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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의 신 질환은 증상이 다양하고 재발이 흔하며 치료에

대한 반응도 일정치 않아 장기적 경과를 밟을 수 있다 신 질.

환의 진단은 병력과 이학적 검사 및 임상검사소견을 종합하

여 할 수 있지만 병리적 조직소견이 임상소견과 다를 수 있,

고 반대로 임상증상이 판이하게 달라도 조직검사 결과가 동

일한 경우도 있어 치료 지침이나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므로

신생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evey, Lau & Pauker,

1987).

신생검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총 빈도는 약 로 보고10%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시술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출혈에

기인한다(deSouza, Reidy & Koffman, 1991).

또 다른 보고에 의한 신 생검 후의 합병증으로는 현미경적

및 육안적 혈뇨 신주위 혈종 동정맥류 간(5-6%), (20%), (6-8%),

손상 요추동맥 손상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심한 요통 및 복부, ,

불편감 신농양 신장파열 비장파열 패혈증과 부주의한 다른, , , ,

장기조직의 생검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Harrison et al., 1980;

Mailloux, Mossey, Mcvicar, Bluestone & Goldberg, 1987;

그 외 드물지만 위장관 천공 췌장의 가성 낭종Welt, 1968), , ,

생 검 부위의 감염 등 이 있을 수 있다, (Robert, Thomas &

Elizabeth, 1983).

신 생검 시술 후 합병증 중 가장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 및 관리 방법으로 침상 안정과

압박 드레싱 모래주머니 대주기 등을 시행하며 통증관리도, ,

하고 있으나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혹은 병원

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소아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프로토콜

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생검부위 아래에 베개나 모래주머니를 대주는 시간에

관하여는 학자들에 따라 분간송미순 김달숙 최스미20-30 ( , , ,

및 전명희 혹은 적어도 분간송경애 등 시간,1996) 30 ( , 1998), 6

조원용 및 김형규 가장 길게는 시간부록 을 말하( , 1999), 24 ( 1)

고 있다.

절대안정 시간에 관하여는 시간정도조원용 및 김형규12 ( ,

혹은 시간동안이화자 등 송미순 김달숙 최스1999) 24 ( 2001; , ,

미 및 전명희 부록 을 말하고 있으며 활력징후측정에, 1996; 1) ,

관하여는 생검후 처음 시간 동안 분마다 다음 시간 동안1 15 . 1

분 간격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시간 간격으로 관찰하는 방30 , 4

법이 등 과 분 간격으로 회 측정하고 그후는 시간( , 2001) 30 4 2

간격으로 회 측정하는 방법조원용 및 김형규 및 시5 ( , 1999) 24

간 동안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는 방법송미순( ,

김달숙 최스미 및 전명희 을 말하고 있다, , 1996 ) .

혈뇨관찰을 위하여는 배뇨 후 마다 소변의 양 시간 소변, ,

색을 확인하며 생검 후에 소변을 시간 모으도록 하고송미, 24 (

순 김달숙 최스미 및 전명희 환자가 소변을 볼 때마, , , 1996)

다 소변의 일부를 소변검사용기에 받아 놓아서 색깔을 확인

하며 매번 소변검사로 현미경적 혈뇨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

며 조직검사 후 시간이 지나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출혈24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복부초음파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

방법조원용 및 김형규 그리고 생검 시간동안 소변( , 199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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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으되 시간 간격으로 소변이 깨끗해질 때까지 모으며2 ,

혈뇨가 보이면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화자 등( ,

등이 있다 그밖에 서울시내 개 대학부속병원의 조사결2001) . 4

과 모든 병원에서 혈뇨검사를 시행하고 개 병원에서는 헤모1

글로빈과 헤마토크릿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그 밖의 관리,

내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었다부록( 1).

통증에 관한 관리에서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지를 확인

해야하며 통증이 심하다면 앰플 또는, buscopan 1 demerol 0.5

앰플을 근육주사 한다조원용 및 김형규( , 1999).

통증은 생검을 했기 때문에 마취가 풀린 후에 더 아프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싶은 아,

동에게 절대안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도자술 후 모래주머니의 적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래주머니를 적용한 군이 불편 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연구

결과한진경 를 볼 때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원하지( , 1999)

않는 모래주머니를 대주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로 신 생검을 받는 아동의 연령층은 세군이7-9

로 가장 많다주정혜 조병수 및 안창일30% ( , , 1985).

