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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표

1. 중환자실 병동의 주요질환에 대해 관찰한다.

2.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 및 처치를 실습한다.

3.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진단 및 수행을 설명할 수 있다.

4. 중환자실 환자의 시술 및 절차관리를 나열할 수 있다.

5.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의 사용 및 관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Ⅰ. 중환자실 소개 

  

  

 1. 위치: 본관 3층

 2. 간호인력 :내과계 20명. 심혈관계 7명. 외과계 17명

 3. 병상 수 : 내과계 19 병상. 심혈관계 8 병상. 외과계 16병상

 4. 구조도 및 배치도

< 중환자실 배치 구조도 >



<중환자실 입구> <중환자실 게시판>

<중환자실 복도> <중환자실 복도>



<환자 현황판> <환자 안내문>

<간호사실> <중환자실 내부>



Ⅱ. 중환자실의 주요질환

1. 내과계 중환자실

- Pneumonia

- ARDS(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CRF(chronic renal failure)

- ADI(Acute Drug intoxication)

- DM(diabetes mellitus)

- LC(liver cirrhosis)

- Stomach cancer

2. 심혈관계 중환자실

- CHF(congestive heart failure)

- MI(myocardiac infaction)

- AP(angina pectoris)

3. 외과계 중환자실

- Cerebral infarction

- Hemoperitoneum

- Panperitonitis

- Skull Fx

- Cerebral Contusion

- Cerebral Concussion

- AEDH(Acute Epidual Hematoma)

- ASDH(Acute Subdual Hematoma)

- CSDH(Chronic Subdural Hematoma)

- ICH(Intracerebral Hematoma)

- T-SAH(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 T-ICH(Traumatic Intraventricular Hemorrhage)

- Brain edema



Ⅲ.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 및 처치

 

1. 침상정리 및 준비물품

1) 입원 시 침상정리 및 물품준비

(1) 입원 예약이 되면 bed making을 한다.

(2) EKG Monitor, O2 Sat, NBP 를 준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Ventilator, ABP 

Monitor 등을 준비한다.

(3) 입원 order를 확인하고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시행한 order를 확인한다.

(4) 환자가 오면 침대로 옮기고 monitor를 연결하고 V/S, GCS 등을 담당간호사가 

check하고 의시가 상태를 기록하고, splint, cast, EDV, hemovac 등을 기록한다.

(5) 준비된 IV injection을 투여한다.

(6) 입원장을 확인하고 chart를 만들고 HIS에 sign 한다.

(7)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와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며 보호자에게 다른 질환의 여

부를 질문하고 보호자 안내문 설명과 필요한 물품을 수납시킨다.

(8) 입원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서적 지지를 해 준

다.

◈ 준비물: 배게 2개, 이불, 반시트, 기저귀, eletro, infusion, 3-way, dosi 

flow, lab 종이, 중환자실 sheet지 

◈ 수술환자 입원 시 준비물품

(1) 기본준비 물품

(2) A-line setting 준비

(3) Post op medication

(4) NS: Intubation시 인공호흡기 및 Ambubag 및 suction 준비

(5) GS: 복부수술: NG 삽입 시 natural drain 위한 공병 or Gomco, 복대 준비

(6) Post op lab 채혈준비

2. 억제대

1) 억제대의 필요성



 <2 point 억제법>  <4 point 억제법>

 <5point 억제법>  <장갑 억제대>

의식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치료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장시간의  수술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은 처치나 검사 시 그리고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2) 억제대 사용지침

① 환자, 법적 대변인에게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억제대는 2시간 마다 피부의 발적 관찰, 운동 등을 위해 점검되어야 한다.

③ 정규적으로 억제대의 필요성을 재평가한다.

3) 억제 방법

 

3) 억제대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억제의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손목 둘레에 맞추어 고리가 지어지게 한다.)



②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만 이용토록 하며,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③ 국소적이 과도한 압박을 피한다.

④ 장시간 억제대 사용 시는 정기적으로 이를 제고하였다가 다시 실시하며, 순환 

상태를 관찰한다.

⑤ 흉부억제의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⑥ 소아의 억제는 피부가 연하고 뼈가 가늘며 관절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3. 무의식 환자 간호

▣ 구강간호

1) 목적

① 음식물 찌꺼기와 치석을 제거하여 구강 청결을 유지

② 잇몸의 순환을 자극하여 궤양 및 감염을 예방(상기도 감염 예방) 

③ 악취를 제거하여 식욕을 돕고 상쾌감과 안위감 제공 

④ 구강과 입술점막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습기 제공

2) 준비물

① Mouth Care set(소독솜, 0.3%과산화수소, 거즈, 바셀린, 면봉)

② 과산화수소(산화제): 매우 불안정하여 쉽게 산소와 물로 분해, 발생기 산소가 

생기면서 거품을 일으키고 살균효과를 나타내나 그 작용이 짧고 미약하다.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다.

3) 방법

① 환자에게 방법을 설명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거품이 아는 과산화수소로 입안을 닦아내고, 건조된 소독솜으로 한번 더 닦는다.)

② 손을 씻고 기구와 물품을 준비한다.

③ 일회용 glove를 착용한다.

④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⑤ kelly의 끝부분에 과산화수소 스폰지를 감싸서 잠궈 쥔 후 흐르지 않을 만큼 물

기를 제거한다.

⑥ 혀, 이, 잇몸, 입술을 깨끗이 닦아 낸다. 스폰지를 자주 갈아서 닦으며 일단 입

안에 넣었던 스폰지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⑦ 입 언저리에 물기를 닦아준다.



⑧ 깨끗한 면봉에 바셀린을 입술에 발라준다.

⑨ 환자 주위를 정돈하고 손을 씻는다.

▣ NG tube feeding

1) 비누 등을 이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자세 유지

① 위에 주입된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입 전에 상체를 45-90

도 세운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② 주입하는 동안과 주입 후 한 시간 동안은 위의자세를 유지한다.

3) 주입 전 확인 사항

① 매 음식물 주입 시 위루관 삽입 부위로부터 길이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다.

② 위루가 막히거나 중간에 새게 되면 복강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므로 구토, 발

열, 복통 증상이 있는지, 주위 피부에 이상은 없는지 관찰한다.

4) 위 내용물 확인

① 주입 전에 위루관에 50cc주사기를 연결하여 위 내용물이 있는지 흡인해 보고 흡

인되어지는 것이 없는 경우 주입을 시작한다.

② 잔여량이 50-100cc 이상인 경우 음식물 주입을 중지하고 재확인하여 50-100cc 

이상 계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5) 음식물 주입

① 주입전과 주입 후로 50-100cc의 물을 주입한다.

