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① 폐포 내 산소분압을 증가시켜 저산소혈증 개선

   ② 폐포 내 산소분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흡작업량(breathing work) 완화

   ③ 동맥혈 산소분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심근작업량(myocardial work) 완화

  (2) 적응증

   저혈압, 고혈압, 빈호흡, 청색증

  (3) 합병증

   흡수성 무기폐, 폐 산소중독, 수정체후 섬유증식증, 이산화탄소 중독

  (4) 종류와 특징

종류 장점 단점 유의사항

비강

캐뉼라

·안전하고 간편하다.

·얼굴에 맞출 수 있다.

·저농도(2~5ℓ/분)의 

  산소 공급시 효과적이다.

·활동이 자유롭다.

·값이 싸다.

·40%이상의 산소농도는

  공급할 수 없다.

·비강 폐쇄 환자에게 사

  용 할수 없다.

  (점막 부종 또는 폴립)

·6ℓ/분 이상을 초과시

  두통이나 점막건조를 

  초래할 수 있다.

·쉽게 캐뉼라가 빠질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협조적이어야 한다.

·캐뉼라는 8시간마다 깨끗하

  게 닦는다.

·비강간호를 제공한다.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면 반

  창고로 캐뉼라를 고정한다.

·코 아래와 귀 뒤의 눌리는 

  부위를 점검한다.

·필요하면 거즈를 어준다.

·젤리로 입술과 코를 촉촉

  하게하되, 캐뉼라가 막히지 

  않게 한다.

비강

카테터

·활동이 자유롭다

·안전하게 산소를 공급

  한다. (2~5ℓ/분)

·값이 싸다.

·45% 이상의 산소 농도

  를 공급할 수 없다.

·6ℓ/분 이상을 초과하면

  두통을 초래한다.

·비강과 점막을 건조시

  킨다.

·카테터의 구멍이 분비물

  로 막힐 수 있다.

·쉽게 꼬인다.

·캐뉼라보다 불편하다

·후두개 반사가 결여된 

  환자는 고유량 공급시 

  복부 팽만이 올 수 있다.

·카테터는 8시간마다 교환

  하고 비공도 바꿔준다.

·구강간호를 제공한다.

·반창고로 인한 피부자극을 

  점검한다.

·단기요법시 사용한다.

·젤리로 코를 촉촉하게 한다.

·혼수상태나 상태가 나쁜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사용

  한다.



종류 장점 단점 유의사항

안면

마스크

·고농도의 산소를 효과

  적으로 공급한다.

·코, 입의 점막을 건조 

  시키지 않는다.

·후끈거리고 한정적이다.

 : 피부를 자극한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가 

  필요할 때 꽉 조이게 

  된다.

·식사와 화에 방해를 

 받는다.

·40% 이하의 산소는 공

  급 할 수 없다.

·장기요법 시에 비실용적

 이다.

·COPD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스크와 뼈가 돌출된 얼굴 

  사이에 거즈를 댄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마사지 

  한다.

·2시간마다 얼굴을 씻고 건

  조 시킨다.

·5~8ℓ/분로 용량을 유지한다.

·끈을 너무 조이지 않는다.

·마스크는 8시간마다 닦아 

  준다.

Partial

Rebreathing

Mask

·산소 보유백은 산소농

  도가 높은 환자의 호기

  시 공기를 재호흡 하게 

  한다. 

  이는 환자의 FiO₂를 

  증가시킨다.

·안전밸브는 산소가 떨

  어졌을때 공기를 들여 

  보낸다.

·높은 산소농도를(35~

  60%)효율적으로 제공

  한다.

·습한 산소 공급시 용이

  하다.

·점막을 건조시키지 않

  는다.

·보유백 위에 고무 테두

  리를 면 non-

  rebreathing mask로 

  전환할 수 있다.

·정확한 산소농도를 주기 

  위해 꽉 조이면 불편감

  을 준다.

·식사나 화에 지장을 

  준다.

·후끈거리고 한정적이다.

  :피부를 자극한다.

·bag이 돌아가거나 꼬일 

  수 있다.

·장기요법에는 부적절하다.

·흡기 동안에는 절 로 bag

  의 공기를 모두 빼지 않는다.

 : 필요시 유량을 증가시킨다.

  (6~10ℓ/분 유지)

·bag을 비틀지 않는다.

·실내공기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가지런히 놓

  는다.

·처음에 bag을 부풀리려면 

  환자가 호기시 마스크를 

  씌운다.



  (1) 비강캐뉼라(Nasal Cannula)

    * 준비물품 

      유량계, 증류수, 급습기

      비강 캐뉼라, 거즈

      O₂tank(또는 wall O₂)

업무Flow 이론적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준비물품을 환자의 침상가로 가지고 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산소 투여시 요구되는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산소는 가연성이 높으므로 산소 근처에는 화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전기제품의 이용을 제한한다.

·환자에게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가슴의 확장을 돕고 호흡을 용이하게 한다.

·산소탱크 또는 wall O₂outlet에 산소유량계를 

 꽂고 급습기에 증류수를 넣는다.

·가습된 산소를 공급하여 점막의 건조를 방지한다.

·산소유량계에 연결튜브와 캐뉼라를 연결한 후 

 지시된 속도로 유량계를 조절하여 산소를 주입시

 켜 막힌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흡입 산소농도 : 24~44%

 보통 1~6ℓ/min 속도로 주입한다.



