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외과계 진단검사❞



Ⅶ. 신경외과계 진단검사

  (1) 예약이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한다.

  (2) 환자나 보호자에게 검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다.

  (3) 사전동의가 필요한 검사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가임기 여성 환자인 경우,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사라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5)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라면 환자에게 조영제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6) 금식이나 식이제한이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한다.

  (7) 여러 검사를 시행한다면, 검사의 특성과 환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검사 순서를 정한다.

  (8) 검사 후 간호사항을 확인한다.

  (1) 일반촬영(plain, simple X-ray)

   ① 촬영시 금속음영이 찍히지 않도록 촬영 전에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② 예약은 필요 없으며, 영상의학과 접수를 거친 후 순서에 따라 촬영

  (2) 투시 조영(fluoroscopy)

   방사능이 통과하지 못하는 조영제를 사용하여 정상조직과 비정상 조직 사이의 밀도에 따

   른 흡수 차이를 일으켜, 장기 및 해부학적 구조물을 잘 보이게 하는 검사이다.

  (3) 초음파 검사

   인간의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가진 음파를 이용하는 비침습적 검사로, 진단적 정보

   를 얻거나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적 프로토콜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다. 탐촉자에서 발생

   된 초음파가 인체의 조직으로 들어갔다가 밀도의 차이가 있는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되돌

   아오는 것을 영상화한 것으로 신체장기 및 조직의 모양과 위치, 종괴, 부종, 결석 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① 초음파 검사의 종류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neck, breast, thyroid sono ·전처치 없음

kidney-bladder sono

pelvic sono

·금식은 필요 없고 약 900㏄의 물을 먹이거나 소변을 참게 

  하여 방광을 채운 후 실시한다.



   ② 도플러 초음파 검사

    발음체와 관측자가 상 적으로 가까워질 때는 주파수가 증가하여 높은 소리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반 로 낮게 들리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혈류의 존재, 방향 및 속도 

    등을 측정한다. 말초 정맥이나 동맥의 폐쇄성 질환을 진단하고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

    고, 뇌혈관계의 혈관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금기나 진단적 검사와 관련된 합병증은 

    없다.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뇌혈류 초음파 검사

(TCD)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혈관 속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

·뇌혈관 질환, 외상성질환, 뇌종양

·특별한 준비과정은 필요 없음 

·검사 소요시간은 30분정도

·검사 동안 움직일 수 없음

적외선 체열 검사

(DITI) ·인체의 피부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

  하여 인체의 통증 부위 및 기타 질병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

  를 컴퓨터가 컬러 영상화 한 것

·특별한 준비과정 필요없음

·검사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아야 함

·로션이나 연고삼가, 음주나 흡연 등은 촬영에 이상체온을 

  나타냄

·수액line제거, 피부를 자극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를 피함

  (4)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회전하는 X선관과 검출기를 이용해 인체내부를 단면(transverse plane)으로 잘라내어 

  영상화하는 장치로서 신체조직을 통화하는 방사선의 흡수율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음영이

  나 색채로 표시된 것에 의해 각 장기질환의 진단 및 병변을 식별하는 비침습적 검사 방법

  CT 영상은 일반 X-선상에서 볼 수 없었던 연부조직(혈액, 뇌척수액, 회질, 백질, 종양 등)의 

  작은 차이도 기록할 수 있으며, 얻어진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낼 수

  도 있다.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컴퓨터 단층촬영

(CT)
·회전하는 X-선관과 검출기를 이용해 인체 내부를 단면으로

  잘라내어 영상화하는 장치, X-선에서 볼 수 없었던 연부조직의

  작은 차이도 기록하고 3차원 영상도 재구성할 수 있다.

·뇌질환, 복부질환, 척추질환, 흉부 및 폐질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의 경우 혈관주사 후 검사

·복부 검사시 6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

·검사 소요시간은 평균 15~30분정도 소요

·임사부는 검사 할 수 없음(응급상황 제외)

·조영제 부작용 주의

  (5)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인체를 강력한 자기장 속에 눕힌 후 수소원자핵만을 공명시키는 고주파를 순간적으로 발

  사했다가 중단하면 수소원자핵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며, 이 신호를 받아 컴퓨터로 영상을 

  구성하는 비침습적 검사

   ① 특징

    a. 장점

     · 비전리 방사선인 고주파를 사용하므로 인체에 끼치는 방사선 피해가 없다

     · 조영제 없이 비침습적으로 혈관검사 가능(MR angiography)

     · 조영제는 10~20㏄ 정도를 사용하므로 CT 조영검사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적다.

