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数 字

10-15-20単位ルール・・・241
30分ルール・・・・・・・・・・・・・・・・・・・・・18

欧 文
A

AA・・・・・・・・・・・・・・・・・・・・・・・・・・・・・・・・・・・10
abortion・・・・・・・・・・・・・・・・・・・・・・・・159
acceleration・・・・・・・・・・・・・・・・・188
ACCP・・・・・・・・・・・・・・・・・・・・・・・・・・・・・・10
ACOG・・・・・・・・・・・・・・・・・・・・・・・・・・・・・10
ACTH・・・・・・・・・・・・・・・・・・・・・・・・・・・・・・10
active・management・・・・324
acute・lung・injury・・・・・・・・・281
acute・respiratory・distress・
syndrome・・・・・・・・・・・・・・・・・・・281
ADP・・・・・・・・・・・・・・・・・・・・・・・・・・・・・・・・・10
A-δ線維・・・・・・・・・・・・・・・・・・・・・・306
AFD・・・・・・・・・・・・・・・・・・・・・・・・・・・・・・・・・10
AFE・・・・・・・・・・・・・・・・・・・・・・・・・・・・・・・・・10
AGA・・・・・・・・・・・・・・・・・・・・・・・10,・165
AHA・・・・・・・・・・・・・・・・・・・・・・・・・・・・・・・・10
AIH・・・・・・・・・・・・・・・・・・・・・・・・10,・342
ALI・・・・・・・・・・・・・・・・・・・・・・・・・10,・281
ALS・・・・・・・・・・・・・・・・・・・・・・・・・・・・・・・・・10
amniotic・fluid・embolism・
・・・・・・・・・・・・・・・・・・・・・・・・・・・・・・・・・・・・262
anaphylaxis・・・・・・・・・・・・・・・・・・273
aorto-caval・compression・
・・・・・・・・・・・・・・・・・・・・・・・・・・・・・・・・・・・・・・63
appropriate・for・gesta-
tional・age・・・・・・・・・・・・・・・・・・・165
APS・・・・・・・・・・・・・・・・・・・・・・・・・・・・・・・・・10
APTT・・・・・・・・・・・・・・・・・・・・・・・・・・・・・・10
ARDS・・・・・・・・・・・・・・・・・・・・・10,・281
ART・・・・・・・・・・・・・・・・・・・・・・・・10,・342

artificial・insemination・by・
husband・・・・・・・・・・・・・・・・・・・・・342
ASA・・・・・・・・・・・・・・・・・・・・・・・・・・・・・・・・・10
aspiration・pneumonia・
・・・・・・・・・・・・・・・・・・・・・・・・・・・・・・・・・・・・278
ASRA・・・・・・・・・・・・・・・・・・・・・・・・・・・・・・10
assisted・reproductive・
technology・・・・・・・・・・・・・・・・・342
AT-Ⅲ・・・・・・・・・・・・・・・・・・・・・・・・・・・・・10

B・C
Bandl病的収縮輪・・・・・・・・・200
Bishopスコア・・・・・・・・・・・・・・・299
B-Lynch法・・・・・・・・・・・・・・・・・・・253
Bromage・score・・・・・・・・・・・・320
CA・・・・・・・・・・・・・・・・・・・・・・・・・・・・・・・・・・・10
cannot・ventilate,・cannot・
intubate・・・・・・・・・・・・・・・・・・・・・・104
cardiotocogram・・・・・・・・・・・187
CDC・・・・・・・・・・・・・・・・・・・・・・・・・・・・・・・・10
co-loading・・・・・・・・・・・・・・・・・・・・・64
controlled・ovarian・stimu-
lation・・・・・・・・・・・・・・・・・・・・・・・・・・342
cord・prolapse・・・・・・・・・・・・・・198
COS・・・・・・・・・・・・・・・・・・・・・・・・10,・342
CPD・・・・・・・・・・・・・・・・・・・・・・・・・・・・・・・・・10
CPR・・・・・・・・・・・・・・・・・・・・・・・・・・・・・・・・・10
cricoid・pressure・・・・104,・233
CS・・・・・・・・・・・・・・・・・・・・・・・・・・・・・・・・・・・・10
CSEA・・・・・・・・・・・・・・・11,・90,・333
CSF・・・・・・・・・・・・・・・・・・・・・・・・・・・・・・・・・・11
CTG・・・・・・・・・・・・・・・・・・・・・・・・11,・187
CVCI・・・・・・・・・・・・・11,・104,・233
CVP・・・・・・・・・・・・・・・・・・・・・・・・・・・・・・・・・11
C線維・・・・・・・・・・・・・・・・・・・・・・・・・・・・306