② 50cc주사기에 유동식을 부어 위루관과 연결 후 주사기를 연결부위보다 40cm 가

량 높이로 유지해 서서히 주입되도록 조절한다.

③ 1일 주입량은 총 100-2000cc까지 가능하나 1회에 250cc이상 주입하지 않도록 한

다.

④ 주입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되도록 한다.

⑤ 주입하는 음식물이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도록 실온의 상태에서 주입한다.

⑥ 주입하는 음식물의 보관은 냉장고에 보관하나 개봉된 것은 냉장보관한 것이라도 

24시간 이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⑦ 음식물 주입 시 복부 팽만감,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속도를 줄여보고 



증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주입을 중지한다.

⑧ 주입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6) 투약시

① 주입전과 주입 후로 50-100cc의 물을 주입한다.

② 약을 주입할 때는 곱게 갈아 30-50cc의 물을 주입한다.

7) 세척

주입백과 사용도구들은 사용 후 깨끗하게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따뜻한 물로 세척 

후 건조시킨다.

▣ 카테터 및 배액환자 간호

1) 목적

① 장기간 자연배뇨가 불가능 할 때 도뇨를 하기 위함이다.

② 하복부 수술시 방광의 팽창을 막기 위함이다.

③ 요도의 확장과 지혈을 지키기 위함이다.

④ 방광내의 세척이나 약물 주입을 하기 위함이다.

⑤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2) 간호시 관리사항

① 삽입시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스크린을 쳐서 환자의 Privacy를 존중해 준

다.

② Ballooning 시 성인인 경우는 약 5cc가 적당하며, 멸균 주사용 증류수를 사용한

다(Saline은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다).

③ 고정시에는 여유 있게 반창고를 붙여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여자: 대퇴부 안쪽, 남자: 하복부에 고정)

④ 도관을 고정시에는 요도구 주위를 매일 물과 비누로 깨끗이 닦도록 한다.

(회음부에 분말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배양검사를 위한 소변 검채물을 채취할 때는 소변이 고일 수 있도록 15분 정도 

잠궈 두었다가 채취 할 부위를 포타딘으로 닦은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소변을 조금 

흘려보낸 뒤 필요한 만큼 뽑아낸다.

⑥ 배액 체계의 어느 부분을 만질지라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⑦ 박테리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urine bag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⑧ 환자 이동 후에는 혹시 도관이 잠겨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한다.

(수술 후 또는 검사 후)

⑨ 이동시에는 urine bag이 항상 요도구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교육한다.

⑩ 장기간 사용 할 때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silicon cath.는 한 달마다 교

환한다.

⑪ 장기간 도관을 보유하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방광훈련을 시킨 후에 제거한다.

⑫ Foley Catheter remove시에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ballooning을 제거한 후에 천

천히 빼낸다.

⑬ Foley Catheter remove 후 첫 6시간 동안 자연배뇨 여부를 관찰한다.

4. 신경학적 검사

▣ GCS 사정

1) 목적

: 의식의 정확한 수준을 알고 변화된 신경학적 정도를 파악하여 뇌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상태를 조기에발견하고 환자의 예후를 추정하기 위함

2)준비물

: penlight

3) 과정 및 간호

◈ 개안반응(Eyes open)

① 간호사가 옆에 갔을 때 저절로 눈을 뜨면 4점

② 환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눈을 뜨면 3점

③ 환자의 안검을 자극하여 눈을 뜨면 2점

④ 환자의 안검 등을 자극하여 눈을 뜨지 않으면 1점

⑤ 안검이 부어서 눈을 뜰 수 없을 경우에는 C(closed)로 표시한다.

◈ 언어반응(Verbal response)

①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적절한 답변

을 할 때는 5점

② 환자에게 지남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세 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4점

③ 환자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적절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단어로 된 엉뚱한 대답

을 할 때는 3점

④ 환자에게 소리를 내게 했을 때 □□아□□ 정도의 소리만 내는 경우 2점

⑤ 환자에게 ‘아’ 소리를 내게 하여 소리를 내지 못하면 1점

⑥ 기관내관의 삽입이나 기관절개를 하여 언어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E or T

◈ 운동반응(Motor response)

① 관찰자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하는 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손을 잡으라

고(손을 잡으라면 잡고 놓으라면 놓는 행동을 하는 경우) 6점 

② 동통자극을 줄때 동통자극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 5점 

③ 환자에게 동통 자극을 주었을 때 사지의 굴절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4점

④ 환자에게 동통 자극을 주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굴절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3

점

⑤ 환자에게 동통 자극을 주었을 때 팔목이 신전반응을 보이는 경우 2점

⑥ 환자에게 동통 자극을 주었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 1점

◈ 동통 자극은 환자의 손톱을 연필 등의 고형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한다. 

손톱이 동통 자극에 민감하고 다른 부위의 자극은 환자에게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

기 때문

◈ 여러 번 자극을 주어서 가장 좋은 반응을 기록하고 하지의 반응보다는 상지의 

반응을 기록한다. 하지의 반응은 일관성이 없으며 척수의 반사 작용에 의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검사방법

(1) 동통 또는 동일자극을 2-3회 반복해서 가장 좋은 반응을 택한다.

(2) 동통자극은 환자의 어깨부위나 발목 뒷부분 등 멍이 쉽게 들지 않는 부분을 택

한다.

(3) 운동반응은 주로 사, 하지의 반응을 본다.

5) 기록 방법

(1) 각 항목에서 해당하는 반응의 점수를 기록한다.

(2) 위의 세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 점수를 기록한다.

(3) 안검이 종창되어 눈을 뜰수 없는 경우에는 C(closed)



(4) 기관내 삽관, 또는 절개상태 언어불능시에는 T(tracheostmy), E(endotracheal 

tube)로 기록하고 1점을 준다.

(5) 최고점=15, 최저점=3이다.

(6) 7점 이하: 일반적으로 혼수라고 본다.

▣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

1) 의의

동공산대와 대광반사 소실은 뇌 탈출을 의미하는 징후이다.

(뇌 탈출은 뇌간이 눌려 환자의 호흡이 마비되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 목적

(1) 두 개 압 증가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 동공반응은 제3, 제4, 제6 뇌신경의 기능이므로 동공 반응 검사로써 뇌 내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다.

(3) 즉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3) 준비물품

:  penlight

4) 검사내용

(1) 동공: 크기, 모양, 양안 대칭성

          size는 1-8mm까지 관찰된다.

