, 투약시간, 투약 경로

 를 확인한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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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명, 용량, 투여경로 등에 한 투약카드와 

 처방을 확인한다.

· 상자의 안전과 정확한 투약을 하기 위함이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주사약 준비절차에 따라 약을 준비한다. ·안전과 투약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tray에 준비한 약과 물품을 가지고 환자에게 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와 투약카드를 조한 후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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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중인 수액세트의 rubber 부분(또는 투약

  주입구)을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주입할 부위 위쪽의 수액세트 line을 구부리거나 

 조절기를 잠근다.

·주사바늘이 수액세트 line을 천공하지 않도록

 rubber 부분에 삽입한다.

·주사기 내관을 뒤로 당겨 혈액이 나오는지 확인 

 한다.

·IV catheter가 정맥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천천히 약물을 주입한다.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rubber부분을 알코올솜

 으로 닦는다.

·조절기를 풀어서 주입속도를 조절한다.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사용물품을 정리한 후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산 투약확인기록에 약명, 투약시간, 용량, 투약 

 경로를 확인하고 저장한다.



   ⑥ 정맥주사 관리지침

    a. 일반적 사항

     · IV catheter 삽입 전이나, IV catheter를 만지기 전, 드레싱 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주사부위 선택 : 성인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보다는 상지에 삽입

      한다.

    · IV catheter 삽입 부위(IV site)는 알코올솜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 IV catheter는 삽입부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 주사부위가 잘 보이는 곳에 삽입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 IV catheter 삽입부위는 멸균 드레싱을 해주고 72시간마다 교환한다.

    · 말초혈관에 주사한 경우 IV catheter를 72시간 마다 교환한다.

    · 정맥주사에 연결된 세트는 96시간마다 교환하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TPN을 주

      사할 경우는 24시간마다 교환한다.

    · 혈액이나 혈액제재, 지질제재는 IV 세트를 매번 교환한다.

    · 지질제재는 12시간 이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 모든 수액은 사용시 시작되면 24시간 이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 수액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생리식염수로 압력을 넣어 뚫거나 응고된 혈액을 

      빼내는 등의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응급실에서 삽입된 IV catheter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 제거하고 다른 부위에 확보

      되어야 한다.

    · 최소한 duty별로 최소 1회 주사부위를 관찰하여야 하며, 간호기록지에 부위, 증상, 

      부종, 정맥염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정맥주사 혈관 선택

    · 길고 곧고, 쉽게 만져지며 쉽게 보이는 혈관을 선택한다.

    · 촉지시 부드러우면 충만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선택한다.

    · 돌출된 혈관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혈관은 경화되었거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손에 있는 혈관은 고장성 용액이나 약물을 주입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 혈관 자극이

      심한 약물은 전완에 있는 커다랗고 굵은 혈관을 선택한다.

    · 팔에 있는 혈관이 부분의 약물과 수액을 주입하기에 적절하다.

    · 상완의 혈관에 삽입한 카테터가 우연히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부위에서 발생한 

      침윤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처음에는 가장 말단에서 적절한 혈관을 선택한다. 약물이나 수액이 혈관을 자극할 가

      능성이 높은 것이라면 주입하기에 가장 크고 적절한 혈관을 선택한다.

    · 이전에 카테터를 삽입했던 위치, 손상된 혈관, 멍든 부위, 최근에 합병증이 생긴 부위

      로부터 원위부에 정맥천자를 한다.

    · 삽입부위 교체는 가능하면 반 편 사지에 한다.



   ⑧ 정맥주사 관련 합병증 및 간호중재

    a. 정맥염

      정의 : 물리 화학적 감염에 의해 혈관에 염증이 생긴 것

      원인

      -. 삽입부위나 기구의 감염

      -. 부적절한 약물 희석

      -. 주입속도 오류

      -. 굴곡부위 삽입

      -. 혈관보다 큰 IV catheter 사용

      -. 미숙한 기술

      -. 경로 감염

      증상 : IV catheter가 삽입된 부위에서 혈관을 따라 발적, 통증, 압통, 삽입부위 

      열감과 함께 염증성 부종

      간호중재

      -. 즉시 IV catheter 제거

      -. 온찜질 적용 : blood flow를 증가시켜 백혈구가 정맥염 부위로 많이 모이게 하여  

        식균 작용에 의해 healing을 촉진시키며, local pain을 감소시킨다.