D
D&C・・・・・・・・・・・・・・・・・・・・・・・11,・160
D&E・・・・・・・・・・・・・・・・・・・・・・・・・・・・・・・・11
DBP・・・・・・・・・・・・・・・・・・・・・・・・・・・・・・・・・11
deceleration・・・・・・・・・・・・・・・・・189
deep・vein・thrombosis・
・・・・・・・・・・・・・・・・・・・・・・・・・・・・・・・・・・・・147
diabetic・ketoacidosis・・140
DIC・・・・・・・・・・・・・・・・・・・・・・・・・11,・243
DIC型後産期出血・・・・・・・・・262
DKA・・・・・・・・・・・・・・・・・・・・・・・11,・140
DSA・・・・・・・・・・・・・・・・・・・・・・・・・・・・・・・・・11
DVT・・・・・・・・・・・・・・・・・・・・・・・・11,・147

E
early・deceleration・・・・・・・189
ECMO・・・・・・・・・・・・・・・・・・・・・・・・・・・・・11
ECV・・・・・・・・・・・・・・・・・・・・・・・・・・・・・・・・・11
EDB・・・・・・・・・・・・・・・・・・・・・・・・・・・・・・・・・11
EDC・・・・・・・・・・・・・・・・・・・・・・・・・・・・・・・・・11
EDP・・・・・・・・・・・・・・・・・・・・・・・・・・・・・・・328
epidural・blood・patch・・・328
ERAS・・・・・・・・・・・・・・・・・・・・・・・・・・・・・・・11
EXIT・・・・・・・・・・・・・・・・・・・・・・・11,・349
ex-utero・intrapartum・
treatmen・・・・・・・・・・・・・・・・・・・・349

F
FDP・・・・・・・・・・・・・・・・・・・・・・・・・・・・・・・・・11
FFP・・・・・・・・・・・・・・・・・・・・・・・・・・・・・・・・・・11
FGR・・・・・・・・・・・・・・・・・・・・・・・・・・・・・・・・・11
FHR・・・・・・・・・・・・・・・・・・・・・・・・・・・・・・・・・11
FLP・・・・・・・・・・・・・・・・・・・・・・・・・・・・・・・・・・11
FOY® ・・・・・・・・・・・・・・・・・・・・・・・・・・・・247
FRC・・・・・・・・・・・・・・・・・・・・・・・・・・・・・・・・・11
Friedman曲線・・・・・・・・・・・・・・297

G
GA・・・・・・・・・・・・・・・・・・・・・・・・・・・・・・・・・・・11
gamete・intrafallopian・
transfer・・・・・・・・・・・・・・・・・・・・・・342
GBS・・・・・・・・・・・・・・・・・・・・・・・・・・・・・・・・・11
GDM・・・・・・・・・・・・・・・・・・・・・・11,・139
GIFT・・・・・・・・・・・・・・・・・・・・・・・11,・342
GVHD・・・・・・・・・・・・・・・・・・・・・・・・・・・・・11

H
HELLP症候群・・・・・・・・11,・134
high・regional・block・・・・287
HIT・・・・・・・・・・・・・・・・・・・・・・・・・・・・・・・・・・12
Homans・徴候・・・・・・・・・・・・・・・148

I
IABO・・・・・・・・・・・・・・・・・・・・・・・・・・・・・・・12
IC・・・・・・・・・・・・・・・・・・・・・・・・・・・・・・・・・・・・・12
ICSI・・・・・・・・・・・・・・・・・・・・・・・・12,・342
IDDM・・・・・・・・・・・・・・・・・・・・・・・・・・・・・・12
idiopathic・thrombocy-
topenic・purpura・・・・・・・・155
immune・thrombocy-
topenic・purpura・・・・・・・・155
intentional・delayed・
delivery・・・・・・・・・・・・・・・・・・・・・・313

index索  引

354 産科麻酔ポケットマニュアル



index
intracytoplasmic・sperm・
injection・・・・・・・・・・・・・・・・・・・・・342
in・vitro・fertilization-
embryo・transfer・・・・・・・・342
ITP・・・・・・・・・・・・・・・・・・・・・・・・・12,・155
IUFD・・・・・・・・・・・・・・・・・・・・・・・・・・・・・・・12
IUGR・・・・・・・・・・・・・・・・・・・・・・・・・・・・・・・12
IVC・・・・・・・・・・・・・・・・・・・・・・・・・・・・・・・・・・12
IVF・・・・・・・・・・・・・・・・・・・・・・・・・・・・・・・・・・12
IVF-ET・・・・・・・・・・・・・・・・・・・12,・342
IV-PCA・・・・・・・・・・・・・・・・・・12,・337
IVR・・・・・・・・・・・・・・・・・・・・・・・・・12,・255

