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① 구강, 비강이 분비물로 인해 호흡

  하는 호흡폐쇄 방지

 ② 기침반사 자극

 ③ 기도 청결 유지

 ④ 폐에서의 효율적 가스교환 도모

(2) 적응증

 기침을 할 수 없는 환자,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 호흡시 잡음이 있는 환자

(3) 합병증

 저산소혈증, 무기폐, 미주신경자극

 (심실 빈맥, 심실세동, 심정지 유발)

  (4) 체위

   앙와위, 반좌위

  (5) 준비물품

   흡인기, 흡인 튜브, 흡인 카테터(성인 12~16Fr. 소아 8~10Fr.) 일회용 장갑, 설압자

   (또는 개구기), 거즈, 일회용 멸균생리식염수 20㏄ pack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방법에 해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

 이다. 흡인시 기침, 연하, 재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의식이 있는 경우 목을 과신전 시키고 의식이 

 없는 경우 설압자를 넣은 뒤 머리를 옆으로 돌려 

 뒤로 젖히거나 측위에서 간호사와 얼굴을 마주보

 게 한다.

·카테터 삽입을 용이하게 하여 분비물의 흡입을 

 방지한다.

·흡인기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적당한 압력으로 조

 절기를 돌려 조절한다.

·음압은 안전한 수준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흉 발생의 위험이 있다.

 *영아 : 50~95mmHg, 아동 : 95~100mmHg

  성인 : 110~150mmHg

·일회용 멸균생리식염수 20㏄ pack을 개봉한다.

·일회용장갑을 착용한다.

 카테터를 조정하는 손은 계속 무균 상태로 유지되

 어야 한다.

·흡인은 미생물이 기관지로 들어 갈 수 있는 원

 인이 되므로 무균술이 요구되며 감염에 민감한 환

 자나 쇠약한 환자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흡입 카테터를 흡인튜브에 연결한다. ·멸균상태를 최 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삽입길이를 측정한 후 카테터 끝을 생리식염수에 

 담근다.

·삽입 길이는 환자의 코에서 귓불까지로 약13㎝

 이다.

·연결관의 구멍을 엄지로 막고 생리식염수를 한번 

 통과시킨다.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키는 이유

 *카테터의 기능 확인

 *카테터 바깥면을 적셔서 윤활 역할로 카테터 

 삽입시 점막 자극을 최소화 함

 *흡인력을 확인하기 위함

·비인두 흡인시 엄지손가락을 출구에서 떼고 부드

 럽게 카테터를 한쪽 콧구멍으로 삽입한다. 이때 

 비강을 따라 진입하면 막힌 경우 다른 쪽으로 다

 시 시도한다. 저항감이 느껴질 때는 억지로 무리

 하게 밀어 넣지 않는다.

·삽입 중에 흡인력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점막 

 손상이 방지된다. 비강 아래로 카테터가 진입하면 

 비강개(nasal turbinates)와 마주치지 않는다.

·구강 인두 흡인 시에는 구강 내 한쪽으로 카테

 터를 삽입한다.

·gag reflex를 방지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연결관의 구멍을 막아 흡인을 한다.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5~10초 동안 흡인

 한 후 손가락을 구멍에서 떼고 카테터를 제거한다.

·부드럽게 돌림으로 호흡점막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회 흡인 시간은 10~15초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2~3분 쉬었다가 다음 흡인을 시행한다.

·과도한 흡인은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흡인 후 생리식염수에 카테터를 통과시키며 필요

 하다면 다시 흡인을 한다.

·분비물로 카테터가 막힐 수 있으므로 생리식염수

 의 통과로 카테터의 개방성을 유지한다.

·흡인 사이에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하도록 

 격려한다.

·기관지의 분비물을 인두로 이동하도록 하여 흡인

 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흡인 후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킨 후 카테터의 분비

 물을 제거하고 남은 생리식염수는 모두 흡인한다.

·세균 감염방지를 위함이다.