       (검사에 따라 조영제 동의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 해상도, 조도가 높다.

     · 연부조직 분석이 월등하다.

     · 다방향의 단면(transverse, coronal, sagittal plane)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CT나 초음파는 형태학적 변화를 진단하는 방법임에 비하여 MRI는 그 이전의 사 

      또는 기능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b. 단점

     · 위장관계 검사는 불가능

     · 상태 좋지 않은 환자, 금속 부착 환자(pace maker 등),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검사하지 못함

     · 검사시간이 길다.

     · 장비가 고가이며 설치하기 어렵다.

     · 검사 비용이 비싸다.

   ② 간호

     · 복부 및 골반 검사는 6시간 전부터 금식

     · 시계, 머리핀 신용카드 등 금속, 자기성 물질을 제거한다.



  (6) 혈관조영검사

   자기 혹은 조직에 분포하는 동맥, 정맥 또는 임파선의 크기, 형태 및 폐쇄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 검사할 혈관이나 맥관계에 요오드화 조영제를 주사한 후 빠르고 연속적인 X선 

  촬영을 하여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질환의 진단 또는 혈관과 연관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① Angiography(혈관조영술)

     · Arteriography(동맥혈관조영술)

     · Venography(정맥혈관조영술)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검사 전/후 간호

Cerebral

Angiography

(뇌혈관 조영술)

· 퇴동맥, 경동맥, 상완

 동맥을 통하여 목적하는 

 동맥에 카테터를 접근시킨

 후 조영제를 주입 하면서 

 뇌혈관, 경동맥, 척추동맥

 등 을 촬영한다.

❑ 검사 전
 ·MNNPO

 ·skin pre(제모)

 ·Lt. arm 18G IV

 ·모래주머니, 눕는 차

 ·lab 확인

 ·동의서(시술, 조영제)

❑ 검사 후
 ·ABR (시술 사항에 따라 8hr, 

   6hr, 2hr)

 ·오른쪽 퇴동맥을 통해 검사한 

  경우 Rt. leg extension 유지

 · 퇴동맥을 통해 검사한 경우

  dorsalis pedis pulse(DPP) 확인

 ·V/S check

 ·출혈과 혈종 유무 관찰

   ② Vascular intervention

    시술과정은 Angiography와 동일하며 intervention 하는 과정만 삽입되는 것으로서 정

   상 blood flow를 유지하기 위한 procedure와 국소적인 항암치료를 위한 procedure가 

   있다.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간호

Angioplasty balloon, stent를 사용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혀준다.
Angiography와

동일
Embolization coil을 사용하여 bleeding focus를 차단한다.

  방사성 의약품, 영상장치가 부착된 방사능 검출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기관을 영상화

 하여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한 진단검사의 하나이다. 방사성 동위

 원소 투여 후 그 물질의 양과 변하는 정도를 섬광사진기로 스캔하여 검출하는데 방사성 핵



 종과 검사할 장기에 따라 곧바로 시행하거나 몇 시간이 지나서 시행하기도 한다.

  (1) 일반적 주의사항

   ① 검사 후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배출을 위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② 검사 취소할 경우 최소한 24시간이내 검사실에 연락, 전화예약

   ③ 임신부, 수유부 금지

  (2) 검사 종류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Bone whole

body

(Bone scan)

·골에 친화력이 강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맥 내에 주입한 후 이들의 침착 정도

  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동위원소 주사한 후 4시간 후에 검사

·검사 전 준비 없음

·촬영 전에 배뇨하도록 하여 골반영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

Brani SPECT

·뇌와 뇌혈류의 비정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

·방사성 약품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후 5~20분 동안 안정 상태로 있으면 뇌에 

  분포하게 도며, 이후 신체의 움직임을 예방하기 위해 안정제를 투여한 후 머리

  를 고정한 상태에서 촬영한다.

