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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師蘇生에 관한 짧究

柳 正 행

(體育敎育科)

I. 序 論

生命의 尊嚴性을 認識하고 잃어가는 생명을 구출하는 일은 고귀한 것으로 救急의 重훨性

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특히 呼吸 및 血波個環의 機能이 원활치 못한 캅직-스렌 삼장정지가

될 경우에 호흡과 혈액을 순환시키어 회복시키는 것은 救急法에서 가장 급박하게 우선적으

로 處置해야 할 救急蘇生 또는 心rJtri蘇生언 것이다.

이 방법은 病院을 가기 전에 現場에서 찰 훈련된 사람으르 하여금 시 간을 다투어 처 치 함

으로써 생 명 의 부활을 가져오기 때 문에 Jude, Kowenhoven(美國 Johns Hopkins大學病院) ，

The National Committee for Emergency Coronary Care 등이 구급법 에서 다푸어 야 함을

提唱하여 의사 및 의료인만이 직접 심장을 맛사지하던 방법을 대신해서 外部뼈願을 壓追함

으로써 팡뱀위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制限을 해제하였다.

Johns Hopkins병 원에 서 愚者 118名 이 138回의 심장 정지가 얼어난 것을 이 방법에 의해

서 78% (107회 )를 回復시컸으며 그중에서 60%에 가?깝게 心身의 條件이 심장 정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成績報告(鴻 忠義 1966: 211)로 미푸어 학생들을 접 하는 敎育現場에서

도 발생 될 것으로 보아 처치의 가능성은 다분해 그 理論괴- 實際를 겸하지 않으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게된다.

더우기 多元化해가는 사회의 安全훨員으로서 警察， 消때官， 水上安全員들과 塵業從事者

들에게 醫續行寫가 아닌 협의의 救急、法￡로 우선 昭究 훈련시켜야 한다는 目的으로 본 연

구를 착수하였지만 한 가지 해u限된 事項은 이 방법의 연습이나 實驗을 살아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n. 理論的 背景

心師蘇生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호흡소생과 순환소생을 감이 하는 것으로 이

에 관한 原理와 技術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흡괴- 혈액순환에 대한 기본적인 擺念과 전

문적인 용어들을 통한 理論的 背景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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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呼吸과 血波備環

인체의 모든 細뼈는 正常機能과 生命을 유지 하기 위 하여 는 O2와 營養을 사용하여 新陣

代謝의 化學的 反應을 일으킨다. 신진대사의 副塵物인 CO2는 세포헤서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외로 제거해야 하며 기스의 交換은 呼吸系와 備環系플 통해 이루어진다.

Lovatt evans(1956 : 744) 에 의하면 麻로 들어가는 콩기는 20.95%의 O2와 0.04%의 CO2

가 포함되 어 었고 폐료 부터 나오는 꽁기는 16.4%의 O2와 4.1%의 CO2를 함유하고 있

다. (Table I)

Table 1. Alveoli Gas exchange (mm.Hg)

Gas Inspired Air Alveoli Expired Air

2n)

20

2

2

0C

H

N

158.0

0.3
5.7

596.

100.0
40.0
47.0

573.

116

32.0
47.0

565.0

심장은 右心室에서 혈액을 폐로 보내면 帥包에 O2를 취하고 CO2를 배출한후 左心房으로

돌아오는 師領環과 左心室에서 나와 體組織에 O2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교환한 혈액이 右心

房으로 다시 들어오는 體宿環의 과정을 거친다.

체조직에서 펄요로 하는 O2는 腦組織에서는 더욱 많이 필요로 하며 일반적￡로 4"'-'6분간

의 O2공급이 두절되어低醒素상태가 될때 不可週性의 鎭傷을 입어 기능회복이 어렵다(鴻 忠

義 1966: 211)고 한다.

]AMA (I974 : 2)는 호흡과 순환이 정 지 된 상태를 臨皮的인 死亡， 뇌 에 6分 이 상 산소의

공급이 두절되 어 致命的안 손상이 입 혀 질 때 이를 生物學的인 사망이 라고 한다(Fig.I)， 이

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때 呼吸f'F用과 備環作用은 생명유지를 위한 必須的인 것이다.

