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응급환자 사정

  

1. 응급환자 일차사정 (Initial assessment)

   1) Airway

      Airway를 사정할 때는 기도의 확인과 동시에 경추손상은 없는지 이로 인한 

부동 상태는 아닌지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1) 기도 폐색환자 관찰 내용(assessment) 

      • 질식이 있다면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 ( 목소리 확인 )

      • 무의식환자는 혀로 인한 기도폐색이 없는지 확인

      • 치아나 다른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색이 없는지 확인

      • 출혈 확인

      • 구토물이나 다른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색 유무 확인

      •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기도 부종상태 확인

       (2) 기도유지 방법

      • 기도개방 및 기도유지 jaw thrust and chin lift 

      • oropharyngeal or nasopharyneal airway 삽입

      • Endotracheal intubation

      • 응급 시 기관 절개술 시행

   2) 호흡상태 평가

       (1) 호흡상태의 평가 시 확인 내용

      • 자발호흡 확인(흉곽의 움직임과 대칭성, 느린지, 빠른지 등) 

      • 피부색, 부속 근육의 사용 유무

      • 상대 정맥확인, 기관의 위치확인

       (2) Interventions

      • 산소공급 ( 비강, 마스크 등) 

      • 인공 호흡기 

2. 순환상태 평가

   1) Assessment

  • 맥박의 질 촉진 (normal, weak, strong)

  • 맥박 수 측정(normal, slow, fast)

  • central pulse 촉진 (femoral, carotid)

  • 피부색, 피부온도, 발한 정도, 출혈유무, 혈압 측정 



   2) 순환이 부적절한 경우의 지표

  • tachycardia

  • 의식의 저하 

  • 조절되지 않는 출혈 

  • 상대정맥 확장 

  • pale, cool, diaphoretic skin

  • distant heart sound (느린 심박동수)

   3) intervention

  • 출혈에 대한 즉각적인 지혈

( control any uncontrolled  external bleeding )

  • 정맥주사 라인 확보 (가능하면 중심정맥 14~16 gauge catheters )

  • 수액은 초기에 차지 않은 lactated ringer's solution (하트만덱스) 정주

  • 수혈을 해야 할 경우에는 normal saline (0.9%)을 먼저 달아둠.

  • 출혈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하면 ABO and Rh typing에 대비하여 blood 

sample용 혈액을 채취함

3. 신경학적 사정 (Primary Assessment)

   1) AVPU 의식정도의 초기 평가  :  언어자극이나  통증자극으로 평가

 • A : person, time, an place에 관하여 물어보면서 의식이 명료한지 

확인한다. 사람, 장소, 시간을 잘 구별한다. 

 • V : person, time, an place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지 확인한다.

       언어자극에 반응한다.

 • P : 언어자극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통증성 자극을 주어 반응을 

확인한다. 통증을 주는 자극에 반응한다.

 • U : 통증자극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 환자  

   2) 동공반사 평가 :  대광반사 확인, 동공의 size, shape, equality를 

확인한다.



① 의식수준 사정

의식수준 사정

Alert

 

 시각, 청각, 기타 감각에 대한 적절한 반응, 지남력 (시간, 장소, 사람)

이 모두 있음.

Drowsy

 

 졸음이 오는 상태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림.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나 지시, 통각에 반응을 보이나 대답에 혼돈이 있고 

다시 수면에 빠짐.

Stupor

 

 환자는 계속적이고 강렬한 자극, 큰소리, 통증, 밝은 광선에 자극을 주면 

 반응을 나타냄.

 간단한 질문에 한 두 마디 대답하나 자극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임.

Semicoma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고 고통스러운 자극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보이며

 때로는 신음소리를 내거나 말을 중얼거림.

Coma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고 아주 고통스러운 반응에 지연된 반사적 반응이 

 단편적으로 보임.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고 연수의 기능이 있을 경우 동공반사는 존재함.

Confusion

 

 경한 의식 장애인 지남력 장애로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인식 능력의 

결여 사고가 느리고 질문과 지시에 대한 인지장애 및 반응 장애 있음.

