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외상이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초래되는 것이다.

  ✓ 폐쇄성 두부손상 : 뇌진탕, 뇌좌상, 뇌열상

  ✓ 두개내 출혈 : 경막상, 경막하, 뇌실질내 혈종

  ✓ 두개골 골절 : 개방성, 폐쇄성

  (1) 원인

   ① 낙상, 자동차 사고, 둔한 물체에 의한 충격

   ② 총상, 자상

  (2) 병태생리

   ① 원인에 관계없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두개내압의 상승이다.

   ② 두개내압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기전

    ✓  CSF의 흡수증가

    ✓ CSF의 생산 저하

    ✓ 척수 지주막하강으로의 혈액측로술을 만드는것

   ③ 이러한 보상기전이 실패한 경우

    ✓ 부적절한 관류를 동반한 뇌혈류 저하

    ✓ PCO₂상승과 PO₂감소로 저산소증 초래

    ✓ 혈관확장과 뇌부종

    ✓ 계속적인 ICP의 상승

   ④ 두개외상의 치료는 ICP상승과 뇌부종의 제반원인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종류 · 부위 · 손상정도에 따라 다르나, 흔한 증상은 수분내지 수시간의 의식손상이다.

   ② ICP 상승의 증상과 징후

    ✓ 의식수준의 변화(가장 초기증상)

    ✓ 동공변화(고정, 확 , 느린반응, 비 칭성)

    ✓ 수축기압의 상승, 이완기압은 정상이거나 떨어짐

    ✓ 서맥, 맥압의 증가

    ✓ 호흡완서, 불규칙한 호흡

    ✓ 고체온증(후기증상)

    ✓ 두통

    ✓ 구토

    ✓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

       (복시와 광선과민증 등의 시각변화, 근쇠약이나 마비, 통증자극에 한 반응감소, 양성

        Babinski 반사, 피질박리자세, 제뇌자세)

    ✓ 뇌실, 지주막하강, 경막상에 도관을 설치하여 ICP 증가(15㎜Hg)를 감시한다.

 



  (4) 간호진단

   ① 기도개방 유지 불능

   ② 고체온

   ③ 감염위험성

   ④ 피부손상 위험성

   ⑤ 사고과정 장애

   ⑥ 조직관류 변화 : 뇌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활력징후, 의식수준, 안구운동 신경기능, 운동신경과 감각상태를 포함한 신경학적 

    상태를 감시한다.

   ② 뇌조직관류의 유지를 위해

    ✓ 뇌부종을 감소하기 위해 삼투성 이뇨제, 염증완화를 위한 Corticosteroids

    ✓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위한 진정제를 투여

    ✓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시 의식저하와 호흡기 억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제공

    ✓ 유해자극 제거

    ✓ 머리를 30° 상승

    ✓ 과환기를 시킨 후 흡인

   ③ 필요시 흡인(suction)을 하고, 적절한 체위를 취해주어 기도개방을 유지한다.

   ④ 고체온증시 최소한의 이불과 의복을 제공하고, 저온담요를 사용하여 급격한 체온 하강

    을 방지한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수분섭취를 장려한다.

   ⑤ 상처간호와 ICP 기구삽입시 무균법을 사용해 감염을 예방한다.

   ⑥ 피부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젖은 의복과 린넨은 바로 

    교환하며, 체위변경시 환자를 밀지 않고 들어서 옮긴다.

   ⑦ 오랜 부동으로 인한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 수동적 관절범위 운동(ROM)을 실시한다.

   ⑧ 환자의 지남력 유지를 위해 외부자극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며, 지시사

    항을 단순화하고, 익숙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정상범위내의 뇌내압을 유지한다.

   ② 폐감염이나 폐침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체온이 정상범위내에 있다.

   ④ 피부손상이 없이 깨끗하다.

  두개종양은 국속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두 개내 신생물이다.