  조명과 렌즈가 달려 있는 관으로 된 기구인 내시경을 통하여 신체의 장기와 인체 내부 구

 조를 직접 볼 수 있다. 내시경은 신체의 개구부나 작은 절개부위를 통해 삽입된다.

  (1) 소화기 내시경

   ✓ 상부 내시경은 반드시 의치를 제거하며 검사 전 장신구를 제거하도록 교육한다.

   ✓ 수면(의식하 진정)으로 검사 시행시 검사 후 SpO₂check, 의식 사정 및 낙상 주의

검사항목 검사 전 간호 방법 및 유의점 검사 후 간호

EGD(위내시경)
·MNNPO

·필요시 수면 내시경

 동의서+눕는 차

·보통 오전에 실시

·검사 후 1시간 금식

 (biopsy 시행시 2시간)
상부 EUS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오후에 실시

PEG

·MNNPO

·Rt.arm 18G IV route

·시술 동의서

·눕는 차+보호자 동반

·premed, anti IV

·신경질환, 위장폐색

 등 연하곤란 환자

 에게 시행

·PEG site관리

·24hr NPO

·protocol 로 feeding

 시작(aspiration 주의)



  (1) 페기능 검사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PFT

(폐기능검사)

·폐기능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검사 중 흉통,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적어 보내고. 검사전후 준비나 예약 필요없다.

·장소 : 진단검사의학과

  (2) 심장기능 검사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EKG

(심전도검사)

·부정맥이나 전도장애,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심근경색, 심실비 와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 또는 약물의 영향 판정, 전해질 불균형 진단

·검사 전/후 준비나 예약 불필요

·응급인 경우 병동에 비치된 EKG로 담당의가 찍는다.

Holter

monitoring

(24시간

심전도 검사)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심전도를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부정맥과 심근허혈 

  진단에 널리 이용

·검사방법 : 중량 500g 정도의 holter EKG를 허리에 차고, 흉부에 5~7개

  의 전극을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생활 중의 심전도를 기록

·환자가 holter EKG를 휴 하는 동안 electrode lead가 유지되는지 관찰

  한다.

·일기책 기록방법과 주의사항에 해 설명해준다.

  (전기담요, 장판, 자석요에서 자지 않도록)

Echocardio

graphy

(2D-echo,

심장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맥관계 질환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시행

·심장내부 구조물들의 크기, 모양, 위치와 움직임 등을 가시화한 것으로 심장

  에 있는 4개의 판막, 양쪽 심실과 좌심방뿐만 아니라 혈류의 속도 등을 검사

·경식도 검사인 경우 검사 전 4시간 금식



  (3) 신경계 검사

검사항목 목적, 방법 및 유의점

Evoked

Potential

(유발전위)

SSEP, VEP

AEP, BAEP

·말초감각수용기, 시각, 청각, 뇌부의 자극에 한 신경계의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여 신경로의 기능을 알아본다.

·환자는 최 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자에 앉은 

  상태로 화면을 보거나, 헤드폰을 통해 전기적 소리를 들으면서 검사를 진행

  하거나 침 에 누운 상태에서 인체를 무해한 전기자극을 손목이나 발목에 

  가하면서 진행한다. 신체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증폭기에 연결하여 측정

  한다.

EMG/NCS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근육병증, 신경병증, 중증 근무력증 등 신경 및 근육질환 진단

·검사시 전극을 주입할 경우 따끔거리거나 찌릿한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누워서 몸에 힘을 뺀 상태로 가는 바늘이나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근육과 

  말초신경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성을 측정한다.

VFSS

(비디오 연하

조정 촬영검사)

·구강, 인두 및 상부소화관의 연하작용을 관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

·전체적인 음식물 섭취과정과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으며, 자세의 교정이나

  음식물의 농도 혹은 양의 조절과 같은 치료적인 방법이 흡인을 줄이고 방지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일반적은 1~2cc정도의 액상식이 검사로 시행하는데 이는 구강과 인두의

  해부나 생리에 한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며 흡인으로 인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1) 혈액

   ① 적합한 검체량을 채취한다. 너무 많거나 적으면 검사를 시행할 수 없거나,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게 되므로 주의한다.