이와 같이 어린 아동은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 침상에서

절대안정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생검 시술 부위,

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대고 동일한 불편한 자세로 시12-24

간동안 앙와 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 규제일 뿐이므로 소아병실에서는 큰 문제점이

다.

특히 신생검 환아의 모래주머니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생검 환아들을 대상으로 신생

검후 모래주머니의 적용기간에 따른 활력징후의 변화와 통증

정도 출혈상태를 파악하고 모래주머니의 평균 적용기간을, ,

파악함으로서 모래주머니 적용의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생검 시술후 시간경과에 따른 대상자의 활력징후의 변∙

화양상을 파악한다.

신생검 시술후 모래주머니 적용기간에 따른 대상자의 통∙

증정도를 파악한다.

신생검후 모래주머니 적용기간에 따른 출혈여부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신장증 환아의 신생검후 시행하고 있는 모래주머니 적용과

활력징후 통증 및 합병증 정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서울시내2000 10 2001 5 K

의료원 소아과에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술 받은 환아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조건은70 ,

다음과 같다.

∙ 혈액검사 결과출혈시간 혈액응고시간 프로트롬빈 시간( , , )

출혈의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환아

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아5 .∙

보호자에 의해 본 연구에 동의를 받은 환아∙

연구 도구
활력상태측정 :•

혈압은 동명의료기 상사 제품 수은 혈압계로 측정하였으며,

맥박과 호흡은 분간 측정하였다1 .

통증척도 가 개발한 안면척도를 이용하여- Beyer(1984)•

환아가 현재 느끼고 있는 신생검 부위의 통증정도를 대상자

스스로가 선택한 값을 말한다.

측정점수의 범위는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정도가0-5 ,

심함을 의미한다.

출혈 측정 드렛싱 부위 위로 스며 나온 출혈유무와-• ∙

시술 후 즉시 검사한 혈뇨 유무∙

시술 후 시간에 검사한 신장 초음파24∙

검사 결과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소아과 병동 간호사에게 연구내용을

교육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생검 시술 하루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대∙

해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

∙ 선정된 대상자에게 신생검 시술전과 시술후 분 분15 , 30 , 1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의 시간경과에, 3 , 6 , 12 , 18 , 24

따른 활력징후의 변화와 통증정도를 측정하였다.

신생검 시술 후 생검 부위의 드렛싱 거즈위로 스며 나온∙

출혈여부와 시술 직후 혈뇨검사 및 시간 후에 신장 초24

음파검사에 의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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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출SPSS-PC+

혈 합병증 유무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통증정도와 활,

력징후의 변화양상은 반복측정 분산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서울시내 의료원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K

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부속병원은 신증후군 입원

환아 수가 적지만 의료원은 전국으로부터 온 환아가 가장K

많이 입원하므로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고 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 환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 .

환아의 성별분포는 남녀가 각각 로 동률이며 환아의50.0% ,

연령은 평균 세로서 세가 로 가장 많았고 학10.7 10-14 51.4% ,

력은 초등학생 이 가장 많았다(58.6%) .

출생순위는 첫째가 로 가장 많았고 형제 수는 명이51.4% , 2

로 가장 많았으며 발병 후 경과 기간은 평균 개월80.0% , 10.2

로서 개월 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대부분 양2-6 (32.9%) ,

호한 편 이었고 경제상태는 보통이 로 가장 많았(61.4%) , 81.4%

다 신장 생검후 모래주머니 적용시간은 시간이 로. 18-19 77.1%

가장 많았고 평균 시간이었다, 18.1 .

활력징후 변화양상
신 생검 후 대상자의 활력상태는 표 그림< 2>< 1-1, 1-2, 2,

과 같다3> .