J 〜 L
Jacoby’s・line・・・・・・・・・・・・・・・・・・45
JSA・・・・・・・・・・・・・・・・・・・・・・・・・・・・・・・・・・12
JSOG・・・・・・・・・・・・・・・・・・・・・・・・・・・・・・・12
large・for・gestational・age・
・・・・・・・・・・・・・・・・・・・・・・・・・・・・・・・・・・・・165
late・deceleration・・・・・・・・・189
LDA・・・・・・・・・・・・・・・・・・・・・・・・・・・・・・・・・12
LDR・・・・・・・・・・・・・・・・・・・・・・・・・・・・・・・・・12
LFD・・・・・・・・・・・・・・・・・・・・・・・・・・・・・・・・・12
LGA・・・・・・・・・・・・・・・・・・・・・・・・12,・165
lipid・rescue・・・・・・・・・・・・・・・・・・285
LMA・・・・・・・・・・・・・・・・・・・・・・・・・・・・・・・・12
LMWH・・・・・・・・・・・・・・・・・・・・・・・・・・・・12
local・anesthetic・toxicity・
・・・・・・・・・・・・・・・・・・・・・・・・・・・・・・・・・・・・283
LOR・・・・・・・・・・・・・・・・・・・・・・・・・・・・・・・・・12

M
macrosomia・・・・・・・・・・・・・・・・・141
McDonald・手術・・・・・・・・・・・・167
McGill・Pain・Question-
naire・・・・・・・・・・・・・・・・・・・・・・・・・・・303
McRoberts体位・・・・・・・・・・・・203
Mendelson症候群・・・・・・・233
mirror・syndrome・・・・・・・・・348
miscarriage・・・・・・・・・・・・・・・・・・159
Montevideo・Unit・・・・・・・・・300
MTX・・・・・・・・・・・・・・・・・・・・・・・・・・・・・・・・12

N
National・Institute・of・
Clinical・Excellence・・・・18
NCPR・・・・・・・・・・・・・・・・・・・・・・・・・・・・・・12
neuro・apoptosis・・・・・・・・・・345
NICE・・・・・・・・・・・・・・・・・・・・・・・・12,・18
NICU・・・・・・・・・・・・・・・・・・・・・・・・・・・・・・・12
NIDDM・・・・・・・・・・・・・・・・・・・・・・・・・・・12

non・reassuring・fetal・
status・・・・・・・・・・・・・・・・・・・・・・・・・・191
NPO・・・・・・・・・・・・・・・・・・・・・・・・・・・・・・・・13
NRFS・・・・・・・・・・・・・・・・・・・・・・13,・191
NRS・・・・・・・・・・・・・・・・・・・・・・・・・・・・・・・307
NSAIDs・・・・・・・・・・・・・・・・・・・・・・・・・・・13
NST・・・・・・・・・・・・・・・・・・・・・・・・・・・・・・・・・13
NTG・・・・・・・・・・・・・・・・・・・・・・・・・・・・・・・・13
numeric・rating・scale・・・307
NYHA・・・・・・・・・・・・・・・・・・・・・・・・・・・・・13