      -. 화학적 정맥염이 의심되는 경우 약물 변경

      -. 장기간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 중심정맥관 사용

      예방법

      -. 모든 과정에 무균술 적용

      -. 관절 부위 및 하지에 IV 금지 및 적절한 고정

      -. 적절한 약물 희석

      -. 필요시 필터 사용



    b. 침윤(Infiltration)

      정의 : 혈관경로 이외의 주위조직으로의 비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스며든 것

      원인

      -. 부적절한 IV catheter 위치, 고정 방법

      -. 행동의 과다

      -. 굴곡부위에 삽입

      증상

      -. IV catheter 삽입 부위(IV site)의 팽팽한 느낌

      -. 피부의 창백해짐과 차가움

      -. 침윤 발생 부위의 압통 또는 불편감

      -. 조직에 흡수된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침윤정도 결정

      간호중재

      -. 즉각적으로 IV catheter를 제거

      -. 주사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줌

      -. 온찜질 : isotonic solution이나 normal pH solution이 침윤된 경우 적용한다.

         열은 주변의 circulation을 증가시켜 침윤된 약물의 흡수를 돕는다.

      -. 냉찜질 : hypertonic solution이나 산성약물이 침윤된 경우 적용한다. 온찜질은

         necrosis의 가능성을 촉진시킨다.

      예방법

      -. 정맥크기에 적절한 IV catheter사용

      -. 관절 부위 정맥주사 금지

      -. 과다행동 환자는 지지  적용

      침윤의 특징 및 구별방법

      -. 부분 주입속도에 변화가 없다

      -. 주사 삽입부위 위쪽을 tourniquet으로 묶어 계속 주입되면 침윤이 발생한 것이다.

    c. 일혈(Extravasation)

      정의 : 혈관경로 이외의 주위 조직으로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스며든 것

      원인

      -. 부적절한 IV catheter 위치, 고정 방법

      -. 혈관보다 큰 IV catheter사용

      발포성 약제 : antineoplastic agents, Dopamine hydrochloride, norepinephrine,

       potassium chloride, amphotericin B, calcium 제제, sodium bicarbonate



      증상

      -. IV catheter 삽입 위 또는 아래 부위의 팽팽한 느낌

      -. 부종 증가는 주입속도, 환자 조직의 탄력정도, extravasation 위치, IV catheter가 

        통과한 혈관의 면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피부창백과 냉감 

      -. 압통과 불편감은 조직 내 수액 양에 따라 다름

      -. 수액의 주입 속도 감소됨

      -. 심한 일혈은 조직손상, 괴사

      간호중재

      -. 즉각적으로 주입 중단

      -. 의사에게 알림

      -. 즉각적으로 extravasation 프로토콜 시행 : residual medication과 blood가 흡인

      될때까지 IV catheter를 남겨둔다. 만약 규명된 antidote가 있다면 조직에 주입한다.

      -. 온찜질 : bood flow를 증가시켜 extravasation이 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시키며, 

      남아 있는 vesicant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하조직 내로의 antidote의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 isotonic solution이나 normal pH solution이 일혈의 원인인 경우 적용한다. 

      1회 30~40분, 6회/일, 24~48시간 동안 시행한다.

      * 온찜질을 적용해야 할 chemo drug : Vinca alkaloids(vinblastin, Vincristine, 

        Vinorelbine), Bleomycine(Blenoxane), Dacabazine(DTIC), Etoposide(VP-16),

        Cyclophosphamide(cytoxan), Paclitaxel(Taxol), Plicamycin(Mithracin)

      -. 냉찜질 :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extravasation이 된 약물의 흡수와 vesicant의 

      cytotoxicity local pain을 감소시킨다. hypertonic solution이나 산성 약물이 일혈

      의 원인인 경우에 적용한다. 1회 20~30분, 4회/일, 24~48시간 동안 시행한다.

      * 냉찜질 적용해야 할 chemo drug : Vinca alkalosis를 제외한 모든 vesicant, 

         Camustine, Carboplaine, Cisplatine, Dactinomycin, Daunorubicin, Doxorubicin

         Fludarabine, Streptozocine

      -. 규칙적으로 사지를 관찰 : pain, erythema, induration, necrosis

      -. 반 쪽 사지에 새로운 정맥주사 확보

      -. 환자에게 extravasation 발생 후 몇 주간 그 부위를 관찰하도록 교육 한다.

      예방법

      -. 정맥크기에 알맞은 굵기의 IV catheter 사용

      -. 적절한 고정

      -. 약물에 한 지식 습득

    d. 멍(Ecchymosis) 및 혈종(Hematoma)

      정의 : 혈액이 혈관에서 주위조직으로 스며 나온 것

      원인



      -. 미숙한 기술

      -. 약한 혈관에 삽입

      -. 약한 피부에 지혈  적용

      -. 한 혈관에 여러 번 시도

      -. 잘 보이지 않고 잘 안 만져지는 혈관에 시도

      -. 스테로이드나 항응고제 사용

      증상

      -. 혈액이 침윤된 부위의 피부색 변화

      -. 혈종에 의한 부종

      -. 혈관과 표피 사이의 피하조직의 양에 따라 즉시 혹은 천천히 발생

      간호중재

      -. 멍 : IV catheter를 제거하고 가벼운 압력 드레싱을 적용한다. 보통 1~2주 내에 

         사라진다.