혈압의 경우 수축 기 혈압은 신장 생검 시술 후 시술전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됨을

보여 주었으나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통계(F=3.024, P= .006)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70
특성 구분 빈도 평균(%)

성별 남 35(50.0)

여 35(50.0)

나이세( ) 5-9 26(37.1) 10.7

10-14 36(51.4)

15-18 8(11.5)

학력 유치원 11(15.7)

초등학교 41(58.6)

중학교 13(18.6)

고등학교 5( 7.1)

출생순위 첫째 36(51.4)

둘째 34(39.1)

형제수명( ) 1 5( 7.1)

2 56(80.0)

3 9(12.9)

발병후 경과기간 미만1 18(25.7) 10.2

개월( ) 2-6 23(32.9)

7-12 15(21.4)

13-18 1( 1.4)

19-24 7(10.0)

이상24 6( 8.6)

건강상태 양호 43(61.4)

보통 23(32.9)

불량 4( 5.7)

경제상태 부유함 1( 1.4)

보통 57(81.4)

어려움 12(17.1)

모래주머니 미만15 2( 2.9) 18.1

적용기간 16-17 8(11.4)

시간( ) 18-19 54(77.1)

20-21 5( 7.1)

이상22 1( 1.4)

표 신생검 전후 활력상태 변화< 2> N=70
구 분 시술 전

시술 후

분15

시술 후

분30

시술 후

시간1

시술 후

시간3

시술 후

시간6

시술 후

시간12

시술 후

시간18

시술 후

시간24
F P

혈 수축기
평균
표준편차

107.0

9.5

112.4

12.6

111.0

11.9

108.6

10.4

110.1

9.4

107.5

16.0

108.9

10.6

109.7

11.7

106.4

9.6
3.024 .006*

압 이완기
평균
표준편차

68.3

8.2

71.7

10.2

70.1

11.9

69.3

7.9

70.0

8.3

69.9

8.8

67.3

7.8

67.3

9.5

67.3

7.6
1.722 .111

맥 박
평균
표준편차

87.8

13.4

90.9

13.4

90.2

12.9

88.1

11.1

88.1

11.9

89.3

11.0

88.2

10.7

87.6

10.5

89.2

11.9
1.602 .143

호 흡
평균
표준편차

22.8

9.7

23.3

6.4

22.2

2.7

22.3

2.6

22.1

2.6

21.7

2.1

21.4

2.0

21.3

1.9

21.5

2.3
2.340 .029*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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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축기 혈압은 시술전 평균 이었으나 시술후107.0mmHg

분에 최고 로 올랐고 시간후에 시술전 상태로15 (112.4mmHg) 1

돌아왔으나 다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차츰 감소하면서

시술후 시간 에 시술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24 (106.4mmHg) .

러나 이완기 혈압은 시술전과 비교할 때 시간 경과와 무관하

게 큰 변화없이 안정상태를 보여 주었다.

맥박의 경우 신생검후 시간경과에 따른 맥박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술(F=1.602, P= .143).

후 분에 최고 회분에 달했다가 시간 후에 시술 전 상15 (91 / ) 1

태로 돌아와 그후 안정된 맥박상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호흡의 경우 신생검후의 시간경과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변화됨을 보여 주었다 즉 호흡(F=2.304. P=.029).

수는 시술 전 회분이었으나 시술 후 분에 최고 회22.8 / 15 (23.3 /

분에 달했다가 시술 후 분에 시술 전 상태이하로 감소되면) 30

서 시술 후 시간에 최저 회분로 되었다18 (21.5 / ) .

이상과 같이 혈압 맥박 호흡상태가 시술 전에 비해 시술, ,

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하더라도 평균 수치는 모두 정상 범

위 내에 있었다.

통증 변화 양상
신생검후 시간경과에 따른 대상자의 통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F=35.219, P=.000).

즉 통증정도를 점 척도로 측정최고 점했을 때 시술 후6 ( 5 )

분에 정도의 약한 통증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하여 시술15 1.5

후 시간 부터는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시술후 시1 (1.7) 12

간에 최고 의 상태를 보였고 그후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2.9)

주었다 표 그림< 3, 4>

그림 신생검 전후 맥박의 변화양상 시간별 그림 신생검 전후 호흡의 변화양상 시간별< 2> < 3>

그림 신생검 전후 수축기 혈압의 변화양상 시간별 그림 신생검 전후 이완기 혈압의 변화양상 시간별< 1-1> < 1-2>

수축기( ) 이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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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생검 전후 통증의 변화양상          시간별

2418126311/21/4시술전

통
증

3.5

3.0

2.5

2.0

1.5

1.0

.5

0.0

그림 신생검 전후 통증의 변화양상 시간별< 4>

출혈정도
신생검후 검사부위에 붙인 드렛싱 거즈위로 스며 나온 출

혈을 확인한 결과 출혈흔적은 건도 없었다 그러나 생검 술1 .