O・ P
OP・・・・・・・・・・・・・・・・・・・・・・・・・・・・・・・・・・・13
PACU・・・・・・・・・・・・・・・・・・・・・・・・・・・・・・13
Pageの分類・・・・・・・・・・・・・・・・・・220
passive・descent・・・・・・・・・・・325
PC・・・・・・・・・・・・・・・・・・・・・・・・・・・・・・・・・・・・13
PCA・・・・・・・・・・・・・・・・・・・・・・・・・・・・・・・・・13
PCEA・・・・・・・・・・・・・・・・・・・・・・・・・・・・・・13
PCPS・・・・・・・・・・・・・・・・・・・・・・・・・・・・・・・13
PCS・・・・・・・・・・・・・・・・・・・・・・・・・・・・・・・295
PDPH・・・・・・・・・・・・・・・・・・・・・13,・118
perimortem・cesarean・
section・・・・・・・・・・・・・・285,・295
physiologic・anemia・・・・339
PIH・・・・・・・・・・・・・・・・・・・・・・・・・13,・127
placenta・accreta・・・・・・・・・215
placenta・increta・・・・・・・・・・215
placental・abruption・・・・219
placenta・percreta・・・・・・・・215
placenta・previa・・・・・・・・・・・210
PMC・・・・・・・・・・・・・・・・・・・・・・・13,・285
PONV・・・・・・・・・・・・・・・・・・・・13,・116
PPH・・・・・・・・・・・・・・・・・・・・・・・・・・・・・・・・・13
pre-curarization・・・・・・・・・・103
preloading・・・・・・・・・・・・・・・・・・・・・・64
prolonged・acceleration・
・・・・・・・・・・・・・・・・・・・・・・・・・・・・・・・・・・・・188
prolonged・deceleration・
・・・・・・・・・・・・・・・・・・・・・・・・・・・・・・・・・・・・190
PROM・・・・・・・・・・・・・・・・・・・・・・・・・・・・・13
PT・・・・・・・・・・・・・・・・・・・・・・・・・・・・・・・・・・・・13
PTC・・・・・・・・・・・・・・・・・・・・・・・・・・・・・・・・・13
PTE・・・・・・・・・・・・・・・・・・・・・・・・13,・147
pulmonary・thromboem-
bolism・・・・・・・・・・・・・・・147,・265・

R
rapid・sequence・spinal・・・58
RCC・・・・・・・・・・・・・・・・・・・・・・・・・・・・・・・・・13

RDS・・・・・・・・・・・・・・・・・・・・・・・・・・・・・・・・・13
retained・placenta・・・・・・・・204
RSI・・・・・・・・・・・・・・・・・・・・・・・・・・・・・・・・・・・13
RSS・・・・・・・・・・・・・・・・・・・・・・・・・・・13,・58

S
SA・・・・・・・・・・・・・・・・・・・・・・・・・・・・・・・・・・・・13
SAB・・・・・・・・・・・・・・・・・・・・・・・・・・・・・・・・・13
SBP・・・・・・・・・・・・・・・・・・・・・・・・・・・・・・・・・・13
Selick・maneuver・・・・・・・・・104
sequential・CSEA・・・・・・・・・・・94
SFD・・・・・・・・・・・・・・・・・・・・・・・・・・・・・・・・・13
SGA・・・・・・・・・・・・・・・・・・・・・・・・13,・165
Shirodkar・手術・・・・・・・・・・・・・167
shock・index・・・・・・・・・・・・・・・・・226
shoulder・dystocia・・・・・・・202
SI・・・・・・・・・・・・・・・・・・・・・・・・・・・・・・・・・・・・・13
Sialyl・Tn・・・・・・・・・・・・・・・・・・・・・・・263
single・shot・spinal・・・・・・・・・・55
sinusoidal・pattern・・・・・・・187
SLE・・・・・・・・・・・・・・・・・・・・・・・・・・・・・・・・・・13
sleeping・baby・・・・・・・・・・・・・・174
small・for・gestational・age・
・・・・・・・・・・・・・・・・・・・・・・・・・・・・・・・・・・・・165
SOAP・・・・・・・・・・・・・・・・・・・・・・・・・・・・・・・14
SSI・・・・・・・・・・・・・・・・・・・・・・・・・・・・・・・・・・・14
SSS・・・・・・・・・・・・・・・・・・・・・・・・・・・14,・55
standard・CSEA・・・・・・・・・・・・・・94
STD・・・・・・・・・・・・・・・・・・・・・・・・・・・・・・・・・14
Stiff・joint症候群・・・・・・・・・・・141
still・birth・・・・・・・・・・・・・・・・・・・・・・・159

T
T&S・・・・・・・・・・・・・・・・・・・・・・・・・・・・・・・・・14
TAE・・・・・・・・・・・・・・・・・・・・・・・・14,・250
TAP・・・・・・・・・・・・・・・・・・・・・・・・・・・・・・・・・14
TENS・・・・・・・・・・・・・・・・・・・・・・・・・・・・・・・14
thrombin・・・・・・・・・・・・・・・・・・・・・・226
thromboplastin・・・・・・・・・・・・162
thrombotic・thrombocy-
topenic・purpura・・・・・・・・155
tissue・・・・・・・・・・・・・・・・・・・・・・・・・・・・・226
TIVA・・・・・・・・・・・・・・・・・・・・・・・・・・・・・・・・14
TOLAC・・・・・・・・・・・・・・・・・・・14,・180
tone・・・・・・・・・・・・・・・・・・・・・・・・・・・・・・・226
total・spinal・block・・・・・・・・287
TRALI・・・・・・・・・・・・・・・・・・・・・・・・・・・・・14
transarterial・emboliza-
tion・・・・・・・・・・・・・・・・・・・・・・・・・・・・・250
trauma・・・・・・・・・・・・・・・・・・・・・・・・・・226