(2) 대광반사(light reflex)

① 직접반사: 빛을 비춘 눈의 동공축소

② 간접반사: 빛을 비춘 반대편 눈의 동공축소

5) 검사방법

①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검사에 대해 설명한다.

② 엄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눈꺼풀을 연다.

③ Penlight로 빛을 동공에 비춘다.

④ 동공의 크기, 모양, 양쪽의 동질성을 관찰한다.

⑤ 동공이 수축되는 대광반사가 있는지 본다. 



(이 반사는 양안성으로 한 눈에만 조명을 받아도 지름이 약 2mm, 빛이 사라지명 약 

6mm까지 된다.)

⑥ 빛을 비추었을 때 동공수출이 수간적, 서서히, 또는 고정되어있는지 본다.

⑦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2-3회 반복해서 정확하게 본다.

6) 기록방법

(1) 우측부터 기록하고 동공 직경에 따라 기록하되 대광반사가 순간적으고 즉각적

일 때는 +로 표기한다.  ex) 3+/3+

(2) 대광반사가 서서히 보일때는 s(sluggish)로 표기한다.  ex) 4s/3+

(3) 대광반사가 없고, 고정되어 있을 때는 - 로 표기한다.  ex) 6-/6-

(4) 안검이 종창되어 검사가 불가능하면 c(close)로 표기한다.  ex) c/3+

(5) 모양이 불규칙할 때, 동공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직경을 합하여 이분하고 ‘불

규칙’이라고 기록한다.



Ⅳ.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진단 및 수행

1. 급성 약물중독환자 간호

1) 비효율적인 호흡근육 약화로 인한 호흡곤란

① 호흡수나 길이의 변화, 무호흡 청색증 유무 확인

② ABGA 사정- respiratory acidosis 고정

③ 지시에 따른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steroid, 항생제 투여

④ ventilator 제공과 효율적인 기도 청결 실시

⑤ 타진법과 lateral position을 취하면서 효율적이고 무균적인 suction 유도

2)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인지 장애-atropine psychosis

① 부적절한 약물사용 중단

② 환자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억제대 사용

③ 환자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에 중점을두도록 돕는다.

④ 환자와 가족의 체액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도록 간호종재 한다.

3) 잠재성 체액 부족으로 인한 체액 불균형

① 활력징후 관찰

②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

③ 탈수 증상에 대한 사정-tongue dry, CVP volume

④ 환자와 가족의 체액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도록 간호중재 한다.

4) 생물학적이 안전에 대한 비정상적인 감정변화

①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정서적 지지 

도모

② 인공호흡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며 치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③ 환자가 side rail을 칠 때 즉시로 반응해 주며 환자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 하지 

않는다.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으로 하여금 면회 시 마다 부드럽게 환자와 접촉하도록 교육

한다.



2.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 간호

1) 비효율적 호흡양상

① 환자의 호흡양상을 사정하고 기록한다.(횟수, 리듬, 흉곽확장, 동맥혈가스분석, 

피부색)

② 공기흐름 증진을 위해 지시된 약물투여, 효과를 평가한다.(기관지확장제, 소염

제 등) 

③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④ 기도자극 요인을 피하도록 한다.

⑤ 적절한 산소를 공급한다.

⑥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호흡양상을 증진시킨다.

2) 가스교환장애

① 저산소증의 증상을 관찰한다.(빈맥, 비정상적이 호흡음을 사정하여 의시에게 알

린다.)

② 활력증상, EKG mornitor와 SaO2를 관찰한다.

③ 기침과 흡인으로 기도를 열려있게 한다.

④ 충분한 가스교환 유지를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지 관찰하고 사정한다.

⑤ 동맥혈 산소분압을 60mmHg 또는 산소 포화도가 90%이상 유지되도록 산소공급을 

한다.

⑥ ABGA를 자주 측정하여 폐포의 환기가 적절한지 감시한다.

⑦ 폐기능 증진과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한다.(기관지확장

제, 거담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⑧ 적절한 PEEP을 사용한다.

3) 비효율적인 기도 청결

① 가습된 산소를 고급한다.

② 폐포의 환기증가를 시키는 약물을 투여한다.

③ 최대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체위를 취해준다.

④ 흉부 물리요법(타진법)과 체위배액을 행한다.

⑤ mouth care를 시행한다.

⑥ suction을 자구 시행한다.



3. 뇌경색 환자간호

1) 조직관류의 변화

① 혈압, 맥박, 의식수준을 사정한다.

② 신경상태를 사정한다.(자극에 대한 반응, 운동, 언어)

③ I/O, ABGA를 측정한다.(I/O에 따른 수액공급)

2) 신체운동 장애

① 급성기 동안 침상안정 및 적절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낙상 방지 및 기타 손상을 방지한다.

③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 방지: foot drop, tremor, 욕창

④ 물리치료를 받도록 한다.

3) 영양부족

① 연하능력, 의식수준, 마비의 범위를 사정한다.

② 수분섭취량과 잠재적인 결핍량을 사정하여 I/O 유지

③ 음식물의 저작, 연하, 관리능력에 따라 연식에서 점차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식

이로 증가한다.

④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있거나 연하곤란이 있을 때 NG tube feeding을 시행한다.

4) 피부통합성 유지: 감각손상과 기동장애로 피부 조직 손상 초래

① 압박부위와 돌출부위를 자주 사정 및 massage, position change q 2hr

② 청결하고 건조한 피부관리

③ 욕창부위의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dressing

④ 욕창전문연고 및 patch 사용 권장

⑤ Air mattress & Head ring 사용

⑥ 간호사 및 보호자교육

5) 방광조절력 획득

① 급성기 동안 foley catheter 삽입

② condition 호전시 방광조절 훈련을 실시한다.

6) 자가간호 결핍

① 손상받지 않은 쪽의 자가간호 활동을 장려한다.



② 단계적 훈련: 식사, 머리손질, 이닦기, 옷입기

③ 적절한 보조기구 사용: wheel chair, 지팡이, 보조기

4.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간호

1)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① 혈당, K+ 및 다른 전해질, I/O, CVP,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② 혈청 삼투압, BUN, Hct, Hb을 측정한다.

③ IV는 연령 탈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록 투여한다.

④ 혈당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등장성 식염수 후에 포도당 용액을 주입한다.

2) 심박출량 감소

① 자주 BP와 Pulse를 측정한다.

② 계속적으로 K+, 심전도를 측정한다.

③ 의식수준, 피부색깔 및 온도, 발의 맥박, 요 배설량을 사정한다.

④ 심한 산독증을 교정하기 위해 sodium bicarbonate 를 신중하게 사용한다.

3) 감염의 가능성

① IV, tube, dressing을 무균적으로 교환한다.

