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한하고는 응급처치 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설명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응급상황에서의 업무 역할

   ① 의사 1

    ✓ 먼저 기도유지와 기도 확보를 실시한다.

    ✓ 정맥주입을 위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다.

    ✓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 2

    ✓ 환자의 상태를 즉각 사정하고 투약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 환자상태에 따라 약물, 수술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③ 의사 3

    ✓ 흉부 압박술과 심실세동 제거를 실시한다.

   ④ 간호사 1

    ✓ 심폐소생술에 대한 투약과 Procedure를 돕는다.

   ⑤ 간호사 2

    ✓ 약물의 투여시간 및 환자상태에 대한 시간을 기록하고 검사결과 등을 챙긴다.

   ⑥ 간호사 3

    ✓ 지시된 물품을 신속하게 준비 응급상황에 따른 협조를 한다.

  (1) 투여 중인 약물 또는 항원을 즉시 제거한다.

  (2)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3) 앙와위로 눕히고 산소를 공급한다.

  (4) 활력징후와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 한다.

  (5) 의사 처방하에 제일 먼저 1:1000 epinephrine 0.2~0.5㎖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고, 

   심한 경우 20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한다.

  (6) 정맥 수액요법으로 혈압을 유지시킨다. 적절한 혈압유지는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중요

   하다.

  (7) 저혈압시 Dopamine을 투여한다.

  (8) 항히스타민 치료는 epinephrine 투여 후에 준다.

  (9) 호흡부전인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한다. 만약 심한 후두부종으로 기관내 삽관이 어

   려운 경우는 기관절개술이 요구된다.

  (10) 정맥조영제 사용 전 예방차원으로 Prednisone(or hydcortitione) 항히스타민을 시행

   하기 1시간 전에 투여할 수 있다.

  (1)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inappropriate extubation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2)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로 진정시킨다.



  (3) 필요시 억제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억제대를 적용한다. 억제대를 적용한 경우 주기적

   으로 억제대 적용 부위의 피부상태, 순환 등을 관찰한다.

  (4) 비정상적으로 발관이 된 경우 산소마스크 또는 ambu bag으로 산소를 흡인 시키면서

   호흡을 유지한다.

  (5) 환자 상태를 관찰, 확인하며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재 삽관 준비를 한다.

  (1) 기종별 인공호흡기 사용을 숙지하고 calibration이나 test를 한 후 사용한다.

  (2) 인공호흡기의 설정 요소를 확인한다.

  (3) 인공호흡기의 각종 알람 설정을 확인하여 문제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공호흡기 튜브의 연결부위가 빠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확인한다. 

   가습기의 온도, 가습기의 물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부족하면 채운다.

  (5) Ambu bag은 항상 침상가에 비치해둔다.

  (6) 정전, 가스 차단시 각 기관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한다. 내부 배터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는 주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산소를 공급하며 ambu bagging을 하고

   전기공급이 복원되면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한다.

  (7) 산소 등의 가스가 차단된 경우는 ambu bagging을 하고 기관실에 급히 연락하고 고

   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환자는 portable O₂tank를 준비하고 산소를 연결하여 ambu 

   bagging을 한다.

  (8) 인공호흡기 기계의 오작동일 경우 즉시 ambu bagging하고 기계를 교체한다.

  (9) 인공호흡기 튜브로 인해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무거운 

   인공호흡기 튜브는 당겨지지 않도록 지지대(support arm)에 걸어 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