Omin. 4min. 6min. 10minutes

Clinical death I I Biological de뼈1

Brain damage I Brain damage probable I Brain damage
not likely I i almost Certain

Fig. 1 Brain damage and death

호흡이 중단되고 맥박과 혈액순환이 얼마간 계속되는 경우를 呼吸停止(Respiratory arrest)

라 하며 이란 경우 짐장을 계속하여 뇌와 신체각부에 불충분하지만 혈액을 보내묘로 이때

는 AIl댄吸 만이 필요하게 된다. 대개는 國水， 高壓感電， 몇팀， 統殺， 藥物過用 등에서

보게 된다. 心職作用이 중단되면 곧 이어서 맥박이 사라지고 호훤이 정지되는 심장정지를

일￡키는데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뇌에 v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인공호흡과 人보血波備環을필요로 하게 펀다. 심장정지의 원언은 심장 表弱， 電氣속， 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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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錫水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질식， 호흡정지로 인한 결과 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2. 心廳停止

심장정지 (Cardiac arrest)란 심장의 鼓動이 멈추는 것을 가리킨 때가 있으나 첼액순환이

이푸-어지지 않던가 생명유지에 부적한 경우 등 휠씬 광법위한 의미를 기-지고(A .N.R .C

1974 : 4"-'7) 있으나 대개 아래 경우로 본다.

(1) 순환기가 조직에 충분한 O2블 공급 못할 경우에 심장이 될지라도 매우 쇠약하며 혈

액은 뇌를 버롯한 각 조칙에 피l管을 통해 순환되지 못하는 상태료 大出血， 속 또는 여러가

지 약물중독에 의해서 초래된다.

(2) 心室節.쩌은 심장의 *행動과 같이 동시에 통합된 拍子블 가져야 하는데 심싣에 일시적

인 觸i肉性 細動이 일어나 심장의 박동과는 별개의 운동이 계속 얼어남으로써 싣질적인 拍

出이 없을때 심장이 정지되는 현상은 심장에 衝擊을 주-거나 낮은 電壓의 전기속에서 보게

된다.

(3) 심장근육에 심한 O2의 缺zi!E (無醒素在)에 기인 심섣이 전혀 수축되지 않아 心動이

정지되는 경우이며 심장정지의 최종적인 狀態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형돼외에 여러 樣相으로 심박정지가 얼어나 意識을 喪失하고 호흡이 없으며 맥박

이 잡히지 않고 치아노제(Cyanosis)가 올 해는 判斷할 겨를이 없이 즉시 心麻蘇生法을 시

작한다.

3. 生命의 維持

心師蘇生을 시도함은 생명의 유지에 있다. 이 조치는 가능한 빨리 시작해서 效果的언 호

흡과 맥박이 부활 회복 될 때까지， 그리고 處置員이 氣盡하여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 전문

가에게 넘겨절 때까지 또 의사로‘하여금 환자가 죽었음을 該斷할 때까지 不斷히 계속되어

야한다.

Shapter(1974 : 11) 와 그 %究陣~들은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氣道블 確保(Air·

way)하고 A工呼吸 등을 통해서 호흡- (Breathing)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血波備環(Cir

culation)을 해 주는 길이 生命維持의 A.B.C.라고 (Fig. 2) 주장하고 있다.

가벼운 創傷·火傷과 같은 것에는 經驗이 있지만 호흡정지와 심장정지의 환자가 발생할

때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황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처치에 입하는 사람은 그

狀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안정시

키고 의료진에게 連絡， 運搬， 進步된 처치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지의 順序를 판단할 能力

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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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生命維持의 方法과 寶際

n乎吸과 心職停止를 판별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處置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쓰러진 환자의 심장과 體細뼈에는 아직 醒素供給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식만을 상싶한 그에게 인공호흡과 인공혈액순환을

할 것인지의 必要뾰과 最先的인 方法으로 확인활 기술과 능력을 익혀야 된다.

