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체온

   심부 체온을 재는 방법은 다양하다. (구강, 액와, 항문)

   ① 체온계의 종류

      

   ② 액와 체온 측정 방법                

      

      

   ③ 전자 체온계

    빠르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덮개가 있다. 

   ④ 고막 체온계

    고막의 적외선 방출을 감지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구강 체온계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고 

   비침습적이어서 안전하고 손상이나 교차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⑤ 고막 체온 측정 방법

      



   ⑥ 고막체온 측정 금기 대상자

    a. 귀수술 후 회복중인 대상자

    b. 귀에 감염이 있는 대상자

    c. 귀로 뇌척수액이 흐르는 대상자

  (2) 맥박

   ✓ 말초 맥박을 촉진하면 심박수와 리듬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세 손가락의 끝의 면을 이용해서 촉진한다.

   ✓ 촉진하여 리듬이 일정하다면 30초 동안 맥박수를 측정해서 2배 한다. 

   ✓ 횟수, 리듬, 강도, 탄력성을 사정한다. 

   ✓ 정상 횟수는 60-100회/min 정도이며,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르다. 

   ① 요골동맥                               ② 경동맥

  



     ③ 족배동맥                             ④ 후경골동맥

  

     ⑤ 대퇴동맥

    

   

      ⑥ 심첨맥박

      

   ⑦ 유의사항

   ✓ 드레싱, 석고붕대, 수액요법 때문에 요골맥박 측정이 어려우면 심첨맥박을 재도록 한다.

   ✓ 요골맥박이 불규칙하면 심첨맥박을 잰다.

   ✓ 맥박이 불규칙하면(서맥, 빈맥) 1분 동안 측정한다. 



  (3) 호흡

   ❑ 정상적인 호흡은 안정되고 규칙적이고 자동적이며 조용하나, 호흡수 측정을 인지하게 

     되면 호흡양상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맥박 측정 자세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서 

     측정한다. 

   ❑ 30초 또는 1분 동안 충분히 측정한다. 

   ❑ 유아나 아동의 호흡은 성인보다 빠르며 운동시나 불안할 때 증가한다. 

   ❑ 성인은 12-20회/min이며, 소아 : 20-30회/min 정도이다. 

    ① 유의사항

    ✓ 흉곽의 대칭성, 호흡음, 피부색, 얼굴표정, 의식정도 등을 관찰

    ✓ 소아는 수초 동안 천천히 숨을 쉬다가 갑자기 빨리 숨을 쉬기도 한다.  

    ✓ 불규칙하면 반드시 1분 동안 측정한다. 

  (4) 혈압

   ❑ 심장주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좌심실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가장 높은 압력인 수축기압

     과 탄력반동 또는 안정 혈압으로 각각의 수축 사이에 혈액이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이완

     기압이 있다. 

   ❑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맥압 이라한다. 

   ❑ 혈압은 연령, 성별, 인종, 체중, 운동, 정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며 정상은 120~80mmHg

      이하이다.

  

  

  



   ① 유의사항

   ✓ 너무 좁은 커프기는 측정치를(높게)하고 

   ✓ 너무 넓은 커프기는 측정치를(낮게)한다.→ 상박의2/3를 덮게

   ✓ 혈압 측정시 높은 압력은 혈액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수액요법을 받지 않는 

      쪽, 손상이나 질환이 없는 쪽을 선택한다.  

 (5) 주의사항

  ① Mastectomy, 팔이나 어깨수술, 투석환자의 Arteriovenous Fistula 등의 경우 해당

     되는 팔은 측정하지 않는다.

  ② 고혈압 환자에게 양팔을 측정하였을 경우 더 높은 결과를 사용한다.

  ③ 고혈압의 분류(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구분 Systolic (㎜Hg) Diastolic (㎜Hg)

정상

High normal

Hypertension Stage Ⅰ/ mild

Stage Ⅱ/ moderate

Stage Ⅲ/ severe

Stage Ⅳ/ very severe

< 130

130 ∼ 139

140 ∼ 159

160 ∼ 179

180 ∼ 209

≥ 210

< 85

85 ∼ 89

90 ∼ 99

100 ∼ 109

110 ∼ 119

≥ 120

  ④ 혈압측정시 나타나는 오류

실제보다 혈압이 높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낮은 경우

Cuff의 크기가 너무 좁을 때

팔이 심장높이 보다 낮을 때

등이 지지되지 않았을 때

바닥에서 발이 들렸을 때

Cuff를 느슨하게 감았을 때

혈압계 눈금이 눈높이 보다 높게 위치할 때

Cuff의 공기를 빨리 뺄 때(이완기압이 높게 측정)

Cuff의 공기를 천천히 팽창시킬 때

(이완기압이 높게 측정)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을 때

혈압계 눈금이 눈높이 보다 낮게 위치할 때

Cuff를 조이게 감았을 때

Cuff의 공기를 너무 적게 팽창시켰을 때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

Cuff의 공기를 빨리 뺄 때

(수축기압의 낮게 측정)



  (1) 신장과 체중

   신장과 체중은 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반영한다. 특히 체중은 체액의 손실과 정체

  를 반영하므로 체액균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① 준비물품 : 신장계, 체중계, 필기도구

   ② 방법

방법 근거 및 주의점

·신장의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체중은 동일한 체중계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옷을 입고 측정한다.

·신장과 체중은 표준화된 평균체중과 비교

  하여 영양상태와 일반적 건강상태를 사정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표준체중(ideal body weight : IBW)

   연령, 성별과 신장에 기초하여 기대되어지는 체중을 말하며 이상체중보다 낮은 체중은 

  영양부족을 의미한다.

방법 근거 및 주의점

<Broca법> <%IBW 평가>

키 IBW 계산 %IBW 평가

160㎝이상 (키-100)*0.9 70% 미만 심한 저체중

150~160㎝미만 (키-100)/2+50 70~80% 미만 중정도 저체중

150㎝미만 (키-100)*1.0 80~90% 미만 경한 저체중

 * 이상적인 체중 백분율(%IBW)

  : 현재 체중/이상적인 체중 * 100

90~110% 미만 정상

110~120% 미만 과체중

120% 이상 비만

  (3) 체질량 지수(Body Mas s Index : BMI)측정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체질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신장에 대한 체중의 비율이다.

방법 근거 및 주의점

BMI=체중(㎏)/신장(㎡)

BMI 평가

18.5 미만 저체중

18.5~23 미만 정상

23~25 미만 과체중

25 이상 비만

35 이상 고도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