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응급실 내원 환자 진료 절차

  

1.환자내원 시 침상배치 

Bed No. 적응증

2~3번 침상

  • CPR환자,  Chest pain,  hematemesis,  severe dyspnea, 

  • 119로 내원한 환자, hopeless 환자, Seizure 환자, 열성경련환자

  • 의식상태가 저하되거나 모호한 환자

  • 산업현장에서 fall dawn 된 환자

  • ADI 

(각종농약, 수면제, 쥐약, 빙초산, 락스등 식용이 아닌 것을 먹은 환자)

  • 계속적인 처치와 관찰이 필요하여 전원 온 환자 

4~5번 침상

  • 응급처치 후 활력징후가 안정된 환자

  • O2 공급을 요하며 추후관찰이 필요한 환자

  • 활력증후가 안정적인 다발성 골절 환자 

12~13번 침상

  • 걸어서 혹은 휠체어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오는 환자들

   Ex) back pain 환자, headache, URI,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 각종 복통환자

  • Amputation환자

  • 119로 내원하였으나  응급처치를 필요하지 않는 환자

  • 타 병원에서 전원 온 의식이 명료한 환자

14~15번 침상

  • 처치 또는 검사가 끝나고 검사결과나 퇴원을 기다리는 환자

  • 외래에서 입원대기나 수술 준비를 위해서 온 환자

  • 술 취한 환자

6~10번

16~20번 침상

  • 처치가 끝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며  입원 대기 등 관찰만 요하는 환자

  • 응급진료 후 외래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대기하는 환자

  • 정신적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환자

처치침상

  • 단순열상, 단순골절 의심환자

  • 9%미만의 화상환자

  • Bleeding이 심하지 않는 단순 scalp laceration환자

  • splint 처치 시

  • ․음주채혈환자

  • 단순 dressing 환자 



2. 내원 환자 진료 절차

  

1)  내원 환자 진료

1
 내원 환자나 보호자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한다. 

 - 경우에 따라 접수창구 직원이 응급실로 방문하여 접수한다.

2

당직의사에게 연락한다.

 - 단, 응급 시에는 의사나 간호사 중 먼저 접촉한 사람이 병력과 중증도 분류를 하여 응급실  

  대장에 기록한다.

3 간호사는 vital sign을 측정하고 응급 처방업무에서 vital sign을 입력한다. 

4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계획, 치료에 대한 예상 및 위험에 따른 설명을 한다. 

5

 

당직의사는 이화학적 검사, 기본적인 응급 임사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진료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6
검사 결과를 확인 후, 해당과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는다.

7
진료 결과에 따라 입원, 외래 진료의뢰, 퇴원이 결정이 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절차를 밟는다.

8 퇴원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일과 진료 과,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9 보호자가 없는 중환이거나 행려환자인 경우 행정 당직자나 원무과에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  입원 절차

1 응급환자의 진료 후 입원가료가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입원 결정서를 발부한다.

2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입원 결정서를 주어 입 ․ 퇴원 창구 또는 야간 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하게 한다.

3
입원수속 후 병동에 연락 후 준비물품 및 주요사항을 알린 뒤 병실이 준비 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한다.

4 간호사는 환자를 병실로 이동하기 전 의사의 지시, 검사결과, vital sign 등을 정확히 점검한다.

5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cathether, tube, IV line 등의 상태를 재점검한 후 해당 병동에 

인계한다. 

6
병실로 안내 후 Cart, wheelchair, pole대, 담요, 베개 splint 등 응급실 물품을 챙겨서 오도록 

한다. 



3) 귀 가

1

  진료가 완료되었거나 외래진료실로 통원이 가능하여 귀가 예정인 환자는 귀가 시에 필요한 

투약, 주의점, 통원진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지시키고 응급 간호기록지에 

입력한다.

2
 환자가 귀가하기 전에  EMR에 처방입력 및 수납완료를 확인한다. 

  - 수납이 완료되면 EMR 창에 환자 이름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3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경우에는 귀가 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담당의사가 설명 한다.

  -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자의퇴원서약서”를 받는다.

4  입원 및 진료거부의 이유를 응급 간호 기록지에 입력한다.

5  Ambulance이용을 원하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는 원무과(원내1718)에 연락한다. 

6  보행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 할 경우 는 차까지 안내하도록 한다.

4) 사 망 ( D.O.A, D.A.A )

1 입은 옷을 벗기고 환자의 외부소견을 세밀히 관찰한다.

2 EKG Strip을 만들어 둔다.

3
동행인의 신상을 파악해 두고 내원 전의  상황( 사고 장소 및 오래된 경위)을 동행인을 

통하여 파악하여 둔다.

4 영안실로 연락한다. 

5
응급실 내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D.A.A)의 경우는  사망선언을 하고 상황과 시간을 

응급일지에 상세히 입력한다.

6 환자에게 부착된 각종 처치기구를 제거하며 절개된 곳은 봉합한다.

7 검안이 끝나면 사체포로 덮고 필요한 방사선 검사 후 영안실로 보낸다.

8 사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 발부는 다음날 아침에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모든 사체의 물품은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보호자가 없으면 2인 이상이 확인하여 응급실에 보관 후 보호자가 나타나면 인계한다.

참고 사항

   ․D.O.A(Dead on arrival) -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환자를 말함.

   ․D.A.A(Dead after arrival) - 병원에 도착 후 사망한 환자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