1. A.I呼吸

AI呼吸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의 환자를 기도를 확보키 위

한 體位로 둡히고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호흡을 시킬 수 있는 廳急處置의

構成要素로서 휩 • n候部에 손 또는 귀로 공기의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1958년 이후

에 실시한 업불어 넣기 (mouth to mouth respiration)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Nielsen

이나 Silvester의 방법보다 간단하고 換氣量이 2배 이 상 많아(1250cc) 호흡회복이 가장 빠른

것으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호흡정지는 氣管이 폐쇄되거나 호흡불충분으로 초래되는데 펀-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은

데 부분적인 選斷은 호흡하는 소리가 부자연스러운 호흡， 호흡하기가 힘든 상태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며 호흡불충분은 호흡하려는 노력 이 없고 가슴이 나 上題部기- 움직 이 지 않고 코

나 입을 통하여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특정일 수 있다.

구급에 임한 사람이 붕어넣는 呼氣 중에는 마량의 CO2가 환자에게 흡수되어 延購에 도달

하면 呼吸中樞가 자극되어 蘇生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說도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한 것이며 입불어 넣기의 방법은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의 助力도 器貝도 없이 실시하기

에 펀한것이며 환자의 연령， 호흡정지의 原因에 구애됨이 없이 換氣量이 많고 기도확보가

용이해서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반면에 뿜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感梁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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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7} 있는것이 短點엔 것이다.

(1) 寶施方法

섣시방법을 3段階로 나누어(류정무 1976 : 56-62) 싣시하면 다음과 같다.

第1段階 (훌道의 確保)

1) 성공적인 섬폐소생의 첫단계는 기도를 열어 氣管을 開放하는 것이다. 환자를 바른 자

세르 유지시키고 題面을 위로 향하게 한 후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몰려서 口醒과 기도에

들어 있는 結波이 나 與物을 완전히 除去한다.

2) 한쪽 손으로 환자의 목을 들어 올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환자의 머리를 뒤로 완전히

最大限으로 젖혀 혀에 의한 기도의 解봐學的 차단을 막고 一直線으로 유지시킨다. (Fig.3)

3) 목 아래에 있는 손을 빼고 아래턱을 위로 잡아당기면 기도가 열럴뿐 아니라 師를 부

플게 하기 쉬 우하며 따라서 이 증찢勢가 유지되 어 기도를 막지 못하게 한다.

Obstruction

냈쩔/
X슐훨흙!r/

TILT VICTIM'S HEAD FAR BACK ’ Patency

Fig.3 Airway opened by head tilt method

4) 환자를 위와 같은 상태로 두었을 때 처치원은 혹시 호흡장애가 없는지 또는 自律的인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안키 위해 환자의 엽과 코， 가슴과 배 윗부분을 잘 觀察하

고 여의치 못할 때는 공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第2段階 (呼吸며復을 위한 空짧불어 넣기)

1) 업으로 공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처치원의 손으로 환자의 목 둬를 받치고 이마를 가

볍 게 누르면서 환자의 코를 잡아 막은 후에 平常l면吸量 (500cc)보다 심한 深呼吸을 한다.

2) 처치원은 업을 넓게 벨려 환자의 입(또는 코)과 密홉시켜서 꽁-기를 불어 넣는데 환자

의 연령이나 體重 등에 따라 그 양을 달리 한다.

3) 이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공기를 불어 넣무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름을

확인한 후 한손￡로는 상복부를 가볍게 눌러 줌으로써 食道를 통하여 띔로 듭어가는 공기

를 막을 수 있다.

第3段階(공기 톨 붙어 넣은 후)

1) 업을 떼면서 공기가 排出하도록 환자의 코를 놓아 폐로부다 공기가 되돌아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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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슴이 내려 앉는지를 살펄다.

2) 다시 심호흡을 한후 붕어넣을 準備를 한다.

