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CAST간호

1. 정의

 - 정복을 한 후에 골절편의 고정을 위해 사용한다.

 - 석고붕대는 바낭고나 유리섬유 (물에서 활성화되는 폴리우리탄 수지를 여러 겹

으로 겹쳐 만든) 붕대로 신체 부위의 모양에 따라 굳어져서 부위를 고정시키는 

도구이다.

2. 목적

 - 골절 정복 및 고정

 - 변형의 예방 및 고정

 - 관절의 지지와 안정

 - 동통의 효과적

3. 종류

1) Short arm cast

 - 요골 또는 척골의 원위부 골절에 시술한다.

 - 손가락 마디 관절의 손상이 된 손가락뼈의 골절이 함께 있을 때는 손가락 부목

을 대주어 short arm cast 와 연결한다.

2) Long arm cast

 -요골 및 척골 골절, 기타 주관절 주변의 골절, 손목 인대의 손상, carpal bone의 

경미한 골절을 치료 할 때 쓰인다.

Short arm cast 

   

  Long arm cast



3) Spica cast 

- 둔부나 어깨 부위에 적응한다. Spica 란 8자형으로 교차된 형태라는 뜻에서 유래

된 말로 몸통과 사지의 주요부분을 함께 고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① Shoulder spica cast

 - 어깨의 spica cast는 body jarket과 long arm cast를 병용한 것으로 어깨 관

절이나 상완골 골절, 팔굽 관절의 손상, 어깨관절의 탈구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

용된다.

② Hip spica cast

 - Hip spica cast는 유두선 아래에서 손상 받은 쪽 하지전체(발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를 석고붕대로 감는 것이다. 둔부와 회음부위의 청결을 위해 창구를 낸다. 

이 석고붕대는 그 적용부위에 따라 single spica, one and half spica, 

bilateral above knee spica의 세가지가 있다.

  Hip spica cast는 선천적 대퇴관절 탈구나 대퇴관절 및 무릎관절의 재건 수술

후에 수술부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골반이나 대퇴관절, 대퇴골절의 고정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③ Thumb spica cast

- 팔꿈치 아래에서 엄지손가락까지 석고붕대를 하고 엄지손가락 끝만 노출시킨다. 

이는 손목뼈의 골절이나 손가락골절, 인대와 관절의 손상에 대한 치료방법이다.

④ Short leg cast

발목이나 발에 골절이 있을 때 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 감는 형태이다

발가락을 노출시켜서 감각, 운동정도, 순환상태를 관찰한다. 체중부하가 허용

되는 경우에는 쇠로된 보행용 뒤 축을 만들어서 대어준다



발목관절은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뒷꿈치가 해부학적 정상위치가 되도록 고정

한다. 특히 하지석고붕대인 경우 비골근 신경(peroneal nerve)의 압박은 수족

(foot drop)의 원인이 되므로 관찰이 중요하다

short leg cast를 변형하여 무릎 위까지 cast를 높게 하는 경우를 patella 

tendon weight bearing cast라고 하며 이는 경골이나 비골의 경한골절에 사용

한다.

⑤ Long leg cast

- 발부분의모양은 Short leg cast와 비슷하다. 무릎관절을 지나서 샅부위까지 석고

붕대로 고정한다. 이때 체중부하가 필요하면 보행용 뒤축을 대어준다

무릎관절이나 대퇴하부의 심한골절이나 경골, 비근골, 발목뼈의 경미한 골절에 

쓰인다.

- LLS와 cylinder splint와 병행

Thumb spica

   

< Short leg cast >

< Long leg cast >



⑥ cylinder cast

 슬개골 골절과 Osgood-schlter씨병 등에 시술한다.

4. cast의 장점

_ 각 환자에게 맞게 만들어져 있어 편안하게 꼭 맞는다

_ 지정된 부위를 완전히 고정하여 환자가 제거할 수 있다.

_ 어떠한 기형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 비교적 값이 싸고 무게가 가벼우며,cast를 하는데 많은 기구가 필요 없다.

- 잘 맞추면 별 불편 없이 장기간 착용할 수 있다.

5. Cast의 합병증

-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부종으로 인한 혈액순환부족이나 신경압박은 

사지손상을 초래함

- 석고붕대 압력으로 인해 괴사, 욕창, 종창, 신경마비를 유발 할 수 있다

- 혈전 색전증, 지방색전

6. cast건조

_ cast는 수분이 증발되므로 차차 건조해진다.

- 건조되는 시간은 24-48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은 cast에 금이 가거나 부러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cast는 cast의 굴곡에 따라 베개로 잘 괴어주어 처음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르도록 한다.



- cast는 홑이불이나 담요를 덮지 말 것이며 필요하면 크래들을 사용하고 그 위에 

덮어준다.

7. cast제거 후 부종에 대한간호

- 하지를 몸보다 높이고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걸치지 말고 발의자를 댄다.

- 간격을 두고 낮 동안이라도 하지를 상승시켜 부종을 방지한다.

- 신축성 있는 붕대(Ace Bandage)를 매어서 부종을 내린다.

8. cast 하는 방법

  ① 개봉 후 상온 물에20-30초 제품이  잠기도록 담근다.

  ②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볍게 짜낸 후 타월로 앞, 뒷면을 잘 닦는다.

  ③ 환부에 성형 후 붕대로 감아 고정한다.

  ④ 위의 과정 소요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9. splint

1) splint의 목적

- 약한 관절을 지지, 통증완화,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swelling이 심한 대상자에게 보통 석고붕대나 scotch cast하기 전 단계로 사용

2) splint종류

 ① Finger splint

 적용-지골골절과 추지 등에 적용한다. 지골골절 시는 약1개월, 추지는 약2-3

개월 적용한다. 과다신전으로 인한 혈액 순환장애가 있는지 사정한다.

② Thumb spica splint

  적용 - 수근부와 모지를 동시에 고정하는 splint로 제1중수 지관절이 고정되도록 

한다.  약2주간 고정한다.



③ Short arm splint

적용-수부의 골절과 인대손상, 외관절의 염좌, 전박부의 골절과 손상 등에 적용

하며 부종이 심할 경우 혈액순환 상태를 보기위해 손톱을 자주 관찰하고 항상 

팔을 올리고 있도록 한다

④ Long arm splint

 적용 - 전박부 골절, 상완골 과상부골절, 주두골절, 주관절 탈구등에 적용한다

        약6주간 적용한다

    

⑤ Sugartong  splint

  적용 - 요골과 척골의 동시 골절시 도수 정복 후에 시행한다

         2주 정도후 cast로 교체해준다   

⑥ Short leg splint

   적용 - Ankle sprain, 족부의 골절에 적용한다, 족부의 부종이 빠지도록 상승시

킨다.

     



⑦ Long leg splint

적용 - 하퇴부의골절, 슬개골 골절및 슬관절 주위의 인대 손상,대퇴부 원위부 골절

등에 시행 뒤꿈치와 비골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pad를 충분히 대어준다

 Leg elevation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