   ② 검사 종류 별로 적합한 용기(tube 또는 bottle)를 사용한다.

   ③ 채혈 부위 울혈 방지

   ④ 용혈 방지

   ⑤ 채혈 부위가 지혈 될 때까지 충분한 지압

   ⑥ 항응고제가 포함된 용기에 채혈을 한 경우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단 용기를 마구

    흔들면 안된다.

   ⑦ 검체 채취 후 즉시 검사실로 운반

  (2) 요(소변)

   ① routine검사는 아침 첫 소변의 중간요를 받는다.

   ② 부분의 특수화학 검사는 보존제를 수집 용기에 넣고 24시간 동안 수집한다.

   ③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④ 요검사 시 검체의 최소량은 15㎖(소아의 경우 5㎖)이상 이다.

  (3) 객담

   ① 아침에 양치 후 첫 단일 객담을 받도록 한다.

   ② 병원에 따라 AFB 검사(결핵균 검사)시에는 전용 검사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4) 체액

   체액은 채취 후 응고되기 쉬우므로 cell count의 경우 EDTA tube에 담고, 그 외 나머

  지 검사용 체액은 plain tube에 담아서 검사실로 보낸다. 채취 즉시 검사실로 보내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SST tube의 사용은 부적당하므로 주의한다.



  (1) 검사별 검체용기

검체용기 검체량 해당검사

EDTA tube
3㎖(ESR 제외시

2㎖도 가능)

일반혈액 검사(CBC with ESR)

체액검사(cell count)

Heparin tube 8.5㎖ chromosome, 적혈구 취약성 검사, HLA

Sodium citrate tube
4.5㎖, 2.7㎖, 

1.8㎖
혈액응고 검사((PT/aPTT), FDP검사

SST tube 5㎖ 핵의학과 검사, 일반화학 검사

Plain tube 5㎖
혈액은행검사(ABO Rh/X-matching)

체액검사(protein, LDH 등)

Urine random cup 최소 15㎖이상 urine analysis

Urine culture cup

(urine random cup과 동일

하나 멸균필code 부착

urine culture

Screw cap tube(50㎖) sputum AFB. culture, 객담검사

Swab tube=transport medium

(면봉있는 tube)
culture(Gram stain culture)

Culture tube 체액검사, culture

Urine 24hr box 24hrs urine검사(24hr urine cr/Ccr)

Stool bottle 변검사

Blood culture media 각 5㎖ anaerobic, aerobic

Capillary tube
소아, 신생아에서 응고되지 않아야 하는

검사(HCT), 그 외의 검사(T-billirubin)



  (1) 자동성(automaticity)

   : 심장은 신경계의 도움 없이도 자동적으로 주기적인 전기활도을 개시하면서 유지

  (2) 흥분성(excitibity)

   : 자극에 반응하라 수 있는 능력으로 심근세포는 전기자극을 받으면 막 전위가 급격히

    변화한다. 전기자극을 받는 각 세포는 그 세포의 이온을 변화시켜 전기적 극성을 바꾼다.

  (3) 전도성(conductivity)

   : 심근세포는 근접세포로 아주 빠른 속도로 흥분을 전달하며, 흥분의 전도 속도는 심근

    의 각 부분에 따라 다르다.

  (4) 수축성(contractibility)

   : 탈분극 후 수축할 수 있는 능력

 

  ✓phase 0 : Depolarization - sodium channel activation

  ✓phase 1 : Early-fast reppolarization - K channel activation

  ✓phase 2 : Plateau (Slow repolarization) - voltage dependent Ca channel opening

  ✓phase 3 : Repolarization - delayed rectifier K channel opening

              휴식수준으로 막전위 변화, 재분극은 3단계 마지막에 완료된다.

  ✓phase 4 : Diastole - Na - K pump에 의해 안정막 전위 회복

  (1) 동방결절(AS node)

   ① 상 정맥과 심방조직과 만나게 되는 우심방에 위치함.

   ② 심장의 주요 pacemaker

   ③ 분당 박동수 60~100회

  (2) Internodal tracts and Bachman Bundle

   ① anterior, middle(Wenckebach's), posterior tract : SA node의 자극을 AV node로

    전달한다.