업무Flow 이론적근거

·환자의 비공에 캐뉼라를 삽입하고, 귀 뒤에서 

 턱밑에 조절하거나 상자의 머리둘레에 맞춰 

 조절한다.

·필요한 경우 캐뉼라와 피부가 닿는 곳에 거즈를 

 준다.

·안색, 호흡상태, 불편감 등 산소에 한 반응을 

 사정하고 캐뉼라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상태에 따라서 15~30분 정도 관찰하고, 후에는 

 규칙적으로 활력증후, 안색, 호흡양상, 흉곽운동 

 등을 사정한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확인한다.
·안전수칙

 * 상자의 방문, 침 , 발치나 머리쪽 산소기기에 

  “금연(산소사용중)” 등의 주의 표지판을 이용

   한다.

 * 상자나 방문객에게 산소 사용시 흡연의 위험에 

  해 설명한다.

 *면도기, 보청기, 라디오, TV, 전기담요들의 전기

  도구를 사용할 때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용한다.

 *기름, 알코올, 에테르 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상자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산소주입 양과 급습기의 증류수 양을 매 duty때

 마다 확인한다.

·규칙적으로 저산소증의 증상을 관찰한다.

  (빈맥, 착란, 호흡곤란, 불안, 청색증 등)

·비공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다.

·산소주입 시작시간과 산소주입량, 환자의 반응을 

 사정하고 기록한다.



  (2) 산소 마스크 (Qxygen Mask)

    * 준비물품

      유량계, 증류수, 마스크

      거즈, 급습기, 

      O₂tank(또는 wall O₂)

업무Flow 이론적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준비물품을 환자의 침상가로 가지고 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산소 투여시 요구되는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산소는 가연성이 높으므로 산소 근처에는 화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전기제품의 이용을 제한한다.

·환자에게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가슴의 확장을 돕고 호흡을 용이하게 한다.

·산소탱크 또는 wall O₂outlet에 산소유량계를 

 꽂고 급습기에 증류수를 넣는다.

·가습된 산소를 공급하여 점막의 건조를 방지한다.

·산소유량계에 연결튜브와 캐뉼라를 연결한 후 

 지시된 속도로 유량계를 조절하여 산소를 주입시

 켜 막힌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흡입 산소농도 : 30~55%

 보통 6~10ℓ/min 속도로 주입한다.

·마스크가 상자의 코와 입을 덮도록 한다. 

 마스크가 얼굴에 편안할 뿐만 아니 꼭 맞게 고정

 되기 위해 탄력 있는 끈으로 마스크를 조절한다.

·느슨하거나 적절치 않은 마스크 사용시 산소가 

 누출되고, 치료 효과가 감소한다.



업무Flow 이론적근거

·귀 뒤나 뼈 돌출 부위 밴드에 거즈를 댄다.
·마스크로부터의 자극과 압박을 경감하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안색, 호흡상태, 불편감 등 산소에 한 반응을 

 사정하고 마스크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마스크는 질식의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자주 관심을 보이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태에 따라서 15~30분 정도 관찰하고, 후에

 는 규칙적으로 활력증후, 안색, 호흡양상, 흉곽

 운동 등을 사정한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확인한다. ·안전수칙

 * 상자의 방문, 침 , 발치나 머리쪽 산소기기에

 “금연(산소사용중)” 등의 주의 표지판을 이용

  한다.

 * 상자나 방문객에게 산소 사용시 흡연의 위험에 

  해 설명한다.

 *면도기, 보청기, 라디오, TV, 전기담요들의 전기

  도구를 사용할 때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용한다.

 *기름, 알코올, 에테르 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상자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산소주입 양과 급습기의 증류수 양을 매 duty때

 마다 확인한다.

·규칙적으로 저산소증의 증상을 관찰한다.

 (빈맥, 착란, 호흡곤란, 불안, 청색증 등)

·비공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다.

·산소주입 시작시간과 산소주입량, 환자의 반응을 

 사정하고 기록한다.

  (1) 감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구는 소독된 것을 사용한다.

  (2) 산소는 가연성이 높으므로 산소근처에는 화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전기제품의 이용을

   제한한다.

  (3) 호흡기 점막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가습된 산소를 공급한다.

  (4) 산소중독증에 해 잘 이해하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한다.



  (1) 산소독성(Oxygen toxicity)

   ① 산소를 투여한 시간과 양에 비례한다.

   ② 보통 24~48시간 이후 발생한다.

   ③ 흡입되는 산소가 60%이상 지속될 때 발생한다.

  (2) 무기폐(absorption atelectasis)

   ① 고농도 산소 흡입의 결과로 폐포 허탈이 발생한다.

   ② 질소가 산소로 치되어 폐포 내에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만 존재한다.

   ③ 기도 폐색이 일어나면 산소는 폐포 혈액으로 흡수되고 폐포는 허탈된다.

  (3) 수정체 후부 섬유증식증

   ① 미숙아에서 고농도 산소 치료시 발생한다.

   ② 혈중 산소압력이 200㎜Hg가 되도록 산소에 노출된 경우 수정체 뒤 부분에 섬유화 

    변화가 일어나 빛이 통과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시력이 상실된다.

  (4) Respiration Depression

   ① 산소투여 동안 호흡부전, 졸음, 혼수가 일어난다.

   ②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 일어난다.

  (5) 합병증 예방

   ① FiO₂0.4~0.5로 유지하고, 100% 산소의 노출은 연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24시간 

    이하로 한다.

   ② 적절한 Hb 농도, 심박출량 유지, 적절한 호흡 유지, 수분 전해질 균형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