Delirium

 

 병적으로 인식과 주의력을 상실한 상태, 흥분이 현저한 증상. 

 안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움직이며 모든 자극에 강하게 반응함. 

 착란(illusion), 환각(hallucination)



 ②  Glascow Coma Scale(GCS)

-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식사정도구

- 의식상태 및 전반적 환자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 자극에 대한 행동반응을 

기록한 것 

영  역 반  응
점  

수

eye opening

Response

(개안 반응)

spontaneous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 4

to voice 불러서 눈을 뜬다 3

to pain 통증 자극에 눈을 뜬다 2

no response 전혀 눈을 뜨지 않는다 1

verbal

response

(언어 반응)

oriented 지남력이 있다 5

confused 대화가 혼돈되어 있다 4

inappropriate 언어사용이 잘못되어 있다 3

incomprehensive 이해 불명의 말을 한다   (ex：신음소리) 2

no response 전혀 반응이 없다 1

motor

response

(운동반응)

obey commands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6

localizes 통증 부위를 지적한다 5

withdrawal 통증 자극에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반응을 한다 4

abnormal flexion 이상 굴곡 반응 3

abnormal extension 이상 신전 반응 2

no response 반응이 없다 1

★   GCS 점수에 따른 의식 정도                

     15점 - 완전 명료,   9점 이상 - 혼수 범주,   7점 이하 - 혼수, 

3점 - 심한 혼수



③ 동공반응 검사(Pupil Reflex) 

  -  준비물품 : pen light

No 수 행 항 목

1  환자에게 검사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2

 환자가 있는 환경을 너무 밝지 않도록 한 후에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똑

바로 앞을 바라보도록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관찰자가 정확히 관찰

할 수 있도록 정면에서 빛을 비추어 시행한다.

3
 동공의 모양과 크기, 양쪽의 동질성 등을 관찰한다.

 동공의 크기는 일시에 양쪽 안검을 올려서 관찰한다.

4
 빛을 비추었을 때의 반응, 즉 순간적으로 동공이 수축하는지, 서서히 수축

하는지,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에 양쪽 동공이 다시 산대되는지를 본다.  

5  빛을 비추었을 때 동공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 기록한다.

   ★ 동공의 크기 및 동공의 반사기록    

    A) 동공의 크기(pupil size)

    -  동공의 크기는 빛을 비추기 전의 크기를 그리며 그림 바로 밑에 크기 표

시를 mm단위로 한다.

     

ex ) Rt    Lt

     1) ○  =  ○   좌우의 동공의 크기가 같을 경우 : isocoria

6mm

     2)  o  <  ○  좌측의 동공의 크기가 클 경우 : anisocoria

        4mm   6mm

     3) ○  >  o  우측의 동공의 크기가 클 경우 : anisocoria

        6mm  4mm

    B) 동공의 반사 (pupil light reflex)    

     1) Prompt(P)  : ○ ○     

     2) Sluggish(S) : ∅ ∅     빛을 가한 후 동공 크기가 서서히 줄어든다.
     3) Fixed(F)   : ● ●   빛을 가해도 동공크기 변화가 없다.-
     4)  C : eye closed by swelling



④ 근육 강도 측정

근육 강도 측정

0  근육 수축이 안됨.

GⅠ  약간의 수축이 보임.(관절운동이 안됨)

GⅡ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 범위 운동을 수행할 수 있음.

GⅢ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전범위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음.

GⅣ  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전범위의 운동을 할 수 있음.

GⅤ
 중력과 최대의 저항을 이기며 피로 없이 수차례 전 범위 운동이 

 가능. 심한 저항에 대항한 능동적 움직임.

4 . 응급환자 이차사정 (Secondary Assessment)

    - 이차사정은 환자의 병력을 하기 전에 확인되고 처치 할 내용이다.