   ② Bachman bundle-inter-atrial septum을 통해 좌심방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3) 방실결절(AV nod)

   ① coronary sinus와 삼첨판의 septal cusp사이에 있는 우심방에 위치한다.

   ② 심방이 충분히 수축하도록 심방에서 심실로의 자극 전달이 느리다. 이러한 기능은 혈

    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충분히 흐르도록 하여, 최 의 심박출량이 가능하게 된다.

   ③ 분당 박동수 40~60회

  (4) Bundle of His

   ① AV node에서 시작하여 좌우의 bundle branches로 나눠진다.

   ② 부분적으로 오른쪽 심방의 벽과, interventricular septum에서 관찰되며, 심방과 심실



    을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③ 분당 박동수 40~45회

  (5) Bundle branch

   ① Rt Bundle branch : Bundle of His에서 시작하여 interventricular septum의 우측

    면과, 우심실에 분포한다. Purkinje fiber와 만나는 곳에서 종료한다.

   ② Lt Bundle branch : Bundle of His에서 시작하여 interventricular septum의 좌측

    면과, 좌심실에서 분포한다. Lt Bundle branch의 끝은 left anterior & left posterior

    fascicles와 연결된다.

    ❑ Left anterior fascicle : Left anterior superior fascicle, 좌심실의 anterior, 

      superior area에 분포함 single-stranded

    ❑ Left posterior fascicle : 좌심실의 posterior, inferior area에 분포함. Fan-like

      structure → block되기 어려움

  (6) Purkinje fiber

   ① endocardium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러한 근섬유망으로 심근세포에 직접 자

    극을 빠르게 전도한다.

   ② 분당 박동수 15~40회

  : 심장주기 중에 심장근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

   타낸 기록을 의미, 심전도의 전극은 환자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1) 유도(lead)

   유도는 두지점간의 심장의 전기활동에 한 특정한 관점을 제공한다. 심전도의 굴절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① positive deflection

    전기가 축을 따라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를 때 파형은 위로 굴절한다.

   ② negative deflection

    전기가 축을 따라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를 때 파형은 아래로 굴절한다.

   ③ biphasic waveform

    축과 수직으로 흐르는 전류는 아주 작은 파형을 만들거나 양방향의 파형을 만든다.

   ④ isoelectric deflection

    전기적 활동이 없거나 측정하기에 너무 작을 경우 일직선의 파형이 나타난다.

  (2) 표준유도

   ① Lead Ⅰ : 왼쪽 쇄골하 위치에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오른쪽 쇄콜하에 음극 전극을 

    부착하며, 아래쪽에 만져지는 늑골과 왼쪽 중액와선이 만나는 위치에 접지 전극을 부착

   ② Lead Ⅱ : 아래쪽에 만져지는 늑골과 왼쪽 중쇄골선이 만나는 위치에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오른쪽 쇄골하 위치에 음극 전극을 부착하며, 오른쪽 쇄골하 위치에 접지 전

    극을 부착



   ③ Lead Ⅲ : 아래쪽에 만져지는 늑골과 왼쪽 중쇄골선이 만나는 위치에 양극 전극과

    왼쪽 쇄골하 위치에 음극 전극을 부착하고, 오른쪽 쇄골하 위치에 접지전극을 부착

 

  (1) P wave

   ① 정상 심전도에서 첫 번째 구성요소인 P파는 심방의 탈분극을 반영한다.

   ② 크기는 0.25㎷보다 작으며, 지속시간은 0.06~0.11초의 둥근 모양이다.

   ③ 방향은 aVR을 제외하고 모두 양극이다.

   ④ P파의 의미는 자극이 동결절, 심방, 방실, 접합부에서 시작된 것임을 의미한다.

  (2) QRS complex

   ①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낸다.

   ② 크기는 12유도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지속시간은 0.06~0.12초로 Q파의 시작에서 S

    파의 끝까지 측정한다.

   ③ 방향은 Ⅰ,Ⅱ,Ⅲ, aVL, aVF, V4, V5, V6에서 양의 방향

   ④ QRS complex의 지속은 심실내의 전도시간을 나타낸다.

   ⑤ P파가 QRS complex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극은 방실결정 또는 심실 내에서 발

    생된 것이다.