12"'15回료 ，

모
‘
〈폭
，

(2) 魔拖速度 및 注意

상기한 3단계의 동작을 한 週期로 해서 없人은 4"'5秋의 간격으로 1分間에

小兒는 20回 약 3초 程度의 박자감을 가지고 反復한다.

특히 이 過程에서 주의해야 할것은 기도를 확보한 뒤에도 호흡이 이루어짐을 확인치

할 경우는 4回의 呼氣를 實施해야 한다. 또 節骨格。1 柔軟한 어린이의 기도확보를 위해

있기 때문에 어깨까지을 지나치게 젖침으로서 빚어지는 空氣의 流通을

부축켜서 목을 뒤로 하여 야 한다.

또 賴骨骨折의 危險性이 있는 自動車事故， 落傷事故者의 목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1 認定되면 아래턱을 위로 올려주면서 머리를 뒤로 가볍게 젖히고 아랫 업술을 밑으로 당

겨 업을 열게 하는 擔置가 바람직하다.

어린이에게는 업과 코를 같이해서 불어 넣을 수가 있지만 成)\언 경우는

또는 出血， 下題骨部分에 젠홉蠻이 있는 환자등 부득야할 때에 코를 통해서 불어

막아주는 대신 업을 막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처치에는 아무현 기구도 훨요없기 때문에 지체없이 처리하되

@ 환자의 가슴에 上下運動을 하는지

@ 입불어 넣기가 환자의 호홉에 의해서 振抗感을

돼
션

결과가차단하는

口院內의 상처

넣고코를

커관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 환자의 呼氣흘 확인할 수 있을때 환자의 폐에 알맞은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점을 確信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부풀어지면서갖거나 가슴이

2. AI領環

호흡이 없고 意識喪失이 되 었을 때 는 인공호흡으로 소생 시 킬 가능

아니라 맥박까지 뛰지 않을 때에는 人工呼吸과 동시에

血波備環을 인공적으로 시킴이 필요하다.

호홉과 맥박을 판명할 킬이 없을 때 먼저 기도를 확보하므로서 기관을

體外에서 심

건강한 사람이 쓰러져

성이 많지만 호흡만이

장을 압박하여

의식상실자에게서

開放하고 顆動服 또는 大眼動服을 부도렵게 만져 맥박을 확인， 박동이 없을때는 폼 體外性

心職壓追(External Cardiac Compression)에 임 한다.

B행탤5중앙의 흉꼴밑에 위치한 심장을 뼈骨下部의 중앙(Fig. 4)을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하

R쩌뾰아래로 구부러져 심장의 양 心室을 누르게; 되 어

大動服으로 騙出되어 전신에 순환되며 손을 떼면 흉곽의， {I뿌

게 되 면 흉골 양옆의 助骨軟骨部가

(Fig.5-A) 혈액 이 麻動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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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linger
breadth

Xiphoid

Fig.4 Point of Pressure on sternum.

展(Fig. 5-A)으로 陰壓이 생겨 靜服系를 血波이 還流하는 것이다.

심장압박으로 賴動服에 피가 흐르는 것은 25-35%로서 收縮期血壓을 최대로 100mmHg

를 얻을 수 있다(A.N. R.C 1974 : 16)고 한다. 흉골이 압박을 받음으로서 공기 유통이 가능

하지만 그 양은 혈액에 O2를 공급하기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심장압박이전에 急激한 4回의

呼氣로 공기를 넣은후에 심장압박과 인공호흡을 一定한 比率에 맞게 싣시한다.

(1) 實施方法

動 作

처치원은 환자의 가슴 가까이에서 흉골의 중앙하부(검상돌기에서 3rv4cm위 )에 두 손의

手根部를 겹쳐 대고 자신의 어깨를 환자의 흉골위에 直角으로 가져와 괄을 華直으로 곧게

펀 다읍 처치원 골반부가 지레받침이 되게 해서 體重을 양팔에 옮겨 (Fig.6) 흉골 하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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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Anatomy of Cardiac Compression

가 3.5""'5cm정 도 아래로 수펑하게 빌려 내리도록 (Fig.5) 부드럽고 강하게 눌렀다가 떼어

놓는 동작을 1回료 한다.