 ❑ 원발성 종양(뇌조직으로부터 발생)

  · 신경교종(성상세포종, 신경교아종, 상의세포종, 교아세포종, 희돌기세포종) : 50%

  · 수막종(meningioma) : 13∼18%



  · 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s)

  · 신경초종(neurinoma) : 8%

  (1) 원인

   원인은 확실치 않으며, 1세 전, 2∼12세 사이, 40∼60세 사이에 빈도가 가장 높다.

  (2) 병태생리

   ① 뇌의 결합조직에 있는 신경교세포로부터 발달된 신경교종은 빠르게 성장하고 침윤성

    이며,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② 수막종은 뇌의 경막에서 발달하며, 비교적 천천히 성장하고, 개 양성이다.

   ③ 뇌하수체 조직에서 발달한 뇌하수체 선종은 내분비기능과 시각장애를 초래한다.

   ④ 신경초종은 뇌신경, 가장 흔하게는 청신경(CN8)으로부터 발생한다.

   ⑤ 전이성 종양은 다른 부위에서부터 뇌로 전이된 것으로 폐, 유방, 결장에서 전이 된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종양의 종류 · 부위 ·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두통 · 구토 · 유두부종 · 감각 

     변화 등의 ICP상승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

    ✓ 운동이상(쇠약, 마비, 발작)과 감각이상(시각, 냄새, 청각, 촉각 등의 장애)을 포함한 

     국소신경적 증상을 나타낸다.

   ② 진단검사

    ✓ CT나 MRI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혈관촬영술, 뇌실촬영술, 방사선핵

     촬영술 등을 통해 유용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신체상 장애

   ③ 무력감

   ④ 신체손상 위험성

   ⑤ 감각지각 변화 : 시각, 청각, 촉각

   ⑥ 피부손상 위험성

   ⑦ 사고과정 장애

   ⑧ 조직관류 변화 : 뇌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개두술(craniotomy)에 해 환자를 준비시킨다.

   ② ICP 상승과 신경학적 장애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③ 환자와 가족에게 검사, 치료, 시술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각막의 반사가 감소된 경우 눈간호를 제공한다.

   ⑤ 환자가 혼돈된(comfused) 경우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환자곁에 있게 하고, 억제  

    사용여부에 해서는 사려깊게 판단한다.



   ⑥ 부전마비(paresis)나 마비(paralysis)가 있는 경우 운동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⑦ 감각과 지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⑧ 필요시 환자의 외모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발)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⑨ 근육이완법, 호흡법, 명상법 등의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한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 한다.

   ⑩ 느낌과 관심사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⑪ 환자와 가족에게 가정간호 방법에 해 교육한다.

   ⑫ 적절한 지역사회자원과 지지그룹에 해 알려준다.

  (6) 평가

   ① 환자는 뇌내압이 정상치 범위내에 있다.

   ②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다.

   ③ 상해가 없으며, 피부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④ 환자 및 가족은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⑤ 환자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가 관리를 한다.

  뇌의 혈액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 CVA, Stroke)

  ❑ 일시적 국소빈혈상태(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 뇌동맥류 (Cerebral aneurysm)

  (1) 원인

   ① 뇌졸중의 원인은 혈전증(가장 흔함), 색전증, 혈관파열, 혈관경련 등이다. 중뇌동맥에 

    가장 빈번하게 침범한다.

   ② 두개내 또는 두개외동맥의 폐색으로부터 초래되는 TIA는 죽상경화증과 함께 나타나

    며, TIA의 가장 흔한 부위는 총경동맥의 분기점이다.

   ③ 뇌동맥류는 선천성 결손이나, 고혈압이나 죽상경화증과 같은 퇴행성 과정으로 인해 

    혈관벽이 쇠약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종류의 소낭상맥류(berry aneurysm)이

    고, 가장 흔한 부위는 Willis circle의 앞부분이고 개 혈관접합부에 생긴다.

