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Ⅷ. 기본 심폐 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 목적

 심폐정지의 원인을 회복시킬 방법이 확보될 때 까지 적절한 환기와 순환을 유지하

는 것이다.

2. Respiratory arrest의 원인

 1) 흡입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

 2) Air-way obstruction, pulmonary disease

 3) CO intoxication

 4) CNS disease

3. Cardiac arrest 인식방법

 1) Pulse 촉지 안됨

 2) EKG 상 cardiac stand still

 3) 수술 중 blood가 dark color로 변할 때

 4) pupil dilatation

4. Resuscitation의 원칙

 A : Air-way keep

 B : Breathing

 C : Circulation (cardiac massage)

 D : Drug

 E : EKG

 F : Fibrillation treatment

5. 심폐정지시의 생존 가능성

 1) 징후의 빠른 인식 (early access)

 2) 응급의료 체계의 연계

 3) 기본 심폐소생술 (early CPR)

 4) 심실 제세동 (early defibrillation)

 5) 기도와 호흡관리

 6) 약물의 빠른 정맥투여



6. Criteria for Not starting CPR

 ✜ CPR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사람이 다음경우를 제외하고는 

CPR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환자가 명백한 DNR (Do not resuscitation)을 희망한 경우

 2)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징후를 가진 경우

 3) Septic shock, cardiogenic shock으로 최대한의 치료에도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

7. 심폐소생술의 종료

 1)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2) CPR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과 교대 할 경우 

(Dr가 도착하여 환자의 응급처치를 맡은 경우)

 3) 구조자가 지쳐 더 이상 CPR을 할 수 없는 경우

 4)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목, 신체 등의 분리, 사후강직, 사생아)

 8. Emergency kit

 injection →

주사기& 기타물품 →

 intubation 기구 →

 각종 tube →

 ambu,& O2 cath →



9.응급 소생술

◎ 준비물 : Ambu-bag, mask, E-tube, stylet, Laryngoscope, 10cc주사기, 

반창고(실크 1/2inch)

흡입장치, 산소공급장치, 발판, jelly, bite block 또는 air way

1

HP monitor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CPR상황을 알림

Respiration hold일 경우 Ambu bagging시도

Pulse 안잡힐 경우 가슴을 치고 Cardiac massage실시

2. intubation을 위해 침상머리를 낮춘다

3 E-box를 가져온 뒤, intubation과 suction을 준비한다 (IV route확인)

4  Suction 및 환자상황을 판단하여 ambu bagging을 준비한다.

5
E-tube는 Stylet을 끼워서 tube의 끝부분에 jelly를 묻혀 의사의 오른쪽에서 준비한다 

( 표준 응급은 남, 여 8.0mm로 준비 )

6
Suction 준비도 의사의 오른쪽에서 준비하여 ON 되도록 한다.

삽관 시는 시술자의 오른손에 E-tube를 건네주어 시술자가 하도록 한다.

7
간호사는 소생술 동안 환자 활력징후를 감시 관찰 및 기록

기관 삽관 후 E-tube의 위치를 확인 (윗니기준으로 21~23cm 정도) 

8
정맥로 확보하고 수액을 투여한다. 사지에 확보하도록 한다. - 중심 정맥술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한다.

9
약물은 의사의 지시대로 준비하여 사용하고 모든 소생술 후에는 기록을 철저히 하고 

뒷정리를 잘하여 다음 소생술을 대비한다.

10 소생술 후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를 준비

  



  10. 산소기구

 1) Ambu bag :수동 소생백은 숨을 들이마시는 힘이 약한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① 마스크를 코와 입에 씌운 후 상기도로 산소를 공급한다.

  ②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속기를 기관내관이나  기관 절개관에 끼운다.

  ③ 심폐소생술시 보통 사용하고 흡인중 과다 팽창이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한다.

 2) Bag valve mask: 호흡이 없는 경우 사용하며 Intubation전이나 실패 시 사용   

   마스크의 크기는 각각 다르며 Reservior Bag 사용 시 90~100%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 성인용 Bag : 1600ml volume을 공급.

    • 한 명이 Bag 조작시 800ml의 volume을 공급. 

    • 분당 6L/분 이상의 산소공급으로 60%이상의 산소 농도로 시작하여 

      분당 10L/분에서는 100%산소 공급 가능. Face sealling이 중요하다.

 Ambu bag Bag valve mask

★  사용방법

 1) 산소 유량을 reservoir bag에 연결한다. 

 2) 10-15L/min으로 산소 유량계를 튼다.

 3) mask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목은 과 신천 되고 코 위로 마스크의 윗부분을 

   놓는다.

 4) 턱과 아래 입술 사이에 mask의 저부를 위치시킨다.

 5) 무호흡 상태인 대상자를 위해 bag을 매 5초마다, 소아는 매 3초마다 누른다.



 6) 대상자가 자발 호흡이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호흡이 있을 때 동시에 누른다.

 7) 흡인 하면서 과산소화를 위해 흡인 전 후 3-5회 bag을 압박한다.

 8) bag압박 시 대상자의 가슴부위가 오르내리는 것을 관찰한다. 