어린이의 경우는 가슴이 軟弱하고 흉끌 하부에 위치한 IfF職이 성인보다 윗쪽에 있으묘로

이를- 해칠 危險性이 있어 압박부위를 조금 올려(흉골 중간부 윗부분) 한쪽 손바닥만 사용

해서 1. 5"-'3cm ， ' 몇兒는 둘째， 셋째손가팍 품 부분만을 사용해서 1"-'2cm정 도호 약하게 눌

러야 한다. 입붙어 넣기로 인공호흡을 할 처치원은 심호흡으로 呼吸調整을 하고 있다가 환

자의 코를 잡고 세게 불어 넣는다.

(2) 實施速度와 注意

압악과 休息의 時間 間隔을 고르게(各50%)하여 적 절한 血滅의 흐름과 맥박을 유지하여

心拍動이 回復되도록 하여 야 한다. 위 에 서 기술한 動作을 每秋에 l回씩 退復하여 1分間 60

"-'80回程度즐 끊임없이 規則的으로 싣시한다.

2명의 처치원이 환자를 다룰때는 60回/分을 5回 뼈部를 압박하고 1回의 재빡른 엽불어

PISTON
(ARMS)

EFFORT AR씨

(BACK)

DOI'INSTRO.KE

RESISTANCE
(LOWER HALF ‘

0;:ST잉NUM)

Fig.6. Proper position of Rescuer an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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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기 (5대1비율)를， 흔자서 다룰때는 80回/分을 15回 壓追에 2回의 입불어 넣기 05대2비율)

의 속도에 맞추어 주는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判斷된다.

어린이의 경우 몹집이 작고 공기의 양도 많지 않으므로 5회 의 압박과 l회의 업불어 넣기

로 80"-'100回/每分의 속도로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이 다.

실시도중에 힘에 겨워서 잠시라도 중단하거나 拍子感을 잃을때는 맥박이 끊어지묘로 끊

임없이 계속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任務를 交代할때도 박자를 달리하면 소

생되려띤 것이 오히려 저해를 받게 된다.

3. 蘇生의 確認과 放·害몇因

AI呼吸。1 나 A工個環。1 心麻蘇生을 위한 것이지만 실시자의 그릇된 판단과 行動은 부

적한 방법무로 나타나 방해 요인이 되게 마련으로 소생이 不可能(A.N.R .C. 1974.26"-'28)

케 된다.

환자가 발생되면 쭉當한 根據에 의해 즉시 실시되어야 하는데 補助者를 구하거나， 싣시

장소를 옮기고 氣管檢훌， 기 도유지 동공검 사등으로 많은 시 간을 경 과시 켜서는 안된다.

업불어 넣을- 때 직접 업숲이 接觸되는 불쾌감은 거즈를 밀착시키고， 기도의 확보가 잘못

되어 뽑로 공기가 들어 갈 때는 上題部가 應眼하묘로 그곳을 눌러 환기시키고 다시 체위를

고쳐주어야 한다.

흉골 중앙부위를 壓追할때 캅작스런 행동을 삼가하고 부드럽고 規則的이며 중단없이 같

은 부위를 압박과 휴식의 시간을 같이해야 하며 손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된다.

흉골의 끝언 劍狀突起를 잘 못 누르면 맨懶및 뼈腦에 상처를 가져오거나 破짧되어 內出

血이 될 수도 있고 뼈骨骨折，iJ1.J骨의 軟骨組織을 分離시킬 가능성이 절다.

심폐소생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마다 心즙， 韓孔反射와 賴動願， 大眼動服의 맥박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지 않즈L면 얀된다.

적절한 심장압박S로 박동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면 그 박동 그 호홉에 맞추어야 소생이

빠르며 따라서 血流에 의해 뇌에 O2가 공급되어 據散되었던 동공이 收縮되고 경동맥의 맥

박이 회복된다. 그러냐 동공이 확산된 채 對光反射가 消失되는 동의 無反應， 경동맥의 박

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뇌에 심한 손상이 있거나 追頭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박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법위에서 자주 검사하고， 불분명한 것을 확인키 위해 맙박자체

를 週延시킬 수는 없다.