  (2) 병태생리

   ① CVA시에는 뇌내 혈액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므로 뇌 무산소증, 뇌 신진 사 부전이 생

    긴다. 따라서 뇌조직 손상과 다양한 강도의 국소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② TIA시에는 혈액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일시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나고,

    12∼24시간내에 완전히 정상을 회복한다.

   ③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쉬운 것으로서, 혈액이 지주막하강내로 유입되므로 뇌내압 상승  

    과 뇌조직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3) 사정

   ① CVA의 임상증상

    침범된 동맥, 손상된 정도, 측부순환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다.



    ✓ 편마비와 감각장애

    ✓ 실어증(말하고, 듣고, 쓰고, 이해하는 것의 손상)

    ✓ 동측반맹(homonymous hemianopia)

    ✓ 마비된 부위의 일측성 지각장애

    ✓ 방광손상

    ✓ 호흡기 손상

    ✓ 정신활동 손상

   ② TIA의 임상증상

    ✓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현기증

    ✓ 지각이상(paresthesia)

    ✓ 언어장애

   ③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임상증상

    ✓ 무증상

    ✓ 두통, 흐릿한 시각 등의 비특이적 증상

   ④ 동맥류 파열의 임상증상

    ✓ ICP 상승의 증상과 징후

    ✓ 심한 두통

    ✓ 목의 경직과 목 운동시 통증

    ✓ 광선과민증과 시각이상(blurred vision)

    ✓ 안절부절 못함

    ✓ 약간의 체온상승

  (4) 간호진단

   ① 언어소통 장애

   ② 피로

   ③ 운동 장애

   ④ 통증

   ⑤ 역할수행 장애

   ⑥ 자가간호 결핍 : 먹기, 옷입기, 머리빗기, 목욕하기

   ⑦ 피부손상 위험성

   ⑧ 사회적 고립

   ⑨ 편측성 지각장애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글자판, 몸짓, 그림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② 환자가 방해받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③ 균형잡힌 식이와 충분한 식사시간을 제공하고, 먹기 쉬운 음식들을 준비한다.

   ④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최 화한다.



   ⑤ 일상활동을 계획할 때 환자의 흥미를 고려한다.

   ⑥ 워커, 지팡이, 훨체어 등 보행보조 기구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⑦ 앞여밈이 있는 간단한 의복을 입힌다.

   ⑧ 가정에서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의논한다. 

      (휠체어 경사로, 샤워장 발판, 목욕탕 개조 등)

   ⑨ 환자의 개인위생(머리감기, 머리빗기, 화장하기, 면도) 수행을 돕는다.

   ⑩ 근육의 힘을 유지하고,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범위 운동을 수행하도록 도와주

    고 교육한다.

   ⑪ 마비된 부위를 만져주고, 수동적인 관절 범위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⑫ 침 에서의 환자 자세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굴곡시키고, 체위는 2시간마다 변경한다.

   ⑬ 마비된 쪽으로 누이는 것은 상자의 지각을 증가시킨다. 감각손상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⑭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편안한 체위를 취하고, 지주막하강 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외부자극을 줄이고,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럽게 목을 돌린다.

   ⑮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이런 약물은 의식수준 및 호흡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사정한다.

   ⑯ 뇌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삼투성 이뇨제, 염증완화를 위한 corticosteroids, 안정을 위

    한 진정제, 뇌혈액응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등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⑰ 필요시 TIA인 경우 경동맥내막 절제술(endarterectomy), 동맥류의 외과적 협자술(clipping)

    을 위한 개두술 준비를 한다.

   ⑱ 환자의 가족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퇴원 후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환자

    가 스스로 음식을 먹도록 격려하는 방법, 안전예방 등에 해 교육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증가되고 좌절감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사회적인 위치를 재정립한다.

   ③ 보조기구 사용법과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시범 보인다.

   ④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⑤ 적절한 개인위생과 옷차림을 유지한다.

   ⑥ 편측마비가 없으며, 신체 전체를 잘 인식한다.

   ⑦ 환자는 얼굴표정, 신체 움직임, 활력징후의 불편감이 없다.