 9) spo2 monitoring 한다.

■  Bag valve mask  사용 방법  

 

           1인 조작 시                            2인 조작 시

3) 구인두 Airway : oropharyngeal

    • 혀가 인두(pharynx)의 뒷벽으로 밀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 인두의 흡인을 용이하게 한다.

    • 기관 내관을 환자가 깨물어서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oropharyngeal Airway                         Bite block



4)T-piece  : adapter는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이 있으면서  자발적 호흡이 있는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① 고농도의 습도와 산소는 기관의 넓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② 배출된 가스는 열려진 저장 관을 통해 배출된다. 

                                    

  

5) 후두경 ( Laryngoscope )

      •기관내관 삽입 시 성문 (glottis)을 노출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6) 산소와  흡인기   : 산소 흡입 ( inhalation)은 호흡 장애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성도 따르므로  안전하고  

    적절한 산소흡입을 하여 대상자의 건강회복을 돕는다.

     • 혈중 저산소증(hypoxemia)을 치료하가 위함이다.

     • 혈중 산소 분압을 50~60mmHg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산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입하기 위함이다.

  



7) 흡인기와  비 인두 기관 카테터

  : 흡인 (suction) 은 3경로, 즉 비인두, 구강,기관으로 카테터를 주입하여 흡인기에 

의해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이물을 제거시켜 기도를 유지한다

       •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한다.

       • 점막을 자극시켜 기침을 촉진한다.

       • 검사물 채취 시에 한다.

       • 산소,탄산가스 교환을 증진한다.      

  

11. Endotracheal Intubation

  1) 적응증

      1) 인공호흡과 산소공급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유지 방법

      2) 기도유지가 안될 때 환자와 Oxygenation이 안될 때

      3) 환기가 안될 때

      4) 90%이상의 산소사용으로 산소포화도가 90%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2) 준비물품

 ① Endotracheal tube (성인여자 7.5-8.0Fr, 성인남자 8.0-9.0Fr)

   • 삽입깊이 : 윗니 기준으로 22- 23cm

   • 삽입깊이 : 삽입tube크기X3cm 또는 12+나이/2cm

 ② Laryngoscope



 

 ③ Stylet

  • 튜브의 굴곡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

  • Tracheal 손상 방지를 위해 외부가 플라스틱 코팅 처리되어 있다.

  • 삽관 시 튜브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튜브보다 1.5cm(1/2inch) 짧아야한다.

  ④ 100%산소와 연결된 Bag valve mask

  ⑤ 멸균장갑, Mask

  ⑥ 10cc 주사기, 수용성 윤활제

  ⑦ 1/2 inch silk 반창고

  ⑧ oropharyngeal airway 또는 bite block

  ⑨ 흡인장치

  ⑩ 청진기



3) 삽입방법

 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② 환자자세(sniffing position)을 취해준다. 

 ③ 의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한다. 필요시 구강 흡인을 한다. 

 ④ 3-5분 동안 100%산소와 연결된 bag valve mask로 preoxygenation 시킨다.

 ⑤ 필요한 경우 미리 투약한다. 

 ⑥ 왼손에 후두경을 쥐고 오른손으로 crossed finger로 환자의 입을 벌린다. 

 ⑦ Blade를 환자의 입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넣으면서 이때 blade로 혀를 왼쪽으로 

민다.

 ⑧ 성문이 보일 때 까지 후두경 손잡이를 들어올린다. 

    (Sellik's maneuver사용) 

Blade로 혀를 밀어 올린다. 성문(Epiglottis)이 보인다.

 ⑨ tube를 구강 오른쪽에서 성대를 통과하여 부드럽게 cuff가 안보일 때까지 

삽입한다. 

 ⑩ tube가 제대로 들어가면 왼손으로 Stylet과 후두경을 빼는 동안 오른손으로 

tube를 단단히 잡고 있는다. 

 ⑪ cuff를 5-10cc의 공기로 부풀린다. 

 ⑫100%로 산소를 bagging하는 동안 tube의 위치를 확인한다. 

 ⑬bite block이나 oro pharyngeal airway를 삽입한 뒤 tube를 고정한다. 

 ⑭ X- ray 촬영으로 tube의 위치를 개방한다. 

4) 삽관 후 확인

  ① 1차적 확인법 

     - 상복부를 청진, 잘못 삽입 된 경우 부글거리는 소리가 청진됨



1. Laryngoscope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2. Endotracheal tube를 

  강내로 밀어넣는다.

3. 윤상연골을 압박하여 성문을 

   개방한다.

4. Stylet을 빼고 balloon을 

   시켜 고정한다.

5. Ambu bagging하면서 

  청진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6. 위치가 확인 되었다면

   반창고로 고정한다.

• 청진부위 : stomach apex axillary, 

      흉부의 양쪽 폐 Lateral mid  axillary, anterior chest를 청진

  ②  2차적 확인법 

    - EADO CO2 Detectors : 기도 삽관시 연결하는 감지되는 CO2의 양으로 check되

는 것과  농도로 check되는 것.  반응이 없으면 식도삽관으로 본다. 

< 기관 삽관의 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