355索　引



trial・of・labor・after・
cesarean・delivery・・・・・180
TTP・・・・・・・・・・・・・・・・・・・・・・・・14,・155
TTTS・・・・・・・・・・・・・・・・・・・・・・・・・・・・・・・14
Tuffier’s・line・・・・・・・・・・・・・・・・・・45

U
UAE・・・・・・・・・・・・・・・・・・・・・・・・・・・・・・・・・14
UC・・・・・・・・・・・・・・・・・・・・・・・・・・・・・・・・・・・14
UFH・・・・・・・・・・・・・・・・・・・・・・・・・・・・・・・・14
uterine・inversion・・・・・・・・207
uterine・rupture・・・・・・・・・・・・200

V
vaginal・birth・after・
cesarean・delivery・・・・・180
VALI・・・・・・・・・・・・・・・・・・・・・・・・・・・・・・281
variable・deceleration・・・189
VAS・・・・・・・・・・・・・・・・・・・・・・307,・320
VBAC・・・・・・・・・・・・・・・・・・・・・14,・180
VE・・・・・・・・・・・・・・・・・・・・・・・・・・・・・・・・・・・14
venous・thromboembo-
lism・・・・・・・・・・・・・・・・・・・・・・・・・・・・・147
ventilator-associated・
lung・injury・・・・・・・・・・・・・・・・・281
Virchow’s・triad・・・・・・・・・・・147
visual・analogue・scale・
・・・・・・・・・・・・・・・・・・・・・・・・・・・307,・320
VTE・・・・・・・・・・・・・・・・・・・・・・・・14,・147

W 〜 Z
WHO・・・・・・・・・・・・・・・・・・・・・・・・・・・・・・・14
ZIFT・・・・・・・・・・・・・・・・・・・・・・・14,・342
zygote・intrafallopian・
transfer・・・・・・・・・・・・・・・・・・・・・・342

和 文
あ

亜鉛コプロポルフィリン1・
・・・・・・・・・・・・・・・・・・・・・・・・・・・・・・・・・・・・263
アトニン® ・・・・・・・・・・・・・・・72,・73
アドレナリン・・・・・・・・・・・・・・・・274
アナフィラキシー・・・・・・・・273
アプレゾリン® ・・・・・・・・・・・・・131
アプロチニン製剤・・・・・・・・247
アンスロビン® ・・・・・・・・・・・・・247
痛み・・・・・・・・・・・・・・・・・・・・・・・・・・・・・・・306
一過性除脈・・・・・・・・・・・・・・・・・・・・189

一過性頻脈・・・・・・・・・・・・・・・・・・・・188
遺伝子組み換え活性型第Ⅶ
因子（rFVIIa）・・・・・・・・・・・・247
イントラリピッド® ・・・・・285
ウリナスタチン・・・・・・・・・・・・247
エスモロール・・・・・・・・・・・・・・・・131
エスラックス® ・・・・・・・・・・・・・103
エフェドリン・・・・・・・・・・・・・・・・・・65
エラスポール® ・・・・・・・・・・・・・281
塩酸リトドリン・・・・・・・・・・・・166
オキシトシン・・72,・73,・249
オノアクト® ・・・・・・・・・・・・・・・・131
オンダンセトロン・・・・・・・・117