  간질은 뇌의 과흥분성 신경원의 발작적이고 조절할 수 없는 과다자극 상태를 말하며, 그 

 자체로 질환이라기 보다는 제반병변을 알려주는 것이다.

 ❑ 발작의 종류

  · 강직성-간 성( 발작)

  · 부재성(소발작)

  · 복합형(측두엽 : 정신운동발작)

  · 국소발작(Jacksonian)



  (1) 원인

   간질의 50%가 원인병변이 확실치 않은 특발성이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출생시 외상, 두 

  개외상, 두개종양, 뇌막염, 뇌염, 뇌종양, 사성 장애(저혈당증, 페닐케톤뇨증) 뇌혈관장애 

  등이 있다.

  (2) 병태생리

   ① 발작은 뇌신경원의 과도하고 무질서한 자극상태이다.

   ② 발작은 뇌의 국소화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적(복합형, Jacksonian) 발작과 전신적

    (강직성-간 성, 소발작) 발작으로 분류된다.

  (3) 사정

   ① 강직성-간 성 발작(Tonic-clonic, grand mal)

   ❑ 국소발작이 없는 전신발작으로 약 2분 동안 지속된다.

    ✓ 막연한 불편감이 전구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는다.

    ✓ 긴장성 단계에서 근육수축, 무호흡이 있다.

    ✓ 간 성 단계에서는 사지에 율동적인 격렬한 움직임, 과다한 타액분비, 빠른 맥박을 

      보인다.

    ✓ 실금이 있을 수 있다.

    ✓ 간 성 단계 이후 약 5∼10분 동안 혼미 상태를 지속한다.

   ② 소발작(Abscence, petit mal)

    ✓ 국소발작이 없는 전신발작으로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에서 발생한다.

    ✓ 10∼30초 동안 한곳을 응시하며, 의식을 잃는다. 넘어지지는 않는다.

    ✓ 하루에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③ 복합형(complex)발작의 경우 환자는 행동변화(자동성 automatism, 이상감각, 망상)

     를 보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④ 국소(Jacksonian)발작은 신체의 일부분 (한쪽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한손의 비정상

     적인 움직임)에서 시작하고, 전신 강직성-간 성 발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신체손상 위험성

   ③ 지식부족

   ④ 사회적응 장애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발작 전, 발작 동안, 발작 후의 행동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② 발작이 일어난 신체부위를 기록한다.

   ③ 발작이 진행된 시간을 기록한다.

   ④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관련된 지시사항을 일러준다.

   ⑤ 환자와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발작의 전조증상



    ✓ 발작 동안에 필요한 간호, 즉 머리와 사지를 보호하고, 억제하지 않도록 한다.

    ✓ 발작 후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약물요법의 부작용과 독성증상을 알려준다.

    ✓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적절한 수면, 금주, 이완요법)

   ⑥ 환자를 과보호하지 않도록 한다.

   ⑦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자원 및 지지단체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평가

   ① 항경련제 약물요법을 하고 있는 상자의 혈중약물 농도가 치료범위내에 있다.

   ② 약물요법의 부작용이 없으며, 부작용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③ 환자는 상처나 골절이 없다.

   ④ 환자는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다.

   ⑤ 환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이 증진 된다.

  척수의 골절, 좌상, 압박으로 척수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1) 원인

   ① 자동차 사고, 수영, 낙상, 운동, 총상 등이 원인이다.

   ② 손상이 흔한 부위는 경추와 흉추-요추의 접합부위(T₁₂와 L₁)이다.

  (2) 병태생리

   ① 굴절, 신전, 회전, 압박, 또는 이들 기전이 복합되어 척수손상을 초래한다.

   ② 상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척수에 손상을 입는 경우와 척추골절이나 탈구시 부적당한 

    움직임으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와서 척수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③ 완전 척수손상인 경우, 척수 전체의 횡단면을 침범하며, 불완전 손상인 경우 부분적 

    횡단면을 침범하거나 다른 손상이 있다.