직후의 소변검사에서는 대상자의 에서 현미경적 혈뇨가74.7%

있었다.

그리고 신생검후 시간에 신장혈종을 확인하기 위하여24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결과는 가 비정상으로 혈종이 있32.9%

음을 보여 주었다 표< 4>.

표 신생검 후 합병증< 4> N=70
구분 빈도(%)

드레싱외부출혈 없음 70(100.0)

있음 0( 0 )

생검술 직후혈뇨 없음 5( 7.1)

있음 65(92.9)

초음파 검사 정상 47(67.1)

비정상 23(32.9)

논 의

신생검 시술 후 간호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

되고 있다.

즉 침상안정시간은 시술 후 시간을 모래주머니 적용12-24 ,

시간은 분 시간을 그밖에 압박방법 활력측정시간 등 간20 -24 , ,

호관리 방법이 학자마다 또는 병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송경애 등 송미순 김달숙 최스미 및 전명희( , 1998; , , , 1996;

이화자 등 조원용 및 김형규 부록, 2001; , 1999; 1).

서울시내 개 대학병원의 프로토콜을 조사한 바에서도 밝4

혔듯이부록 현재 임상에서는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1),

적으로 신생검 시술 후 시간 동안 침상안정과 시간 동24 6-24

안 모래주머니를 대고 누운 앙와위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평균 시간 동안 모래. 18.1

주머니를 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환아들은 통제가 어려워.

시술 받은 당일에 걸어다니거나 모래주머니를 제거한 채 누

워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며 만일 이와같은 아동에게,

시간 동안을 꼼짝 못하게 하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대고24

누워 있게 한다면 오히려 불편감 내지 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생검 시술 후 합병증은 대부분 시술 도중에 생길 수 있

는 출혈에 기인하며 합병증의 빈도는 약(deSouza et al., 1991),

정도이다김서정 이재승 및 김병길10% ( , , 1987).

출혈이 있을 때는 활력징후의 변화 드렛싱 부위의 외부적,

관찰 소변검사 신장초음파검사로 알 수 있다, , .

본 연구결과 신생검후 활력징후변화는 정상범위에 있었다.

따라서 출혈을 암시할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활.

력징후 중 먼저 출혈과 관련 있는 혈압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수축 기 혈압은 시술 전 에 비해 시술 후(107.0mmHg) 15

분에 최고평균 로 상승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112.4mmHg)

서 점차 내려오는 경향을 보였고 시간 후에 시술전과 같은, 24

상태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여 주

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변화를 보여주

지 않았으나 수축기 혈압과 마찬가지로 시술 후 분에 가장15

높았고 시술후 시간까지는 차츰 혈압이 떨어지고(71.7mmHg) 1

시간 후부터는 완전히 안정상태의 혈압을 유지(69.3mmHg) 12

하였다(67.3mmHg) .

다음으로 호흡과 맥박 변화도 시술 전에 비해 시술 후 15

분에 최고로 높아졌으며 호흡은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

하는 변화양상을 분명히 보여 주었으나 맥박은 어떤 변화양

상도 보이지 않았다.

혈압과 호흡 등의 활력징후의 변화는 시술 때문에 시술 직

후에 큰 변화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표 신생검 전후 통증의 변화양상< 3> N=70
구분 평균 시술 전

시술 후

분15

시술 후

분30

시술 후

시간1

시술 후

시간3

시술 후

시간6

시술 후

시간12

시술 후

시간18

시술 후

시간24
F P

통증
평균
표준편차

0.0

0.0

1.5

1.6

1.6

1.6

1.7

1.6

2.2

1.4

2.6

1.5

2.9

1.7

2.4

1.8

0.7

1.2
35.219 .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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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혈압과 통증 면을 볼 때는

시술 후 분에 증가하지만 시술 후 시간까지 감소하고 다15 1 ,

시 시술 후 시간에 통증도 혈압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3

므로 통증 때문에 혈압이 증가하는 것인지는 더 연구할 필요

가 있겠다 조원용과 김 은 시술 후에 통증이 있으므로. (1999)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지 확인하여 통증이 심하다면 buscopan

앰플 또는 앰플을 근육주사 할 것을 권하였다1 demerol 0.5 .

