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산행 시 응급 처치



응급 활동 원칙

 응급 처치의 정의와 원칙

-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처치

- 지켜야 할 원칙
첫째,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처치에 그친다

둘째,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
는다

셋째, 마지막 판단과 처치를 반드시 의사에게 맡겨야 함

 부상자의 상태 조사

- 의식이 있는가

- 숨을 쉬고 있는가

- 손발은 움직이는가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

 숨통 열기

- 입과 코에서 기관을 거쳐 폐까지 이어지는 공기 통로

- 고개를 뒤로 젖혀 숨통을 열어 줌

 인공호흡

- 입을 통해 불어넣는 방법

- 코를 통해 불어넣는 방법

- 심장 마사지

- 심장 마사지하는 방법

- 혼자 하는 방법

-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방법

 회복 자세



진단과 처치

 환자의 진단

 의식에 따른 환자의 처치

 응급 처치

- 환자의 보온

- 수분 공급

- 쇼크 환자의 처치



신체검사하는 방법

부위 검사 내용 및 방법

머리 피가 나거나, 붇거나, 뼈에 이상이 있는지 손으로 만져서 확인

얼굴 색깔과 체온, 피부 상태를 확인

눈 두 눈의 눈동자 크기가 같은지, 이물질과 멍든 곳이 있는지 확인

코 피나 체액이 나오는지 확인(두개골 손상)

입 숨 쉬는 횟수와 깊이, 숨쉬는 모습, 냄새 확인, 숨통을 막을 수 있는 이물질 여부와 혀
의 상태 확인

귀 피나 체액이 나오는지, 잘 들리는지 확인(두개골 손상)

목 맥박 횟수, 박동 양상, 맥박 강도, 부은 곳이나 멍, 압통 등이 있는지 확인

몸통 순을 크게 들이마시도록 해서 양쪽 가슴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
양쪽 어깨와 쇄골을 만져 보고 이상이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
배에 상처나 통증이 있는지, 골반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

등 손으로 척추를 천천히 만져 보면서 부은 곳이나 통증을 확인

척추 움직임이나 감각에 이상이 있으면 환자를 절대 움직이지 말 것

팔 두 팔과 손의 움직임, 느낌, 색깔, 멍, 부은 곳, 이상한 모양 등을 확인

다리 두 다리와 무릎, 발목의 움직임과 느낌, 상처, 부은 곳, 이상한 모양 등을 확인

발 모든 발가락의 움직임과 느낌, 색깔을 확인



상처와 출혈에 대한 처치

 피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

 피가 많이 나는 경우

- 직접 압박 지혈법

- 지혈점 압박법



사고 유형에 따른 응급 처치법

 머리를 다쳤을 때

- 의식이 있는 환자의 처치

- 의식이 없는 환자의 처치

 가슴을 다쳤을 때

 배를 다쳤을 때

 눈을 다쳤을 때

 화상

- 화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법칙

 동상

 저체온증

- 증상

- 저체온증의 처치



체온 변화에 따른 증상

체온 상태 타인이 관찰할 수 있는 증상 환자 자신의 느낌

37→35℃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몸
이 심하게 떨리고 복잡한 생
각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능
력이 떨어진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심하게 떨
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 떨어진다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
하게 떨리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

35→33℃ 계속해서 몸이 심하게 떨리고
생각이 잘 안 나며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할 정도로
불안하고 목소리가 탁해지며 분
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똑바로 걸어갈 수 없고 발음
이 분명하지 못하며 너무 추
워 몸에 감각이 없다

33→31℃ 떨림이 줄어들고 근육이 뻣뻣
해지며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규칙하다

행동이나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건망증, 기억상실증, 환
각 증상 등이 나타난다

떨림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힘
들어 충분히 쉰 다음에도 일
어나기조차 어렵다. 다른 사
람의 의견에 따르기가 싫다

31→29℃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의식이
없어지며 근육이 굳어지고 맥
박과 호흡이 느껴진다

피부가 파래지고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며 눈동
자가 풀리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피부가 파래지고 맥박과 호흡
이 느리거나 불규칙해지며 졸
음이 쏟아진다

29→26℃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는 무
의식 상태에 빠진다. 심장 박
동도 불규칙하게 뛴다

의싣불명 상태에 빠진다

26℃→ 몸이 붇고 호흡 조절이 안 돼
폐에서 피가 나오다가 곧 목
숨을 잃는다



 일사병

 열사병

 버섯 중독

 뱀에 물렸을 때

 골절
- 발목 골절 - 하퇴골 골절

- 무릎 골절 - 대퇴골 골절

- 골반 골절 - 상지 골절

- 늑골 골절 - 척추 골절

- 경추 골절 - 구개골 골절

 탈구

 염좌와 파열



응급 처치 도구와 구급약

하루 등산을 할 때 여러 날 등산할 때, 전문 등반을 할 때

일회용 밴드 3개

아스피린 4알

마이신 계 연고 1개

소독약 1병

면봉 5개

반찬고 약간

가제 붕대 1롤

탄력 붕대 2개

삼각건 1개

등산용 칼 1개

소화제 2알

지사제 2알

진통제 4알

해열제 2알

정제 소금 12알

종합 감기약 2개

마이신 계 연고 2개

머큐로크롬 1병

소독약 1병

지혈대 1개

근육 마사지용 로션 1개

일회용 밴드 5개

면봉 10개

반찬고(3인치) 1통

1회용 반찬고 1통

가제 붕대 2롤

탄력 붕대(2인치) 2롤

탄력 붕대(4인치) 2롤

삼각건 2개

체온계 1개

1회용 비닐 장갑 1개

등산용 칼 1개

(칼, 가위, 톱, 핀셋)

비상용 전등 1개

침낭(침낭 커버)

보조 로프 20m



등산과 피부 관리

- 여름철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주름, 색소 침착, 기미, 주
근깨 등의 피부손상

- 장마로 인한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진균 감염 위험 무좀

- 야외활동 속에서 벌레에 물리는 경우

 무좀

 곤충 교상

 일광 화상

 피부와 자외선



조난 대책



사고와 조난에 대처하는 법

 길을 잃었을 때

 혼자 조난됐을 때

 여러 사람이 조난됐을 때

 밤을 지새워야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구조 활동

 구조의 기본 자세

 구조 요청을 받았을 때

 구조 요청 신호

- 깃발 신호

- 봉화 신호

- 세계 공통 구조 신호

- 무전기 국제 조난 주파수

 구조 요청 방법



부상자 이송

 몸을 이용한 방법
- 안아 끌기

- 부축해서 걷기

- 안아 옮기기

- 업어 나르기

- 두 사람이 들어 올려 옮기기

- 가마 태우기

- 한 줄로 안아 올리기

- 엇갈려 안아 올리기

- 슬링으로 업어 나르기

 들것으로 옮기기
- 들것에 묶기

- 들것 옮기는 법



암벽에서 구조하기

 확보 지점 보강하기

 구조하기

- 업어 내리기

- 슬링으로 업어 내리기

- 로프에 매달아 내리기

- 들것으로 내리기

헬리콥터 구조

 헬리콥터 구조 요청하기

 헬리콥터 유도하기

 조난 위치 확인 신호

 부상자 이송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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