·카테터와 흡인튜브를 분리시킨 후 분리한 카테터

 를 버린다.

·흡인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일회용 장갑을 안쪽이 바깥으로 오게 뒤집어 

 벗고 흡인기를 잠근다.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환자의 입과 코를 닦아주며 다음 흡인을 위해 

 흡인 기구를 정돈한다.

·손을 씻는다.

·환자의 호흡상태, 분비물의 색깔, 양, 냄새, 양상 

 등을 관찰 기록한다.



  (1) 목적

   ① 분비물을 제거하여 하부기도의 개통성 유지

   ② 깊은 기침반사 자극

   ③ 검사용 가래 검체 채취

   ④ 혈액이나 위액이 폐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

   ⑤ 감염과 무기폐 방지

  (2) 적응증 : 스스로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는 환자, 폐렴, 무기폐의 위험이 있는 환자

  (3) 체위

   편안히 누운 자세에서 환자의 머리를 한쪽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약간 들어 올린다. 

   의식이 있는 환자인 경우 반좌위를 취해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 간호사를 향하여 옆으로 

   누인다.

  (4) 준비물품

   흡인기, 흡인튜브,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 20㏄ pack, 일회용 장갑, 휴지, 흡인카테터

   (영아 5~8Fr. 소아 8~10Fr. 성인 12~16Fr.)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입원등록확인증을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

 을 직접 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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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인시 기침, 연하, 재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의식이 있는 경우 반좌위나 좌위를 취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얼굴을 마주보는 측위를 

 취하게 한다.

·카테터 삽입을 용이하게 하여 분비물의 흡입을 

 방지한다.

·흡인기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적당한 압력으로 

 조절기를 돌려 조절한다.

·음압은 안전한 수준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흉 발생의 위험이 있다.

 *영아 : 50~95mmHg, 아동 : 95~100mmHg

  성인 : 110~150mmHg

·일회용 멸균생리식염수 20㏄ pack을 개봉한다.

·환자를 과호흡 및 과산소화시킨다. ·흡인시 저산소혈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일회용장갑을 착용한다.

 카테터를 조정하는 손은 계속 무균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한다.

·흡인은 미생물이 기관지로 들어 갈 수 있는 원

 인이 되므로 무균술이 요구되며 감염에 민감한 환

 자나 쇠약한 환자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흡입 카테터를 흡인튜브에 연결한다. ·멸균상태를 최 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연결관의 구멍을 엄지로 막고 생리식염수를 한번 

 통과시킨다.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키는 이유

 * 카테터의 기능 확인

 * 카테터 바깥면을 적셔서 윤활 역할로 카테터 

   삽입시 점막 자극을 최소화 함

 * 흡인력을 확인하기 위함

·흡인시 엄지손가락을 연결관의 구멍에서 떼고 

 기관 내에 7~12㎝정도 부드럽게 카테터를 삽입

 한다.

·삽입 중에 흡인력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점막 

 손상이 방지된다.

·1회 흡인시간은 10~15초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흡인시간 까지는 2~3분 쉬었다가 시행

 한다.

·과도한 흡인으로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흡인 사이에 심호흡과 기침을 권장하거나 chest 

 percussion을 시행한다.

·chest percussion은 분비물의 진동을 일으켜 

 분비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다.

·흡인 후 생리식염수를 통과시킨 후 카테터의 

 분비물을 제거하고 남은 생리식염수는 모두 흡인

 한다.

·카테터 내의 분비물을 제거함으로서 카테터의 

 개방성 유지를 위함이다.

·카테터와 흡인튜브를 분리시킨 후 분리한 카테터

 를 버린다.

·세균 감염방지를 위함이다.

·일회용 장갑을 안쪽이 바깥으로 오게 뒤집어 벗

 고 흡인기를 잠근다.

·흡인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해준다.

·환자의 호흡상태, 분비물의 색깔, 양, 냄새, 양상 

 등을 관찰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