② 혼탁하고 냄새나는 뇨, 체온상승, 혈청과 요에서 백혈구 증가, 소변에서 적혈구 

증가가 있는지를 측정한다.

③ 감염시 항생제 투여



Ⅴ. 중환자실 환자의 시술 및 절차관리

1. Gomco Suction

1) 목 적

위의 팽만과 구토를 예방, 위장관 폐쇄 환자의 위의 내용물을 제거

위 수술 전 위의 청결을 위한 준비, 수술 후 혈액 제거

2) 사용 방법

(1) 전원 연결

(2) 배액 튜브를 수집 병의 튜브에 연결

(3) 수집 병의 입구가 병마개로 꽉 막혀 있는지 확인

(4) 기계 앞면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90mmHg(low)와 120mmHg(high)중 하나를 선택하

여 스위치를 누름

3) 주의 사항

(1) Suction 시작 이후 환자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하고 기록

(2) 배액 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색깔, 양상, 냄새 등을 기록

(3) 수집 병은 limit line의 눈금을 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찰

(4) 위의 흡인을 할 때에는 구강 및 코 간호에 주의하며, 입이 나 콧속의 갈라짐, 

건조 또는 감염되는 일 없도록 해야 함

(5) 환자 쪽 배액튜브의 끝에 반창고를 붙인 뒤 안전핀으로 환의에 여유 있게    

고정

4) 장비관리

(1) 배설량을 측정 후 수집 병을 빼내어 깨끗이 닦도록 하고 사용이  끝난 후에는 

bottle과 tube를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보관

(2) 수집 병을 씻을 때는 처음에는 찬물에 그 다음에는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고 

헹구며, 소독 액에 1시간 정도 채워 둠

   



2. CVP (Central venous pressure) 

1) 준비물품

CVP set 1# (Potadine cotton, saline cotton)

10cc syringe 2-3#, Lidocain 1 bottle

Glove 2#, 3-way 25cm 1#

CVP압을 측정하기 위한 manometer 1#

CVP catheter(Arrow 2-lumen) 1#

2) 체위

Supine position → 10 - 20도 trendelenbuerg 체위

머리는 반대편으로 돌린 다음 어깨 밑에 낮은 베개를 댄다.

3) 삽입 방법

(1) 목의 소독과 준비 :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

(2) CVP catheter를 삽입 할 의사는 소독 gown, glove, mask, 모자를 착용한다.

(3) 국소마취제 주사

: 주사제를 쇄골 중강에 약간 바깥에 쇄골아래 2-3cm 되는 곳에서 쇄골아까지 들어

가도록 한다.

(4) Intra cath.를 마취제 넣은 자리로 찔러 넣고 흉골상부오목(Suprasternal 

notch) 쪽을 향해 진입시킨다.

(5) 주사침을 밀어 넣으면서 가볍게 흡입하다가 정맥혈이 역류되면 주사기를 빼고 

주사침 속의 캐뉼라를 약 15cm 정도 넣는다.

① 성인의 경우 캐뉼라를 약 15cm 정도 넣는다.

② 주사침을 축으로 360도 돌리면서 혈액역류가 되는 지 확인한다.

③ 박동성 저항이 느껴지면 쇄골동맥이므로 주사침을 뺀다.

④ 캐뉼라 넣을 준비를 할 때는 주사침 머리를 손으로 막아서 출혈과 공기흡인을 

예방한다.

⑤ 캐뉼라를 밀어 넣을 때는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돌리게 한다.

⑥ Trendelenberg position을 유지해 주사침 머리로 혈액역류가 계속되게 한다.

(6) 주사침을 빼내고 캐뉼라와 주사침 머리를 함께 고정한다.

(7) 주사기로 캐뉼라를 흡인해 보고 생리식염수로 채워준다.

(8) 캐뉼라를 피부에 봉합 고정한다.

(9) Dressing : 천자부위에 Potadine 연고를 바르고 벤조인 팅크를 주변 피부에 바



른 다음 소독 gauze로 주사침과 머리를 덮고 plaster로 고정한다.

(10) 수액 시작 : 주사기를 빼고 캐뉼라를 수액세트에 연결한다.

(11) 머리 쪽을 높여 주고 호흡곤란이 있는지를 본다.

(12) CHEST PA & AP 촬영

: 혈흉이나 기흉이 생기지 않았는지, 또는 캐뉼라 위치가 상공 정맥 내에 있는 지

를 확인한다.

4) 간호

(1) 매일 수액 세트를 교환할 것

(2) 2day 마다 드레싱을 바꿀 것

(3) 소독을 철저히 하고 새 것으로 바꿀 것

(4) 열이 나는 데도 원인 불명일 경우 카테터를 제거하고 끝부분을 잘라서 균배양 

검사를 시행한다.

▣ CVP 측정법

1) 목적

① 우심실의 기능을 알 수 있다.

② 혈액량과 심장능력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③ shock을 상태나 치료에 대한

④ 울혈성 심부전의 초기 진단에 사용한다.

⑤ 투약이나 수액요법의 한 과정으로서 순환계의 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⑥ 혈액검사나 phlebotomy시 혈액을 뺄 수 있다.

⑦ 심장 내 전극삽입의 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

2) 준비물

① 정맥압 세트(Manometer)

② 수액과 수액세트

3) 정상정맥압

① H2O: 5-10㎝H2O

② Hg : 2-8 ㎜Hg

4) 방법



① 앙와위로 눕힌다.

② 카테터의 바깥쪽 끝에 수액압력계를 부착시킨다.

③ 압력계의 0자가 환자의 심장위치에 오도록 한다. (환자의 액와 중심)

④ 환자의 액와 중심선을 표시한다.

⑤ 카테터 압력계에 생리식염수를 압력계에 표시된 40cm에 이르도록 한다.

⑥ 마개를 돌려 압력계에 있는 수액이 환자정맥에 이르도록 한다.

⑦ 압력계내의 수액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한다.

(수액이 수면의 호흡에 따라 유동한다.) 

⑧ 수액이 안정된 수준의 cm를 기록한다.

⑨ 정맥병에 있는 수액이 환자의 정맥에 들어가도록 다시 마개를 돌린다.

⑩ 중심정맥압은 계속적으로 변화함으로 한번 측정하는 것보다 계속적인 측정과정

이 중요하다.

⑪ 중심정맥압은 환자의 전 임상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5) 주의 사항 

(1) 중심정맥압 측정 시 호흡에 따라 움직이므로 그 중간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2) 압력계의 위치가 정확하며 최대한 앙와위에서 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다.