か
ガーゼパッキング・
・・・・・・・・・・・・・・・・・・・・・・・・・・・249,・252
化学的流産・・・・・・・・・・・・・・・・・・・・159
合併症・・・・・・・・・・・・・・・・・・・・・・・・・・・327
カテゴリー1・・・・・・・・・・・・・・・・・・・99
鉗子分娩・・・・・・・・・・・・・・・・・・・・・・・183
完全脊髄くも膜下麻酔・
・・・・・・・・・・・・・・・・・・・・・・・・・・・・・・・・・・・・287
完全流産・・・・・・・・・・・・・・・・・・・・・・・159
嵌入胎盤・・・・・・・・・・・・・・・・・・・・・・・215
器械分娩・・・・・・・・・・・・・・・・・・・・・・・183
危機的出血・・・・・・・・・・・・・・・・・・・・229
危機的出血への対応ガイド
ライン・・・・・・・・・・・・・・・・・・・・・・・・・227
希釈性凝固障害・・・226,・231
気道確保困難・・・・・・・・・・・・・・・・276
吸引分娩・・・・・・・・・・・・・・・・・・・・・・・183
凝固異常・・・・・・・・・・・・・・・・・・・・・・・250
局所麻酔薬中毒・・・・・・・・・・・・283
局所麻酔薬の必要量・・・・・・・60
巨大児・・・・・・・・・・・・・・・・・・・・・・・・・・・141
緊急度・・・・・・・・・・・・・・・・・・・・・・・・・・・・・18
くも膜下穿刺・・・・・・・・・・・・・・・・・・47
経カテーテル動脈塞栓術・
・・・・・・・・・・・・・・・・・・・・・・・・・・・・・・・・・・・・255
頸管縫縮術・・・・・・・・・・・・・・・・・・・・167
経膣分娩後の止血法・・・・・249
経動脈塞栓術・・・・・・・・・・・・・・・・250
稽留流産・・・・・・・・・・・・・・・・・・・・・・・159
ケタミン・・・・・・・・・・・・・・・・・・・・・・・162
血液凝固能の亢進・・・・・・・・147
血管内皮の損傷・・・・・・・・・・・・147
血小板減少症・・・・・・・・・・・・・・・・155
血栓性血小板減少性紫斑病・
・・・・・・・・・・・・・・・・・・・・・・・・・・・・・・・・・・・・155

血栓性素因・・・・・・・・・・・・・・・・・・・・153
血流停滞・・・・・・・・・・・・・・・・・・・・・・・147
肩甲難産・・・・・・・・・・・・・・・・・・・・・・・202
高位局所麻酔・・・・・・・・・・・・・・・・287
抗カルジオピリン抗体・
・・・・・・・・・・・・・・・・・・・・・・・・・・・・・・・・・・・・153
抗菌薬・・・・・・・・・・・・・・・・・・・・・・・・・・・・・38
後陣痛・・・・・・・・・・・・・・・・・・・・・・・・・・・298
幸帽児分娩・・・・・・・・・・・・・・・・・・・・・・76
硬膜外自己血パッチ・・・・・328
硬膜外穿刺・・・・・・・・・・・・・・・・・・・・・・83
硬膜外麻酔・・・・・・・・・・・・・81,・313
誤嚥性肺炎・・・・・・・・・・・233,・278
コマンダー・・・・・・・・・・・・・・・・・・・・229

さ
臍帯脱出・・・・・・・・・・・・・・・・・・・・・・・198
坐位での脊髄くも膜下麻酔・
・・・・・・・・・・・・・・・・・・・・・・・・・・・・・・・・・・・・・・52
サイナソイダルパターン・
・・・・・・・・・・・・・・・・・・・・・・・・・・・・・・・・・・・・187
産科DICスコア・・・・・・・・・・・・244
産科危機的出血・・・・・・・・・・・・225
産科危機的出血の対応ガイ
ドライン・・・・・・・・・・・・・・・・・・・・・227
産科救急・・・・・・・・・・・・・・・・・・・・・・・257
産科出血・・・・・・・・・・・・・・・・・・・・・・・225
産科ショック・・・・・・・・・・・・・・・・258
産道損傷・・・・・・・・・・・・・・・・・・・・・・・249
子癇・・・・・・・・・・・・・・・・・・・・・・・・・・・・・・・137
弛緩出血・・・・・・・・・・・・・・・・・・・・・・・249
子宮収縮薬・・・・・・・・・・・・・・・・・・・・・・72
子宮内バルーンタンポナー
デ法・・・・・・・・・・・・・・・・・・・・・・・・・・・・249
子宮内反症・・・・・・・・・・・・・・・・・・・・207
子宮の左方転位・・・・・・・・・・・・・・63
子宮破裂・・・・・・・・・・・・・・・・・・・・・・・200
止血困難・・・・・・・・・・・・・・・・・・・・・・・250
止血法・・・・・・・・・・・・・・・・・・・・・・・・・・・249
死産・・・・・・・・・・・・・・・・・・・・・・・・・・・・・・・159
死胎児症候群・・・・・・・・・・・・・・・・162
児娩出後の麻酔管理・・・・・・・78
習慣性流産・・・・・・・・・・・・・・・・・・・・159
手術適応・・・・・・・・・・・・・・・・・・・・・・・・・22
術後管理・・・・・・・・・・・・・・・・・・・・・・・110
術後指示・・・・・・・・・・・・・・・・・・・・・・・125
術後疼痛対策・・・・・・・・・・・・・・・・113
術前指示・・・・・・・・・・・・・・・・・・・・・・・・・33
術前評価・・・・・・・・・・・・・・・・・・・・・・・・・26
常位胎盤早期剥離・・・・・・・・219