    ❑ Q wave : QRS complex의 첫 번째 negative deflection

       nonsignificant Q(MI) : > 0.03sec or > 1/3 of the height of the R-wave

    ❑ R wave : positive deflection

    ❑ S wave : R wave 다음에 나오는 negative deflection

  (3) T wave

   ① 심실의 재분극을 나타내며, S파에 이어서 나타난다. 크기는 Ⅰ,Ⅱ,Ⅲ lead에서 0.5㎷

    이하 휴부유도에서는 0.1㎷ 이하이며, 둥글고 완만한 모양이다. 방향은 QRS complex

    의 방향과 같으나, 만약 다르다면 abnormal을 의심할 수 있다.

   ② Ⅰ,Ⅱ, V3, V4, V5, V6 유도에서 보통 양의 방향이지만 aVR에서는 음의 방향임

   ③ aVL, aVF에서는 양의 방향이지만, QRS complex가 0.5㎷ 미만이면 음의 방향을 보

    일 수 있음

   ④ T wave의 정점은 세포가 추가 반응하기 쉬운 심실 재분극의 상 적인 불응기를 의

    미 한다.

  (4) PR interval

   심방의 탈분극의 시작부터 심실 탈분극까지의 활동, 또는 자극이 동결절에서 심방과 방

  실결절을 통해 각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위치는 P wave의 시작에서 QRS 

  complex의 시작까지이며, 지속시간은 0.12~0.2초이다.

  (5) ST segment

   이 분절은 심실의 탈분극의 끝과 심실 재분극의 시작을 나타냄



  위치는 S파의 끝에서 T파의 끝까지이며, 방향은 보통 등전위선이며 0.1㎷를 넘어서는 안된다.

  (6) QT interval

   심실의 탈분극와 재분극을 나타낸다. 위치는 QRS complex의 시작부터 T wave의 끝이

  며, 지속시간은 보통 0.36~0.44초이다. 규칙적인 율동일 경우, QT interval이 다음에 오

  는 R-R interval의 1/2을 넘어서는 안된다.

  (1) 1단계 : 리듬을 결정한다.

   ① P-P interval, R-R interval, PR interval이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② 리듬의 규칙성은 0.04초 정도의 변화는 규칙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2) 2단계 : 심박동수를 결정한다.

   ① Sequence method

    먼저 P파를 찾아 정점을 표시한다. 큰 사각형(0.2초) 하나하나마다 검은 선을 따라가며

   300, 150, 100, 75, 60, 50의 숫자를 배열하여 다음 P파까지의 숫자를 확인하여 심박

   동수를 얻는다.

   ② Time ten method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다. 심장 리듬의 불규칙적일 때 특별히 유용하다. 6초간

   ③ 1500 method

    환자의 리듬이 규칙적일 때 유용하다. 두 개의 연이은 P파를 규명한 뒤 각 파의 동일한

   지점을 선택한 후 지점사이의 작은 사각형(0.04초) 수를 센다. 그 수를 1500으로 나누어

   서 심박동수를 얻는다.

  (3) 3단계 : P파를 평가한다.

   ① P파가 존재하는가?

   ② P파가 정상형태인가?

   ③ 모든 P파가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졌는가?

   ④ QRS complex마다 P파가 한 개씩 있는가?

  (4) 4단계 : PR interval를 평가한다.

   ① PR interval이 0.12~0.2초의 정상범위 내에 있는가?

   ② PR interval이 일정한가?

  (5) 5단계 : QRS complex의 기간을 평가한다.

   ① QRS complex의 기간이 0.06~0.10초의 정상범위 내에 있는가?

   ② 모든 QRS complex의 모양이 같은지 확인한다.

   ③ QRS complex는 P파 다음에 나타나는가?

  (6) 6단계 : T파를 평가한다.

   ① T파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모든 T파가 정상 모양인지 확인한다.



   ③ T파가 QRS complex와 같은 방향인지 확인한다.

  (7) 7단계 : QT interval을 평가한다.

   QT interval이 0.36~0.44초의 정상범위 내에 있는 확인한다.

  (8) 8단계 : 다른 구성요소를 평가한다.

   ① 기외수축이 있는가?

   ② ST segment가 정상인가?

   ③ QRS axis는 정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