(3) 중심정맥압을 측정할 때는 수액을 줄 때 감염으로 인해서 패혈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물이 들어가서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

다.

(4) 압력계를 깨뜨리거나 관이 빠질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중심정맥압 측정 시 수액 압력계 끝까지 올라가게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음으

로 끝까지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A-line

1) 목 적 

(1) 지속적으로 보다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

(2) blood sampling(ABGA, CBC등)을 할 때

(3) 사지로 BP측정이 불가능한 환자일 경우

(4) 비만하여 BP를 측정하기 힘든 환자일 경우

2) 방 법

(1) puncture부위(보통 both radial A or femoral A)선정 후 aseptic하게 dressing



을 한다.

(2) pushing fluid로 N/S 500ml + heparin500u을 mix 후 transducer kit와 연결 후 

fluid를 pushing 시킨다.

(3) pressure bag의 holder에 N/S 500ml + heparin 500u fluid를 걸고 200～

300mmHg의 압력을 준다.

(4) 20G medicut으로 puncture 후 반창고 및 픽스몰로 고정 시키고 transducer kit

의 끝부분을 연결한다.

(5) A-line 잭의 한쪽 끝을 transducer kit에 연결 후 한 쪽 끝을 EKG monitor에 

연결한다.

(6) transducer kit의 중간 부위를 A-line holder에 고정후 심장 높이로 유지시킨

다.

(7) transducer kit의 2개의 3-way를 환자 쪽으로 돌려 놓고 잠궈 놓은 후 Monitor

의 ‘zero all' 버튼을 누루면 수초 후 화면에 ‘0’이 표시 될 때 잠궜던 3-way 

모두를 open시 켜 준 후 BP를 monitor한다.

3) 주의 사항 

(1) 시행 전 Allen's test를 시행해야 한다.

(2) aseptic하게 시술해야 한다.

(3) Artery를 puncture하는 것이기에 능숙한 수기가 필요하다.

4) A-line 삽입 시 준비물품

Dressing set 1#,  N/S 500ml+Heparin 500iu, 22G medicut  2#, pressure bag 1#,  

A-line holder  1#, 10cc syr  2#,  픽시몰, Transducer kit 1#,  A-line 연결 잭

4. Chest tube

1) 목 적

(1) 늑막강내의 공기 혹은 액체를 제거하기 위함

(2) 늑막강내 정상 음압을 이루기 위함

(3) 폐의 재팽창 증진

(4) 배액 기구로부터 늑막강내로 공기나 액체가 역류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

2) 적응증



Pneumothorax, Hemothorax, Empysema가 있을 때 후방측부 견갑골하 절개나, 전방 

늑골간 절개를 하여 밀봉배액을 시켜 폐의 재 확장을 돕는다.

2) 주의 사항

(1) 배액병은 흉부로부터 70~90cm 아래에 둔다. 환자를 옮길 때는 Tube를 꼭 잠그

고(Hemostat사용) 옮긴다.

(2) 침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Tube를 고정 시킨다. 고무 밴 드나 테이프, 안전핀

으로 고정시킨다.

(3) 흉곽 Tube를 잠그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의 가슴 높이보다 병이 높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병 속의 공기와 물이 늑막강 내로 흘러 들어간다.

(4) 환자가 움직이고 나면 항상Tube의 위치나 꼬인 상태를 확 인한다. 

3) Chest Tube 삽입시 준비물품

(1) 깔대기를 ①에 꽂고 생리식염수를 3개 정도 붓는다.

(bottle 안에 표시된 선까지 붓는다.

(2) ②의 튜브를 ①에 꼽는다.

(3) ⑤를 ③과 연결한다.

(4) ⑥의 고무튜브 부분을 ④와 연결하면 bottle이 완성된다.

(5) 환자의 chest tube와 연결할 때에는 ④와⑥의 연결된 부 분을 빼서 ⑥고무 

튜브 부분을 환자의 튜브와 연결한다

5. 복수 천자(paracentesis)

1) 목적

복강 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복강내압을 완화시키거나 복강내 삼출물의 원인을 결정

하기 위해 체액을 얻어 분석하기 위해 시행

2) 준비 물품

수액 세트 1#, 공병, 20G long medicut 1#,  반창고, 소독된 장갑, Dressing set

6. 흉강 천자(Thoracentesis)

1) 목적



(1) 진단적 목적을 위해 늑막강에서 검체를 채취

(2) 늑막액이 많이 고여 있어 환자의 안전이나 안위를 위협할 때, 늑막액을 제거하

기 위함

(3) 경우에 따라 늑막강 내로 항생제나 다른 약물을 투여 학기 위해 실시

2) 준비물품

수액 세트 1#, 공병, 20G long medicut 1#,  반창고, 소독된 장갑, Dressing set

7. spinal tapping 

1) 진단 목적

(1) 뇌척수액의 압력 측정

(2) 뇌척수액의 검사물을 얻기 위함

(3) 뇌척수액의 순환을 보기 위해 하는 척수액 역동 검사

(4) 뇌와 척수관의 x-선 촬영을 위한 공기, 산소 혹은 조영제를 넣기 위함

2) 치료 목적 

(1) 지주막 하강으로부터의 혈액 또는 농을 제거하기 위함

(2) 약물과 혈청을 제거하기 위함

(3)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함

(4) 척수 마취를 하기 위함

3) 검사시 환자의 체위

측와위(Lateral recombent position)로 하고 다리는 대퇴에 굴절시켜 복부에 끌어 

당겨 붙이고  어깨와 다리는 무릎을 향해 구부린다.

4) 천자 부위

요추의 3번과 4번 사이에 바늘을 삽입한다.

5) 정상 뇌척수액압

60~180 mmH²O

6) spinal tapping 준비물품

경우에 따라 3-way, Manometer,10cc syr., spinal tapping set



8. INTUBATION

1) 목적

기관 내관(endotracheal tubes)은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해 코나 입을 통해 긴 원

통형 관을 직접 기관까지 삽입하는 것으로 상기도를 통해 열려있는 관으로써의 작

용을 한다. 이는 공기를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고,가장 중요한 것은 

폐를 환기시킨다. 기관내관은 호흡기와 연결되어 기계호흡을 가능하게 한다. 