      -. 혈종 : 즉각적으로 IV catheter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직접 압력을 가한다. IV 

        catheter를 제거한 부위에 출혈이 멈출 때까지 혈종이 발생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린다. 혈종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부위에 냉찜질을 적용하기도 한다.

        혈종 부위 및 그 사지의 circulatory, neurological, motor 기능을 주기적으로 사정

        한다.

      예방법

      -. 하지혈관 및 관절부위 사용금지

      -. 지시 로 약물희석

      -. 가늘고 짧은 IV catheter 사용

      -. in-and-out movement 삼가

    e. 패혈증

      정의 : 병리적인 상태 또는 발열반응으로 보통 병원성 박테리아가 혈류 내에 침범

      했을 때 전신적 발병을 동반한다.

      증상

      -. 첫 번째로 보고 되는 증상은 오한, 발열, 전신쇠약, 두통

      -. 맥박 증가와 체온상승에 따른 쇠약감

      -. 상기된 얼굴, 요통, 오심, 구토 그리고 저혈압도 발생 가능함

      -. 상태가 감지되지 않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청색증, 호흡증가, 과호흡으로 증후가 더

         심각해짐

      -. 혈관허탈, 쇼크, 사망

      원인

      -. 수액용기 : 오염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자랄 수 있음

      -. 주입액의 성분 : 5DW, 혈액재제, TPN, 고장성 수액, 24시간 이상 사용된 수액 용기

      -. 오염된 기구

      -. IV catheter의 구조 및 재질



      -. 다른 감염부위로부터의 혈행성 감염

      -. 시술자의 경험, 지식, 기술

      -. IV catheter 삽입 부위

      -. 다른 감염 부위로부터의 혈행성 감염

      -. 주입 system의 잦은 조작

      -. 지연된 정맥 유지 시간

      -. pressure monitoring 기구

      간호중재

      -. 가능한 원인들을 구별하여 조기 증상 사정과 평가가 필요

      -. 활력징후를 모니터하고, sepsis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림

      -. IV catheter를 제거하고 균배양 검사 시행

      -. 중심정맥관 삽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 mechanical complications의 위험성이 높

      은 환자, candida나 다른 fungal 감염이 존재하는 경우 IV catheter 제거에서 예외

      -. 원인균을 알기위한 혈액배양 검사 실시

      -. 처방된 항생제 치료

    f.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정의 

      용해되지 않은 물질 덩어리가 우측 심장의 정맥 순환계로 이동해 폐혈관을 막아 발생

      증상

      -. embolus가 폐동맥을 막았다면 심장장애

      -. 다수의 emboli가 폐순환 안에 통과된다면 우측 심장 기능 부전을 동반한 pulmonary

         hypertension

      -. 호흡곤란

      -. 흉막성 통증 또는 불편감

      -. 불안과 초조

      -. 기침과 설명할 수 없는 객혈

      -. 발한

      -. 빈맥, 빈호흡

      -. 청색증

      -. 낮은 온도의 발열 가능

      -. 폐청진시 흉막 마찰음 청진 가능

      간호중재

      -.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semi-Fowler's position을 취함

      -. 활력징후 모니터 함

      -. 의사에게 알리고 처방된 다음 사항을 시행

       * 혈액 가스 내에 유지되는 산소 수준 check

       * 헤파린 치료를 위한 기초 검사로 CBC, PTT 실시



       * 보통 헤파린 bolus 주입 시행 후 헤파린 주입

       * 폐색전증 규명하기 위한 방사선 lung scan 시행

    g. 공기 색전증(Air embolism)

      원인 : IV catheter을 통해 혈관으로 공기가 들어갔을 때 발생

      증상

      -. 흉통

      -. 호흡이 짧아짐

      -. 공기 색전증 위치에 따라 어깨 및 허리 통증

      -. 청색증

      -. 저혈압

      -. 약하고 빠른 맥박

      -. 심장 위 청진시 지속적인 교란음

      -. 기절할 것 같은 느낌 또는 의식상실

      -.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심정지를 동반한 쇼크

      간호중재

      -. 새거나 열려진 주입 system을 즉각적으로 교체

      -. 즉각적으로 환자 머리를 심장보다 낮춰 왼편으로 눕힘

      -. 활력징후를 사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함

      -. 의사에게 알림 : 처방된 산소 투여

      예방법

      -.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하기 전에 정맥주입관에 있는 모든 공기를 제거한다.

      -. 수액이 다 들어가기 전에 용기를 교환한다.

      -. 모든 연결부위에 새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금기가 아니라면 필터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