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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 배포 안내 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지침 제정,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 심폐소생술
지침의 전파 및 교육,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입니
다.
3.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아소생술(PLS) 위원회에서는 <2005 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측정조사사
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아 환자의 응급 상황에서 장비 크기와 약물 용량을 빠르게 참
고할 수 있도록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귀 학회에 한국 소아소
생술 테이프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4. 귀 학회에서 필요한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 수량과 학회 로고 AI 파일을 7 월 19 일
까지 메일 (kacpredu@kacpr.org)로 회신해 주시면 귀 학회의 로고 스티커를 제작 및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에 부착하여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수량 350 개)
5. 귀 학회와 연관된 기관에서 소아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단,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에 적힌 정보는 절대적인 권고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갱신
되는 의학적 지침과 권고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의 책임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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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 설명문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
소아 응급 환자를 치료할 때 약물 용량을 결정하고 응급 장비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체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체중을 모르는 상태로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Dr. Broselow 가 1980년대에 환자의 키를 측정하여 해당 키의 평균 체중을
'추정'하기 위한 줄자(테이프)를 개발하여 Broselow tape 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제작
배경

이후 근래에는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형태의 다양한 테이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를 바탕으로 체중을 추정하는 테이프 중 특히 Broselow tape 에는 키에 따른 추정 체중
외에도 해당 체중에 따라 미리 계산된 여러 “응급약물의 용량” 및 해당 체중에 적합한 각종
“응급장비의 크기”도 함께 표시되어 있어 빠르고 정확한 처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Broselow tape 은 우리나라에도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PALS) Course의 도입과
함께 한층 널리 보급되어 일부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소아들의 키와 몸무게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소아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아소생술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신체발육측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를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는 3kg~35kg 까지의 체중 범위 소아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5kg~12kg 는 1kg 단위, 4kg 이하와 13kg 이상은 2~3kg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테이프의 앞면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응급상황에 필요한 약물 용량
과 제세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뒷면에는 기도 확보에 필요한 약물과 장비, 그리고 환자의
추정 연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를 환자의 옆에 펼치되, 빨간색 끝 쪽을 소아 환자의 머리 끝에 두고
(Red to Head) 평평하게 펼쳐서 발 뒤꿈치가 닿는 칸의 체중을 확인합니다.
해당 칸에 기재되어 있는 (체중에 따라 미리 계산된) 약물 용량과 해당 체중에 적합한 응급
처치 기구의 크기를 참고합니다.
** 환아의 키가 46cm 미만이거나 146cm 이상인 경우, 한국 소생술 테이프를 적용할 수 없
습니다.

사용
방법

비고

본 테이프에 적힌 정보는 절대적인 권고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갱신되는 의학적 지침과
권고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의 책임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