2) 적응증

(1) 흡인,구강 및 비강기도의 삽입 또는 기침 요법과 같은 비교적 덜 

   침윤적인 방법에 의해 환자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2) 효과적인 흡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계환기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상부기도에 손상을 입은 경우 

(5) 위 내용물 혹은 구강 인두 분비물로 인한 반복적인 흡인이 필요한 경우

3) Intubation 준비물품

E- T tube 1#(성인 남자: 7.5Fr or 8.0Fr, 성인여자: 7.0Fr or 7.5Fr),Ambu bag 

1#, Ambu mask 1#, O2 one way 1#, 소독된 장갑, Laryngoscopy(handle+blade),  

Stylet,  크린조, 10cc syr,  Air way, 반창고, 거즈, 청진기

9. TRACHEOSTOMY 

1) 목 적

기도가 어떤 병변으로 막혀서 호흡이 곤란할 때 기도를 만들기 위함. 종양이나 

성대의 마비, 

염증 또는 이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 되었을 때 실시한다.

2) 주의 사항

(1) 분비물이나 이물로 인해 내관이 막히지 않도록 자주 suction을 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통과 액을 생리식염수 액을 사용하여 통과시킨 다음 사용한다.

(2) 환자 호흡이 정상적인가 관찰한다.

(3) 환자의 정신적인 불안을 없애주도록 노력한다.



(4) Semi-Fowler's position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5) Suction cath.가 너무 오래 관속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

(6) 환자 옆에 연필과 종이 또는 초인종을 두어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7) Inner canular의 교환이 필요하면 3～4시간에 한 번씩하며 빼기 전에 반드시 

suction을  실시한다.

(8) Suction시 소독 관념을 철저히 하기 위해 환자 옆에는 항 상 1000cc Zephanon 

saline  병을 두어 Suction saline으로 통과시키고 사용 후에는 Zephanon에 담궈 

둔다.

(9) Canula 위에는 항상 젖은 Gauze로 얹어 주어야 하며 Steam inhalation하여 

건조를 방지한다.

(10) 구강간호를 철저히 실시한다.

(11) Change 할 Canula가 바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TRACHEOSTOMY 준비 물품

(1) OR 준비 물품

(2) 수술환자 준비& portex 준비

   남: 7.5Fr 1#,8.0Fr 1#

   여:6.5Fr 1#, 7.0Fr 1#

10. ICP monitor

1) 적응증

두개골 내에 있는 뇌, 뇌혈, CSF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을 기록 하는 장치로서 두개

골내의 용량은 종양, 외상, 부종, 출혈, 뇌혈관 확장 등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2) 목적

뇌 손상이 생기기전)에 두개내압 상승을 확인, 비정상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냄, 두

개내압 상승에 대한 적절한 치료, 뇌척수액 채취와 배액에 용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3) 사용 방법

(1) 환자의 머리에 probe를 시술함

(2) monitor에 전원을 넣고 on 스위치를 켠 후 기다림

(3) 빨간 화살표가 깜박이며 probe catheter를 연결하라는 신호가 나오면 



connector를 연결함

(4) 현재의 probe 압력이 monitor에 나옴

11. CAG (coronary arteriography)

1) 시술 전 처치

(1) Permission을 확인한다.

(2) SBD를 1/2 만 먹도록 한다.

(3) 전처치 투약

Diazepam 5mg P.O, Flumarin 1.0 IV (AST)

Plavix 4T, Aspirin 4T P.O - 외래에서 입원하여 시술하는 경우 H.M에서 먹고 왔는

지 확인한다(단, Plavix, Aspirin을 복용하던 환자들을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4) 검사가 오전일 경우

검사 전날 MN에 Fluid start - 18G + 3-Way를 연결한다.

(5) N/S 400ml + Isoket 100mg fluid를 dosi-flow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6) full voiding before angio room으로 보낸다.

(7) 속옷을 벗고 틀니를 제거한다.

(8) vital sign을 측정하고 angio room으로 보낸다.

2)시술 후 처치

(1) Check vital sign q 15min for 1hr

                     q 30min for 2hr

                     q 60min for 2hr

(2) 절대안정을 교육한다.

(3) 시술부위를 접는 것, 바닥을 짚는 것 등의 행위를 24시간 동안 금지한다.

(4) 뇨의를 느낄 경우 침상에서 배뇨하거나 침상에서 배뇨를 하지 못할 경우 

nelatone cathetartization을 시행한다.

(5)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EKG monitor를 사용하여 관찰하기도 한다.

(6) 시술부위의 oozing, swelling, pain의 유무를 관찰한다.

(7). Post hydration으로 N/S 500ml를 100cc/hr로 주입한다.

(8) 시술 부위 통증이 있을 경우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한다.

ex) Tridol 1A IM

(9) Chest pain과 Headache이 있는지 잘 관찰한다.



<서혜부로 CAG를 한 경우>

(1) 24시간 동안 고관절을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2) Sand bag으로 시술 부위를 compression한다.

(필요시 500cc N/S을 이용하기도 한다)

(3) 자주 경골, 족배 동맥의 맥박을 촉지한다.

12. Cardiac cathetarization

1) 목적

심도자 또는 폐손환의 진단에 중요한 몫을 하는 폐순환기능 검사 (Test of 

pulmonary circulation)의 한가지로, 검사 도중에 폐혈류, 폐동맥압 폐모세혈관압

을 측정 할 수 있으며 혈액가스분석 (ABGA)을 위한 혈액을 채취한다.

2) 전처치

(1) 반드시 Permission을 받는다.

(2) 금식을 유지한다.

(3) 준비물품

N/S 1ℓ(주사용), Heparin 1 bottle, Lidocain 1 bottle, Glove 5#, Syringe 

(5cc-15개, 10cc-10개, 30cc-1개), 수혈 set 3#, single 3-way 3개, Cardiac set 

(OR용 mask, cap 각 각 3개), H - P monito, Diffibillator, Oxymeter, 5% D/W 1ℓ 

IV keep (Lt. forearm) - 60cc/hr,full voiding before CAG room



Ⅵ. 중환자실의 장비관리

1. EKG 사용법

1) 정 의

   심장 내에서 형성된 전기적 충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2) 사용 목적

   심장의 전기적인 율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SpO₂,NBP, 그리고 침습적 동맥혈압(ABGA), 중심정맥압(CVP),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함

3) 장비 관리

   물에 적신 거즈나 다른 부드러운 천 등으로 닦아 낸다.

4) EKG monitor 적용상황

빈맥, 서맥, 부정맥의 평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발현의 평가, 흉부의 상부 및 사지

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평가, 실신 발생의 평가,  수술 전 평가, 수술 후 저혈압의 

평가, 고혈압,  심잡음,  심장비대의 평가, 인공심박동기 기능의 평가

2. MONITOR 사용법

1) 각 부분 명칭

(1) 신형(Mediana)

① : H.R          

② : SPO₂              

③ : respiration     

④ : 메뉴 선택 버튼

⑤ : NIBP             

⑥ : A-line BP             

⑦ : power on/off

⑧ : alram off       

⑨ : B.P start/stop



(2) 구형(Dash 4000)

① : H.R                 

② : A-line BP              

③ : SPO₂            

④ : NIBP

⑤ : respiration       

⑥ : 메뉴 선택 버튼        

⑦ : alram off

⑧ : B.P start/stop    

⑨ : power on/off

2) 실행순서

(1) 전원 플러그를 콘세트에 꼽는다.