356 産科麻酔ポケットマニュアル



index
消費性凝固障害・・・・・・・・・・・・243
静脈血栓塞栓症・・・・・・・・・・・・147
侵害受容性疼痛・・・・・・・・・・・・306
神経因性疼痛・・・・・・・・・・・・・・・・306
人工呼吸関連肺障害・・・・・281
進行流産・・・・・・・・・・・・・・・・・・・・・・・159
新生児呼吸窮迫症候群・
・・・・・・・・・・・・・・・・・・・・・・・・・・・・・・・・・・・・141
陣痛・・・・・・・・・・・・・・・・・・・・・・・・・・・・・・・301
心肺虚脱症状・・・・・・・・・・・・・・・・262
深部静脈血栓症・・・・・・・・・・・・147
スガマデクス・・・・・・・・・・・・・・・・103
スキサメトニウム・・・・・・・・103
生殖補助医療・・・・・・・・・・・・・・・・342
生理的貧血・・・・・・・・・・・・・・・・・・・・339
脊髄円錐症候群・・・・・・・・・・・・・・45
切迫流産・・・・・・・・・・・・・・・・・・・・・・・159
説明と同意・・・・・・・・・・・・・・・・・・・・・・31
遷延一過性徐脈・・・190,・335
遷延一過性頻脈・・・・・・・・・・・・188
前（駆）陣痛・・・・・・・・・・・・・・・・298
穿刺部位・・・・・・・・・・・・・・・・・・・・・・・・・45
全身麻酔・・・・・・・・・・・・・・・・・・・・・・・・・95
全前置胎盤・・・・・・・・・・・・・・・・・・・・210
喘息・・・・・・・・・・・・・・・・・・・・・・・・・・・・・・・156
前置胎盤・・・・・・・・・・・・・・・・・・・・・・・210
穿通胎盤・・・・・・・・・・・・・・・・・・・・・・・215
早産・・・・・・・・・・・・・・・・・・・・・・・・・・・・・・・165
双手圧迫法・・・・・・・・・・・・・・・・・・・・249
早発一過性徐脈・・・・・・・・・・・・189
蘇生法・・・・・・・・・・・・・・・・・・・・・・・・・・・292
ゾフラン® ・・・・・・・・・・・・・・・・・・・・117

た
胎位異常・・・・・・・・・・・・・・・・・・・・・・・176
体位作成（側臥位）・・・・・・・・・42
胎児機能不全・・・・・・・・・・・・・・・・191
胎児心拍数図・・・・・・・・・・・・・・・・187
胎児治療・・・・・・・・・・・・・・・・・・・・・・・347
体性痛・・・・・・・・・・・・・・・・・・・・・・・・・・・307
胎盤遺残・・・・・・・・・・・・・・204,・249
胎盤用手剥離・・・・・・・・・・・・・・・・249
多胎妊娠・・・・・・・・・・・・・・・・・・・・・・・170
炭酸水素ナトリウム・・・・・・・88
遅発一過性徐脈・・・・・・・・・・・・189
中期中絶・・・・・・・・・・・・・・・・・・・・・・・163
帝王切開術中の止血法・
・・・・・・・・・・・・・・・・・・・・・・・・・・・・・・・・・・・・252
低血圧予防・・・・・・・・・・・・・・・・・・・・・・63
低置胎盤・・・・・・・・・・・・・・・・・・・・・・・210

低用量アスピリン・・・・・・・・153
デカドロン® ・・・・・・・・・・・・・・・・117
デキサメサゾン・・・・・・・・・・・・117
糖尿病性ケトアシドーシス・
・・・・・・・・・・・・・・・・・・・・・・・・・・・・・・・・・・・・140
特発性血小板減少性紫斑病・
・・・・・・・・・・・・・・・・・・・・・・・・・・・・・・・・・・・・155
トラジロール® ・・・・・・・・・・・・・247
トラネキサム酸・・・・・・・・・・・・247
トランサミン® ・・・・・・・・・・・・・247
ドロペリドール・・・・・・・・・・・・117
ドロレプタン® ・・・・・・・・・・・・・117