본 연구결과에서 통증은 시술직후 보다 시술 후 시간에12

최고에 달함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시술 직전에 일반 마취제

인 을 정맥으로 주입하고 을 국소마ketamine 1mg/kg , lidocaine

취제로 사용한 것과 환아의 연령 몸무게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신 생검을 실시하는 시술시간은 분 정도이나. 2-3

의 마취발현시간은 초 분이며 지속시간은 분ketamine 30 -1 , 5-10

이다 환아들은 선실에서 시술하고 나서 검사 후 병실로 돌. X-

아온 후 대부분 분 정도까지 수면에 빠져 있으며 시술즉시30 ,

모래주머니를 대고 몸무게 전체를 실어 앙와위 자세를 취한

다 이때 나이가 많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동들은 어린.

아동에 비해 불편감과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리고 시술 후 시간쯤 되면 통증이 심해져서 으로. 12 PRN

나와있는 진통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생검 부위에 외관상 출혈이 없었고 혈압,

저하도 없었으나 신장 생검 부위의 혈종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시술 후 시간에 실시한 초음파 결과에서는 가 비24 32.9%

정상으로 나타나 혈종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우려할 만큼의

혈종은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 특별한 처치나 입원기간 연장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혈뇨는 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2

많지만 약 의 환자에서는 주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0.5% 2-3 .

종종 육안적 혈뇨가 생검 수일 후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역시

수일간 안정하면 호전된다라신택( , 1999).

김서정 이재승 및 김병길 의 경피적 신생검후 문제점, (1987)

에 대한 고찰에서 육안 적 혈뇨는 에서 시간 내에 소5.6% 48

실되었고 에서는 시간이상 지속되었음을 보고하였으, 4.0% 48

며 는 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Gainza et al. (1995) 7.2% ,

는 생 검 직후 에서 혈뇨가 있었다는 결과와 비교하기74.7%

에는 비교시점이 다르므로 어렵다 그리고 김서정 이재승 및. ,

김병길 은 초음파 검사로 신장주위 혈종이 확인되(1987) 1.0%

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도 옆구리 통증이나 심한 복통

이 계속되어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되었으므로 역시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

술 등의 처치를 요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 결과는 동일하였다.

는 신생검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통증과 육안Parrish(1992)

적 혈뇨로서 통증은 신체 벽의 손상과 출혈 만질 수 있는, ,

정도의 혈종 및 혈뇨와 연 관이 있어서 생검부위가 아프고

그 부위는 딴딴하며 많은 경우 신 석 통증 때와 닮은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은 혈괴가 통증. Bolton and Vaughan(1977)

의 원인이라고도 하였다.

은 세 이Christensen, Manion, Meyer and Iacarella (1998) 18

상 세 이하의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도자 시술 후 대90 350

퇴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한 군과 단지 반창고 만 붙인 군으로

나누어 불편 감 정도를 보았을 때 모래주머니를 하지 않은,

군이 천자부위의 불편감 정도가 낮게 나왔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린 아동의 심도자술 시술 후 모래주머니 적용군

과 비적용군간의 경과시간별 불편감 정도를 비교했을 때 시

술 후 시간보다도 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모래주머니를 적3 6

용한 군이 불편 감을 더 호소했음을 보고하였다한진경( ,

1999).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통증이 드렛싱 부위의

외부 출혈도 없었고 초음파검사 결과 후 수술 등의 처치도

없었으므로 과연 모래주머니의 적용 때문인지 생검으로 인한,

손상 때문인지 혹은 기타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피적 방법으로 하는 신 생검은 신장출혈이 가장 흔한 합

병증이므로 학자들마다 혹은 병원마다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송미순 김달숙 최스미. , , ,

및 전명희 는 생 검 부위에 압박 드렛싱을 하고 베개나(1996)

모래주머니를 대고 적어도 분 동안 누워 있을 것을 권하20-30

고 있으며 검사 후 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취하고 검사 후, 24 ,

시간 동안은 활력징후와 소변 량 소변색깔을 주의 깊게 관24 ,

찰하도록 하였다.