(2) 전원 버튼 ⑨ 을 눌러 on 시킨다.

(3) EKG electrode를 환자의 RA, LA, LL 위치에 부착시킨다.

(4) O₂ Sat probe를 환자의 손가락 혹은 발가락 등 peripheral에 끼운다.

(5) ⑥ 을 돌려 화면을 설정 후 monitoring 한다.

(6) H.R, NIBP, SPO₂, respiration rate,  alram  등 각 메뉴 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따로 setting 하여 조절 할 수 있다.

(7) 응급상황을 인식 할 수 있도록 alram은 항시 on 시켜 둔 다.

3. Ventilator 사용법

1) Ventialtor setting

(1) Tidal volume(일회환기량)

Ÿ 안정 상태에서 한번 호흡하는 동안 들이 마시거나 내쉬는 공기의 양. ‘ Pt' 

B.W(kg) x 10'

(2) Respiration rate(호흡수)

Ÿ 환자가 1분 동안에 호흡하는 횟수

Ÿ 성인:15~20, 소아:30회, ABGA 상 PCO₂: 38~42 유지를 목 표로 호흡수 조정, 버

튼 ③을 돌려 조절함

(3) FiO₂(Fraction of inspirated Oxygen 산소농도)

Ÿ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때 산소 농도 조절

Ÿ 21~100%까지 조절 할 수 있음



Ÿ 버튼 ①을 돌려서 조절함.

(4) Peak inspiratory flow(흡기시 최고유량 조절기)

Ÿ 가스의 최고 흐름속도를 나타내며 보통 45~50

Ÿ 많이 주면 줄 수록 흡기시간이 빨라져 볼륨이 빠른 속도로 전달 됨

(5) Sensitivity(민감성)

Ÿ 환자의 호흡을 감지하여 호흡능력을 증감시켜 줄 수 있는 기능

Ÿ 수치가 작을수록 예민

(6) Peep(호기말 양압)

Ÿ 환자가 숨을 모두 내쉬었을 때 폐에 양압을 유지시키므로 환자의 폐표면은 확장

시킨 상태에서 ventilator가 환자의 호흡을 도움

(7) Alarm

Ÿ High pressure limit: 기도내 압력상한선을 정해줌

Ÿ Low inspirator pressure: 기도내 압력의 하한선을 정해 주는 안전장치

Ÿ High respiration rate: fight 하거나 헐떡거리거나 객담 이 차 있을 경우

2) Setting 확인

(1) volume type: mode, Fio₂, T.V, R.R, Peep   

(2) Pressure type: mode, Fio₂, PIP, I:I ratio, Peep

3) Circuit 관리

(1) circuit change는 5일마다 한다.

(2) 수시로 circuit안의 물을 빼준다.

(3) nebulizer 대롱이 막히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4) 가습기는 항상 water level,을 유지되도록 증류수를 보충 한다.

(5) 소독

Ÿ 일반환자 사용 후: 물로 씻어 물기 없이 말린 후 E.O gas 소독한다.

Ÿ 감염환자 사용 후: 소독액에 담근 후 물로 씻어 물기 없이 말린 후 E.O gas 

  소독한다.

4) Filter관리 

(1) fan filter : 매주 1회 빼내어 물로 씻어 말려 다시 끼운 다.

(2) Bacterial filter

Ÿ 일회용일 때는 매 환자마다 바꾸어 사용하며, reusable일 경우 사용 후에는 

  빼내어 auto clave 소독 한다.



Ÿ 몸체에 있는 호흡기 사용 시간표를 확인하여 일정시간마다 바꾸어 주는 부품, 

  filter는 교환해 준다.

5) 기타

호흡기 몸체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모든 호흡기 setting 시에는 test lung

이 있어야 하며 호흡기 기록지는 호흡기 setting시마다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6) Alarm 해결법

(1) lower inspirator pressure

Ÿ low 알람은 환자에게 volume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 울린다.

Ÿ circuit가 빠지거나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Ÿ 환자의 endotracheal tube와 ventilator의 연결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Ÿ peep이 걸려져 있어 low alram limit 설정이 낮게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2) High pressure limit

Ÿ 환자의 self respiration power와 양상을 확인한다.

Ÿ chest fighting이라면 Dr에게 notify한 후 환자의 self respiration을 도와주는

   mode로 change하거나 sedation order를 받는다.

Ÿ secretion이 차서 그런지 확인 한 후 suction을 해준다.

Ÿ circuit가 꺽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Ÿ endotracheal tube가 꺽여 있는지 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물받이에 

  물이 많이 차 있어 환자에게 역류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7) mode 분류

(1) CMV(Controlled Mechnical Ventilation)

기계적 강제 환기

Ÿ 완전히 마비되었거나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적당함

Ÿ  tidal volume과 respiratory rate를 set하는 것에 의하여 환자의 호흡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말함

Ÿ synchrony의 문제 때문에 드물게 사용함

Ÿ PaCo₂의 결과를 판단하여 호흡수와 tidal volume을 조절 한다.

(2) IMV(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간헐적 강제 환기

Ÿ 대상자 스스로의 호흡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기적으로 기계 적인 호흡이 주어지는 

방식(자발적 호흡 + 기계적 호흡)

Ÿ 간헐적 양압 호흡은 적절한 폐포 환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정된 간격과 용량으



로 호흡기로부터 전달됨

Ÿ 오랫동안 삽관상태에 있거나 호흡근육이 약한 환자에게 위 축 예방, 심혈관계 합

병증과 압력으로 인한 폐 손상 발생률이 감소됨

Ÿ 인공호흡기 사용을 점차 weaning 시킬 때 사용된다.

(3) SIMV(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동시적 간헐적 강제 환기

Ÿ 환자의 자발호흡과 일치하게 호흡을 전달하는 것

Ÿ 환자에 의해 처음 호흡이 시작되며 환기기계는 매 호흡 시 조절된 양만큼을 전달

함

Ÿ IMV의 단점을 보완한다.

(4) Peep(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호기말 양압

Ÿ 호기가 끝날 때 기도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폐포의 허탈 을 방지하여 기능적 

폐잔존량(FRC)을 증가시킨다.