정확한 知識과 理論을 가지고 싶시할 때는 환자나 처치원에게 우리가 가지 않고 실망의

경우가 비교적 없을 것이며 어떠한 상태에서이건 소생된 환자는 가능한 限 의사의 검사와

治擾를 지체없이 받고 히-루정도 安靜하도록 하여야 함다. 흑 成功치 옷 하더라도 그 요잎

이 무엇암가를- 把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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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結 論

상기 한 과정 에 서 심폐 소생 의 理論을 살펴 훨約하면 生理學的으로 호흡과 순환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이 두 계통을 동시에 작용시켜야 하는 心麻蘇生方法은 각 組織이나 器管에

맞게 호흡수와 혈류의 크기를 서르 供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삼페소생을 위한 人工呼吸과 人工個‘環의 寶l聚的인 적점한 순서와 方法은 다음과 같다.

氣道 確保플 위한

싣시한I댄氣를충분한

1. 呼吸停止인가를 확인커 위해 호흡유무를 感知하고 호흡이 없으면

體位를 취해 머리를 둬로 젖힌후 코플 막고 매분 15회 의 업불어 넣기를 한다.

2. 心腦停止를 확인키 위해 호흡과 服博을 살펴서 없으먼 4회 의

다.

뼈가應張하

拍子感내려가게 부드럽고3. 4回의 호기후에 때댐中央의 R힘띔下部플 3rv5cm정 도 밀라

있게 끊임없이 壓追한다.

4. 심폐소생법을 實施할 A員에 따략 입불어 넣기와 인공순환의 J±;率을 달리한다.

5. 2인의 處置員이 할 경 우는 매분 60회 정 도의 速度루 압박하되 5회 압박후에 1회 의 입

불어 넣기료 꽁기를 流通시킨다.

l얀야 할 경우는

매분 80회 의 속도로 압박하되 15회 의 압박후 5秋內에 2회 의 엽붙어 넣기로

게 충분한 공기를 뽑는다.

6. 심폐소생의 효과를 알기 위해 실시도중에 짧動服과 睡孔을 확인하고 自動的인 心擺動

으로 回復되는가를 살핀다.

7. 蘇生되는 呼吸이나 擺動에 마추어서 正常으로 될때까지 관찰하면서 심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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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yu, Chung moo

Abstract

When CPR is performed properly or adequately, artificial respiration and artificial

Circulation may be effective in providing basic life suppor t.

The CPR method may b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rescuer looks, listens, and feels for. breathing in order to recognize respiratory

arrest, then victim ’s head is tilted back to open the airway.

2. If breathing is arrested, give 4 qui'ck, full breaths without allowing time for the lungs

to deflate Completely between breaths.

3. The rescuer checks the carotid pulse to recognize Cardiac arrest, and then if pulse is

absent, begin CPR.

4. The rescuer places his hand of heel to heel on the lower half of the sternum about

2.5 to 4 em away from the tip of the Xiphoid.

Then brings his shoulders over the victims sternum, keeps his arms straight, rocks

back and forth slightly from the hip joints, and exerts pressure almost vertically

downward to depress the lower sternum 3. 5 to 5 em.

5. In case of 2 rescuers for CPR.

Ratio of Compressions to ventilations: 5 to 1

Compressions; rate of 60/min. with regular, smooth, uninterrupted motion.

Ventilations; Continual ventilations after each 5 Compressions.

6. In case of 1 rescuer for CPR.

Ratio of Compressions to Ventilations; 15 to 2

Compressions; 15 chest Compressions at the rate of SO/min.

Ventilations; delivery with a period 5 seconds of 2 quick lung inflations.

7. The rescUer checks Carotid pulse and pulpils freguently during resuscitation to derter

mine the effectiveness of CPR. or the return ofa spontaneous he<i]:'tbea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