な
内臓痛・・・・・・・・・・・・・・・・・・・・・・・・・・・307
ナロキソン・・・・・・・・・・・・・・・・・・・・・・56
ニカルジピン・・・・・・・・・・・・・・・・131
ニトログリセリン・
・・・・・・・・・・・・・・・・・・・・・・・・・・・・・76,・131
妊娠高血圧症候群・・・・・・・・127
妊娠陣痛・・・・・・・・・・・・・・・・・・・・・・・298
妊娠中の手術・・・・・・・・・・・・・・・・344
妊娠糖尿病・・・・・・・・・・・・・・・・・・・・139
ネオシネジン® ・・・・・・・・・・・・・・・65
ノイアート® ・・・・・・・・・・・・・・・・247
ノボセブン® ・・・・・・・・・・・・・・・・247

は
肺血栓塞栓症・・・・・・・・・・・・・・・・265
肺塞栓・・・・・・・・・・・・・・・・・・・・・・・・・・・123
バソプレッシン・・・・・・・・・・・・274
バルーン血管閉塞術・・・・・255
バルーンタンポナーデ・
・・・・・・・・・・・・・・・・・・・・・・・・・・・・・・・・・・・・253
パルタン® ・・・・・・・・・・・・・・・・・・・・・・72
ヒドララジン・・・・・・・・・・・・・・・・131
肥満・・・・・・・・・・・・・・・・・・・・・・・・・・・・・・・144
フェニレフリン・・・・・・・・・・・・・・65
フェンタニル・・・・・・・105,・113
フサン® ・・・・・・・・・・・・・・・・・・・・・・・・247
不全流産・・・・・・・・・・・・・・・・・・・・・・・159
ブリディオン® ・・・・・・・・・・・・・103
プリンぺラン® ・・・・・・・・・・・・・116
ブレビブロック® ・・・・・・・・・131
プロスタグランジンF2α・
・・・・・・・・・・・・・・・・・・・・・・・・・・・・・・・72,・74
プロスタルモンF® ・・・72,・74
プロポフォール・・・・・・・・・・・・103
分娩・・・・・・・・・・・・・・・・・・・・・・・・・・・・・・・297
分娩陣痛・・・・・・・・・・・・・・・・・・・・・・・298

ペルジピン® ・・・・・・・・・・・・・・・・131
辺縁前置胎盤・・・・・・・・・・・・・・・・210
ペンシルポイント針・・・・・・・47
変動一過性徐脈・・・・・・・・・・・・189
母体救命のための緊急帝王
切開・・・・・・・・・・・・・・・・・・・・・・・・・・・・295
母体への酸素投与・・・・・・・・・・40

ま
麻酔管理・・・・・・・・・・・・・・・・・・88,・94
麻酔計画・・・・・・・・・・・・・・・・・・・・・・・・・30
ミラクリッド® ・・・・・・・・・・・・・247
ミリスロール® ・・・・・・・・・・・・・131
無痛分娩・・・・・297,・333,・337
無痛分娩中の帝王切開・
・・・・・・・・・・・・・・・・・・・・・・・・・・・・・・・・・・・・330
メイロン® ・・・・・・・・・・・・・・・・・・・・・・88
メシル酸ガベキサート・
・・・・・・・・・・・・・・・・・・・・・・・・・・・・・・・・・・・・247
メシル酸ナファモスタット・
・・・・・・・・・・・・・・・・・・・・・・・・・・・・・・・・・・・・247
メチルエルゴメトリン・
・・・・・・・・・・・・・・・・・・・・・・72,・73,・249
メトクロプラミド・・・・・・・・116
免疫性血小板減少性紫斑病・
・・・・・・・・・・・・・・・・・・・・・・・・・・・・・・・・・・・・155
モニター・・・・・・・・・・・・・・・・・・・・・・・・・36
モルヒネ・・・・・・・・・・・・・・・・・・・・・・・113

や
ヤコビーライン・・・・・・・・・・・・・・45
輸血・・・・・・・・・・・・・・・・・・・・・・・・・・・・・・・239
癒着胎盤・・・・・・・・・・・・・・211,・215
羊水塞栓症・・・・・・・・・・・・・・・・・・・・262

ら
ランジオロール・・・・・・・・・・・・131
流産・・・・・・・・・・・・・・・・・・・・・・・・・・・・・・・159
硫酸マグネシウム・・・・・・・・166
輪状軟骨圧迫・
・・・・・・・・・・・・・・・・・・104,・233,・279
輪状マッサージ・・・・・・・・・・・・249
ループスアンチコアグラント・
・・・・・・・・・・・・・・・・・・・・・・・・・・・・・・・・・・・・153
レベルチェック・・・・・・・・・・・・・・66
レミフェンタニル・・・・・・・・105
ロクロニウム・・・・・・・・・・・・・・・・103

357索　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