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S 교육과정 전 시험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KALS-P)

Pre-course Home test
2017년 8월 개정

소속
이름
직종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코스 시행일
■ 이 교육과정 전 예습시험 문항지는 코스 시작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 다음의 병원 내 심정지 현황 및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대략 10만 건 정도의 심정지가 발생한다.
② 우리나라의 심정지시 종합병원 내 생존율은 대략 10% 정도 이다.
③ 의료인에게 전문소생술 교육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못하였다.
④ 우리나라에서의 신속대응팀 (rapid response team)의 운영은 병원평가 규정으로 종합병원급
은 모두 운영해야 한다.

2. 당신이 심폐소생팀 리더로서 “OOO 선생님. 에피네프린 1 mg을 4분마다 정맥으로 투여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OOO 선생님이 “네 에피네프린 1 mg을 4분마다 정맥주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면 이는 소생팀의 역할과 의사소통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분명한 표현 (clear message)
② 순환형 의사소통 (closed loop communication)
③ 건설적인 개입 (constructive intervention)
④ 지식과 상황의 공유 (knowledge sharing)

3. 당신은 팀원으로서 심폐소생술에 참여하고 있다. 가슴압박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팀리더에게 “혼자서 가슴압박을 하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2분마다 교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이는 소생팀의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분명한 역할과 책임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y)
② 지식과 상황의 공유 (knowledge sharing)
③ 건설적인 개입 (constructive intervention)
④ 분명한 표현 (clear message)

4. 갑자기 쓰러진 환자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 후 확인해야 할 것은?
① 가슴 압박
② 기도삽관
③ 동공반사확인
④ 목동맥 및 대퇴동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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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심정지 호흡(gasping)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① 혈압 측정
② 심정지 방송 (CPR team activation)
③ 맥박 확인
④ 가슴 압박
6.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10mmHg 미만으로 관찰되는 경우 심폐
소생술 팀 리더로서 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더욱 충분한 환기를 지시한다.
② 동맥혈 검사를 지시하여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한다.
③ 가슴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④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슴압박을 멈추고 목동맥을 촉진한다.
7. 심정지 환자에게 고품격의 가슴압박을 시행하면서 2번의 제세동을 시행하고 한차례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으나, 심실세동이 지속된다. 투여를 고려하여야 할 약물은?
① 마그네슘
② 아트로핀
③ 바소프레신
④ 아미오다론
8. 다음은 기도술기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입인두 기도기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 할 수 있다.
② 비인구 기도기는 두개기저부 골절이 있는 경우 상대적 금기이다.
③ 기관내삽관이 이루어 지면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은 30:2 를 유지한다.
④ 백마스크 환기 시 입인두기도기 유무에 관계없이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법을 시행 해야 한다.
9.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시에 따라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제세동 직후 시행해야 할 다음 단계는?
① 가슴압박
② 인공호흡
③ 119 신고
④ 패드의 재 부착

3
■ 2017년 8월 개정

대한심폐소생협회 ALS-KALS 분과위원회

10. 심정지 환자에서 초기 심정지 리듬이 무수축로 2분간 가슴압박을 시행하였다. 다시 확인한 리듬이 무
맥성 전기활동이었다. 가슴압박을 지속하면서 투여해야 할 약물은?

① 에피네프린
② 아미오다론
③ 리도카인
④ 마그네슘

11. 심정지 환자에서 2분간 가슴압박을 시행 후 리듬이 심실세동이었다. 심폐소셍술팀 리더로서 팀원들
에게 내려야 할 지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슴압박 멈추고 제세동 준비해주세요”
② “에피네프린투여하고, 아미오다론 300mg 정맥으로 투여하세요”
③ ”현재 리듬 심실세동입니다. 바로 제세동 시행하고 리듬확인 하겠습니다.”
④ “가슴압박 지속하고 제세동 준비되면 가슴압박 잠시 멈춘 후 제세동 하세요. 제세동 후 즉시
가슴압박 시작하세요.”
12. 65세 남자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으로 기계호흡 중 의식
혼수, 피부는 차갑고,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전도는 아래와 같다. 이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치료는?

① 전기적 심장율동전환
② 아트로핀
③ 제세동
④ 가슴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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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의료인이 반응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시점은?
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② 맥박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③ 2분간 심폐소생술 시행 후
④ 심폐소생술 팀 도착 후
14. 심폐소생술 중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제세동을 시행하려고 한다. 에너지 충전 후 제세동버튼을 눌
렀는데 전기가 전달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신속히 확인해야 할 것은?
① 양쪽 패들을 좌우 바꾸어 들었다.
② 패들에 충분한 윤활제를 바르지 않았다.
③ 동기화 모드(Synchronized mode)로 되어 있었다.
④ 환자의 가슴에 충분한 압력으로 패들을 누르지 않았다.
15. 심폐소생술 중 전문기도가 확보된 경우 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기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SaO2로 감시한다.
②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성인 백밸브를 70%이상 충분히 짜준다.
③ 가슴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환기는 분당 10회(6초마다 1회 환기)의 속도로 시행한다.
④ 성문외기도기를 삽입한 경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유지한다.
16.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심폐소생술 시행 20분 후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10 mmHg 이상인 경우에는 금기이다.
② 원내 심정지 보다 원외 심정지 인 경우 체외순환 심폐소생술은 더 효과적이다.
③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시행 시 목표체온 유지 치료는 24시간 후 시작한다.
④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거나 20분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 고려한다.
17.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은 되었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를 적용하였다.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는 자발적 순환회복 후 몇 시간 이후에 하도록 권장하는가?
① 12시간
② 24시간
③ 48시간
④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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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심폐소생술 중 약물투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골내 주사를 시도할 경우 선호되는 삽입 위치는 상완골 경부이다.
② 중심순환에 신속하게 약물 전달을 위하여 중심정맥 확보가 우선된다.
③ 정맥로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기관 내 약물투여를 고려한다.
④ 기관 내 약물 투여가 가능한 약제는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아트로핀, 아미오다론이다.
19. 심정지 후 통합치료 중 목표체온유지 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② 반복적인 심정지 발생
③ 심전도 소견
④ 의식 수준
20. 다음 중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은?
① 무수축
② 심방세동
③ 심실세동
④ 무맥성 전기활동
21. 전기적 제세동 치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제세동 시행 후 심전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② 심실세동인 경우 3-4분마다 제세동을 실시한다.
③ 동기화 모드(synchronized)는 심실세동에 사용한다.
④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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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맥박이 없는 환자의 심전도이다. 아래의 박스 안에서 진단명을 고르고 제세동 시행 여부를 쓰세요.
1. 무수축 2. 무맥성 전기활동 3. 심실세동 4. 심실빈맥

22.
∙ 심전도 진단명:
∙ 제세동 여부: (한다. 안한다)

23.

∙ 심전도 진단명:
∙ 제세동 여부: (한다. 안한다)

24.

∙ 심전도 진단명:
∙ 제세동 여부: (한다. 안한다)

25.

∙ 심전도 진단명:
∙ 제세동 여부: (한다. 안한다)

7
■ 2017년 8월 개정

대한심폐소생협회 ALS-KALS 분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