   ④ 손상의 정도는 경증의 일시적인 척수 타박상에서부터 중증의 영구적인 사지마비까지 

    다양하다.

   ⑤ 척수손상인 경우 손상부위 이하의 운동, 감각, 자율활동의 손상과 함께 척수쇼크가 

    발생하며, 이런 상태는 손상 후 수일에서 수개월 지속된다.

   ⑥ 치료방법은 다양하지만 개 재활을 필요로 한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즉각적인 증상으로서 통증, 지각이상, 감각상실, 부전마비에서 마비까지 다양한 운동

      기능의 변화, 의식상실이 있다.

    ✓ 척수손상의 부위에 따라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가 다르며, 부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손이 심해지기도 한다.

   ② 진단검사

    ✓ 척수 방사선 촬영술을 통해 손상된 위치를 확인한다.



  (4) 간호진단

   ① 신체상 장애

   ② 변실금

   ③ 비효율적 응

   ④ 반사장애

   ⑤ 비효율적 가정관리

   ⑥ 감염 위험성

   ⑦ 신체손상 위험성

   ⑧ 운동장애

   ⑨ 성문제 호소

   ⑩ 피부손상 위험성

   ⑪ 역할수행 장애

   ⑫ 신경인성 요실금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응급시에는 머리와 목을 부동시킨 채 의료인과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움직

    이지 않는다.

   ② Glasgow 혼수척도를 사용해 근력, 움직임과 감각의 정도, 사지의 열감을 평가하여 

    신경학적 상태를 검사한다.

   ③ 처방에 따라 골격견인을 적용하고, Stryker frame 침 에 누인다.

   ④ 골절이나 탈구시 척주를 안정화하기 위한 수술에 해 준비한다.

   ⑤ 관절의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비된 사지에 수동적인 관절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⑥ 상지의 힘과 운동성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 능동적인 관절범위 운동을 실시하게 한다.

   ⑦ 적당한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⑧ 운동과 가정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의논한다.

   ⑨ 환자와 가족에게 임박한 반사장애의 증상과 징후에 해 설명한다.

   ⑩ 규칙적으로 배변할 수 있게 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 식후 15∼20분 후에 배변을 유도

    ✓ 배변 전에 따뜻한 물을 제공

    ✓ 배변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함

    ✓ 가능하다면 좌위로 배변을 시도

   ⑪ 요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방광간호를 한다.

    ✓ 잦은 배뇨시간 계획

    ✓ 적당한 수분섭취를 장려하되 취침 전에는 피함

    ✓ Anticholinergic약물을 투여

    ✓ 간헐적 도뇨 실시

   ⑫ 혈압을 저하시키기 위해 항고혈압 약물을 투여한다.

   ⑬ 환자와 가족의 응전략을 평가하고, 필요시 새로운 전략을 교육한다.

   ⑭ 성적 만족을 위해 체적인 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⑮ 환자와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자가간호와 기동성을 유지하여 잔여능력을 최 한 사용한다.

   ②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③ 정신적 사회적 손상에 해서도 긍정적으로 적응한다.

   ④ 미래에 해 현실적인 기 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 및 직면한 생활에 관한 느

    낌을 표현한다.

   ⑤ 가족은 환자의 기능이 최적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⑥ 환자의 소변감염이나 변비없이 적절한 방광 및 장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⑦ 환자는 성적으로 만족하다고 표현한다.

  척수나 척수신경근의 신생물을 말하며, 종양의 종류는 두개내 종양과 같다.

  (1) 원인

   원인은 확실치 않으며, 빈도는 1:4의 비율로 두개내 종양에 비해 드물다.

  (2) 병태생리

   ① 종양은 척수나 척수근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으나, 가장 흔한 부위는 흉추부

     이다.

   ② 원발성 척수종양에는 수내 종양(척수내 발생), 수외 종양(척수밖에서 발생), 경막내 

    종양(지주막하강 안에 발생), 경막외 종양(경막 밖에서 발생)이 있다.