(5) C-pap(Conton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지속적 기도양압

Ÿ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환자의 기도에 호기말 양압이 가해 지는 것

Ÿ oxygenation 유지를 위하여 positive pressure는 필요하 지만 mechanical 

ventilation 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됨

(6) Pressure-support ventilation : 압력지지 환기

Ÿ 환자에 의해 처음 호흡이 시작된다.

Ÿ ventilator는 환자의 노력을 감지하고, 미리 조절된 양압이 환자의 노력증가에 

이용된다.

Ÿ 양압이 IMV나 C0papghgmq을 하는 동안 매 흡기에 덧붙여진다.

Ÿ 환자는 그 비율과 양을 조절한다. - 흡기량이 증가되는 반면 호흡작업을 감소시

키기 위해 사용 된다.

(7) Pressure controlled ventilation

Ÿ 환자의 상태나 주위 여건이 변화했을 경우 환자에게 걸리 는 pressure 만이 일정

하게 유지되고 volume와 flow rate 는 변하게 되는 것. 

Ÿ 원하는 pressure로 inspiration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 되는 것.

Ÿ 만약 환자의 resistance가 증가했을 경우 같은 pressure 로 작동해도 전달되는 

volume은 감소하게  된다.

4. 인공호흡기 대상자 간호



1) 매 근무교대 마다 인공호흡기 환기 양식이 처방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힌하고 

기록한다.

2) 경보음이 울리면 즉시 해결

Ÿ 저압경보: 인공호흡기에서 공기 누출시

Ÿ 고압경보: 1회 호흡량이 대상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압력 용적에 도달할 경우(예, 

분비물 증가, 기도폐쇄, 기관지 경련)

3) ambu bag, 산소마스크, 기관삽관, 기관 절개술 세트는 침상 옆에 두어 인공호흡

기 작동하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 환기

4) 분비물 흡인 및 가습

Ÿ 인공호흡기를 통해 가스전달시 인공호흡기에 부착되어 있는 가온 가습기를 이용

하여 100%가습.

Ÿ 튜브에 고인 물은 빼도록: 대상자에게 역류되지 않도록

Ÿ 기도분비물 suction: 기관내 삽관이 되어 있는 경우 효율적인 기침 반사가 일어

나지 못해 흉곽 내압이 상승되므로.

◈ 주의 

Ÿ 체위변경 전에 suction

Ÿ 흡인전후에 반드시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여 심근의 저산소증과 부정맥 예방-100% 

Ÿ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거나 ambu bagging

Ÿ suction은 15조 이내에 끝내도록-과조한 음압이 걸리면 폐가 허탈

Ÿ suction 중 EKG monitor-suction 중 부정맥, 심정지 발생 가능성

5) 활력징후 모니터

Ÿ PEEP 사용시 심박출량 감소되므로 특히 BP, pulse, 소변향에 주의

6) 인공기도 cuff 압력 적절히 유지(20mmHg)

7) 기관내관은 매 24시간마다 구강 반대편으로 변경하여 궤양 예방

8) 매 시간마다 체위변경, 피부사정, 8시간마다 능동적, 수동적 ROM

9) ABGA: 인공호흡기 적용 후 정규적으로 실시

Ÿ pulse oxymetry 사용시 ABGA 빈도를 줄일 수 있다.

10) 불안감소

Ÿ 대상자 주변의 각종 경보음과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록지 등으로 불안

Ÿ 기관튜브 삽입시 대화 불가능: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글쓰는 팔에는 

가능한 IV하지 않도록.



Ÿ ICU psychosis: 밤낮 구별 없는 환경, 청각, 시각 자극 → 대상자가 방해받지 않

도록 업무는 한번에 

Ÿ 창문, 시계, 달력 등 지남력을 가질 수 있도록

Ÿ 가족의 활동, 뉴스, 날씨 등을 이야기 하여 현실감을 갖도록

11) 인공호흡기, 가습기, 필터를 매 5일마다 규칙적으로 소독하여 교환

12) 인공호흡기 기계는 매일 소독제로 닦아 청결 유지

5. 인공호흡기의 중단

Ÿ 중단전: 산연기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 열, 빈혈, 감염, 저혈압, 부정맥, 영양

결핍의 문제를 먼저 교정해야

Ÿ 인공호흡기 제거 → 기관내관, 기관절개관 제거 → 산소공급 중단

Ÿ 장기간 인공호흡기 사용시 가능한 빨리 IMV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단에 도움이 

됨

Ÿ 중단은 낮 동안에 시작하고 인공호흡기 분리전에 Suction

Ÿ 중단 후: 좌위를 위하고 마스크로 40%의 가습된 산소 공급

1) 1단계

(1) 심리 상태 안정적일 때

(2) PH, 산염기 평형, 체온, Hb에 이상이 없을 때

(3) 영양상태가 양호할 때

(4) 부정맥이 없을 때

2) 2단계

(1) 호흡기 이탈(ventilator weaning)

◈ 심폐보유력 평가

① vital capacityL 15ml/kg이상

② 자발적 일회호흡량: 4m/kg

③ 호흡수 분당 25회 이하

④ 분시 환기량: VE < 10L/min

⑤ 최대 흡기압: PI max <-30mmH2O

◈ 산소 지표

① FiO2 0.4미만에서 PaO2>60mmHg



② PaO2 / FiO2 > 200

③ pH, 산염기 평형, 체온, Hb에 이상이 없을 때

④ 영양상태

⑤ 부정맥이 없을 때

⑥ 정신적 보조

⑦ 활력징후의 변화 정도

(2) 이탈 방법

① 지속적 양압 호흡법

: 기능적 폐 잔존량을 증가시키고 무기폐와 같은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

며 이것은 호흡노력을 중가시키는 증가된 호흡의 압력지지의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② 간헐적 강제환기법(IMV)

: 가장 흔한 이탈방법, 호흡기에 의해 전달된 호흡수는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수는 증가된다. 이 방법은 호흡설정에서 급격한 감소나 변화

를 이겨낼 수 없는 환자에 유용하다. 간헐적 강제환기법은 호흡근의 긴장도의 유지

와 진정제가 덜 요구되고 심혈관계에 영향이 적으므로 선호된다.



<A-line 삽입 시 준비물품>

<Chest Tube 준비물품>

<Gomco Suction> <CVP 준비물>



<spinal tapping 준비물품> <Intubation 준비물품>

<TRACHEOSTOMY 준비물품> <ICP monitor>

<EKG monitor 신형(Mediana)> <EKG monitor 구형(Dash 4000)>



<Ventil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