조원영 및 김형규 는 신장 생검 후 모래주머니를 시(1999) 6

간동안 대주며 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취하고 소변색깔을12 ,

확인하며 시간 후에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도, 24

록 하였고 분 간격으로 회 시간 간격으로 회 안정상태, 30 4 , 2 5

로 될 때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술 후 즉시 시행한 소변검사 결과는

에서 혈뇨를 보였고 시술 후 시간에 행한 초음파검74.7% , 24

사 결과에서도 가 비정상을 보였는데 이는 입원 시에32.9%

이미 단백 뇨 혈뇨 등이 있는 비정상상태로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이기도 하고 신장을 생검 하기 위해 바늘로 흠집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혈압과 맥박의 활력징후와 통증의 정도 출혈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술 후 시간부터는 안정상태로 됨12

을 보여주어 시간 절대안정이나 시간 모래주머니 적용시24 24

간에 관한 프로토콜은 변경되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내 일부 대학부속병원에서는 신장 생검 간호에 대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으나 소아환자가 별로 없어 시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일부 병원에서는 프로토콜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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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본 연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병원에서도 프로토콜은 시간동안 모래주24

머니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시켰으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시간 적용하18.1

고 있었다.

침상안정시간도 학자들은 시간에서부터 시간까지 다양12 24

하게 언급하고있으나 소아병실에 입원한 소아들은 자신의 몸,

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므로 침상안정을

강제적으로 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출혈이나 혈종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모래주

머니를 대주는 것은 필요하나 합리적인 근거 하에 이론과 실,

제가 일치하는 모래주머니 적용시간과 침상안정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신증후군 환아의 신생검후 모래주머니 적용시간에 따른 활

력징후의 변화와 통증정도 및 출혈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서울시내 의료원 소아과2000 10 2001 5 K

에 입원한 신 생검 시술을 받은 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70

시도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아동의 평균 연령은 세로 세 군이 를10.7 10-14 51.4%∙

차지하였고 과반수가 초등학생이었으며 발병 후 경과기, ,

간은 평균 개월이었다10.2 .

신생검후 모래주머니로 신생검 부위를 압박하는 시간은∙

평균 시간이었다18.1 .

신생검후 시간경과에 따른 활력징후의 변화는 수축 기 혈∙

압 과 호흡수 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한(P=.006) (p=.029)

변화를 보여 시술 후 분에 최고 점수를 보인 후 차츰15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완기 혈압과 맥박에서는 유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신생검후 시간경과에 따른 통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여 시술 후 시간까지는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1

나 그후 갑자기 시술 후 시간까지 심한 통증을 보이다12

가 차츰 감소함을 보여주었다(p= .000).

드렛싱 부위에 나타난 외형상의 출혈은 없었고 시술직 후,∙

의 소변검사결과 의 혈뇨와 시술 후 시간의 신장74.7% 24

초음파검사 결과는 가 비정상이었다32.9% .

이상의 결과로 신생검후 시간 절대안정이나 시간 모래24 24

주머니 적용시간에 관한 프로토콜은 변경하여 시간을 단축해

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얼마나 단축해야 할 지에 관하여는

앞으로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연구대상자 수를 많이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신생검후 모래주머니 적용효과에 관한 비교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신생검후 적절한 모래주머니 적용시간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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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andbag Management, vital sign, Pain and Hemorrhage
after Kidney Biopsy in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Cho, Kyoul-Ja
1)
Paik, Seung-Nam

1)
Park, Soon-Hee

2)

1)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rrelations in vital sign changes, the severity of pain,

signs of complications, and the duration of sandbag management in order to suggest a standardized practice related

to sandbag management in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NS). Method : From October 2000 to May 2001,

seventy children with NS who underwent kidney biopsy were interviewed at one hospital in Seoul Korea, and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 1) The average sandbag applying time after kidney biopsy was 18.1 hours. 2)

Systolic blood pressure and respiration increased until 15 minutes after kidney biopsy, after then, they decreased

signifi- cantly (systolic BP, p= .006; respiration, p= .029).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s were noted in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pulse. 3) Pain was reported minimal for 1 hour after kidney biopsy. The severity of pain

increased until 12 hours after the procedure, then, decreased significantly(p= .0001). 4) Reported complications

were hematuria (74.7%) and abnormal sonogram (32.9%). No apparent bleeding on the biopsy region was reported

in any children. Conclusion : From these findings,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protocols of the duration of absolute

bed rest time and sandbag application management shortly after kidney biopsy. But it is needed to study the fit

protocols for kidney biopsy.

Several implications in nursing practice are suggested. 1) Replicated studies for more participants are needed. 2)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 of sandbag application after kidney biopsy is required. 3) The best duration of

sandbag application management after kidney biopsy need to be investigated.

Key words : Kidney biopsy, Sandbag, Vital sign, Pain,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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