   ③ 종양의 형태, 부위, 성장에 따라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④ 종양은 척주를 침범하기도 하며, 뼈 침식으로 인해 척추가 허탈되어 척수신경과 척수

    를 압박한다.

   ⑤ 수술 및 그 외 여러 치료방법이 있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통증

    ✓ 운동 기능부진(근쇠약과 경련, 근력저하, 반사이상 항진, Babinski 양성반응)

    ✓ 감각결손(통각, 열감 및 촉각 소실, 지각이상)

    ✓ 요정체와 변비

    ✓ 척수종양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은 척수 손상 때와 비슷하다.

   ② 진단검사

    ✓ CT, MRI, 척수촬영술, 척수 방사선촬영으로 종양의 위치와 침범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변실금

   ③ 변비



   ④ 운동 장애

   ⑤ 통증

   ⑥ 성기능 장애

   ⑦ 피부손상 위험성

   ⑧ 배뇨 장애

   ⑨ 소변정체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수술에 해 준비한다.

   ② 방사선 요법에 해 준비한다.

   ③ 진통제, 적절한 체위, 이완요법, TENS를 이용해 통증을 조절한다.

   ④ 임상증상(요실금이나 요정체, 변실금이나 변비, 운동장애)에 따른 간호를 제공한다.

   ⑤ 환자와 가족을 안심시키고 지지하여 진단과 불확실한 예후에 처할 수 있게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통증이 조절된다고 보고한다.

   ② 자가간호와 기동성을 유지하여 잔여능력을 최 한 사용한다.

   ③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④ 가족은 환자의 기능이 최적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⑤ 환자는 성적으로 만족한다고 표현한다.

   ⑥ 환자는 장과 방광문제가 없다.

  척수신경근 위에 있는 추간판의 수핵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과 신경근육 결손을 초래하는 

 장애를 말한다.

  (1) 원인

   원인으로는 퇴행성 질환, 외상, 선천성 요인이 있으며, 요통을 호소하고, 45세 이하의 남

  성에게 흔하다.

  (2) 병태생리

   ① 섬유륜(annulus pulposus)이 파열되면 수핵의 일부가 돌출되어 척수신경근을 압박한다.

   ② 탈출증은 요추부위에서 가장 흔하다.

   ③ 임상증상은 탈출부위,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며, 요추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좌골 신경

    을 압박해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만성이 되는 경우 운동과 감각에 변화를 가져

    온다.

   ④ 견인, 침상안정, 수술을 이용해 치료한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요추 탈출증시 서혜부와 다리로 방사되는 요통-기침, 재채기, 과로나 긴장시 더욱 



     심해진다.

    ✓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손상(근쇠약, 하지의 심부건 반사 감소)이 있다.

    ✓ 하지 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ing test)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

   ② 진단검사

    ✓ CT, MRI, 척수조영술로 탈출된 부위를 알 수 있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운동장애

   ③ 통증

  (5) 계획과 수행

   ① 요통의 부위, 특징, 진행정도를 사정한다.

   ②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상태를 감시한다.

   ③ 침상안정을 격려하고, 침상머리를 30° 상승시키며 무릎을 약간 굴곡시킨 체위를 취한다.

   ④ 급성기가 지나면 적당한 운동을 교육하고, 더운 찜질을 제공한다.

   ⑤ 탈출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추간판절제술를 실시하는 경우 수술 전 간호를 제공한다.

   ⑥ 수술 후 간호

    ✓ 사지의 힘, 감각, 운동정도 사정

    ✓ 단단한 침요를 깔아서 신체 정렬을 유지하고, 돌려 누일 때는 통나무처럼 한번에 

      움직이도록 한다. (log-rolling)

    ✓ 안전하게 걷기 위해 맞는 신발을 제공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역학을 교육

    ✓ 미끄러짐에 주의하고, 허리를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얼굴표정이 밝고, 신체 움직임이 편안하여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환자는 정상적인 보행으로 걷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