   1) 심전도 모니터링 부착 ( 리듬, 율 관찰 )

   2) 동맥 산소 농도 계측기 부착 ( pulse oximeter ) 

  • arterial oxygen saturation (SpO2) 확인한다. 

  • 정상 SpO2 는 98%이다.

       • hemoglobin이 조직에 98%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유치 도뇨관 삽입으로 소변 양을 측정

  •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면서 생식기와 요도의 손상은 없는지 확인

  • 고환부위의 혈종은 골반골절의 증상일 수 있다.

   4) gastric tube (L-tube)삽입

  • 위장관 감압을 시켜 구토로 인한 흡인의 위험을 감소한다.

  • 미주신경의 자극을 감소시켜 서맥을 줄인다.

  • 수술에 대비할 수 있다.

   5) laboratory study 준비

  • 혈액형검사 및 cross matching

  • Hct, Hb, BUN,Cr, ABGA, PLT, PT, PTT 등의 검사를 한다.



 5. 병력 확인 (History)

   1) 병원 전 단계의 병력

  • 손상의 이유와 계기, 기전

  •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보호자에게 의식소실유무, 상태 등에 대해 확인

  • Vital signs, 초기에 치료나 응급조치 사항

   2) 과거병력

  • Age

  • 치료받은 내역, 복용약물, 알레르기

  • 파상풍 예방주사

  • 수술이나 입원 내역

  • 약물이나 술 복용

  • 마지막 생리일 

6. 환자 분류 (Triage assessment)

   1) 환자분류의 목적

  •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를 빠르게 평가한다.

  •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

  • 응급환자외의 불필요한 혼잡을 피한다.

   2) 응급환자의 분류

     (1) 재난 시 (재난현장)

        • 긴급(red), 응급(yellow), 비 응급(green), 지연(black)으로 구분

     (2) 비재난시 (응급실)

        • emergent, urgent, non-urgent 로 구분

        • 외상환자의 triage는 1차 평가 및 2차 평가로 실시한다.

        • 비 외상환자는 활력징후 및 임상적 증상으로 평가한다.

   3) 응급환자의 치료의 우선순위

     (1) 1차적 고려사항

        ① ABC

    ② Vital sign

    ③ 의식상태

    



분류 정의 적용

1군 환자

(긴급)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지가 절단되어 위험이 

있고, 수분 내에 치료 

 급성심정지, 호흡곤란, 

 호흡정지, 심한 다발성손상, 

 대량출혈 등

2군 환자

(응급)

 생명이 위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30분 이내에 

치료
 급성복통, 개방성 골절 등

3군 환자

(안정군)

 잠재적으로 심각하거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며 

 2시간 내에 치료
 복통, 혈전성 정맥염 등

4군 환자

(비 긴급)
 빨리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합병증이 없음

 감기, 발진, 악화되지 않은 

 만성질병 등

 (2) 2차적 고려사항

    ④ 연령

    ⑤ 증상의 경증 및 급 만성

    ⑥ 내원경로 및 수단

 4) Urgency category  

  ․ •  응급실에서의 중증도 분류  - 긴급, 응급, 안정, 비 긴급

 5) 응급처치시의 일반적 원칙

  ① 호흡정지, 심한출혈, 쇼크, 음독 또는 중독 등 가장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먼저 처치한다.

  ② 기도를 유지한다.

  ③ 즉시 지혈한다.

  ④ 쇼크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⑤ 상처를 보호한다.

  ⑥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보온한다.

  ⑦ 무의식, 심한 복부 상처나 출혈이 있으면 금식한다.

  ⑧ 환자의 상태나 처치는 자주 관찰하고 재평가한다.

  ⑨ 주위의 협력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



 6) 응급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간호

     ․ 신체적, 정신적 측면 모두 고려된 환자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갑자기 손상을 입은 환자의 기본적인 불안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죽음, 단절감, 격리 등에  관한 공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말할 때나 행동하고 반응할 때 되도록 따뜻하게 대한다. 

       -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준다. 

       -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수용하고 그들 고유의 느낌을 공유한다. 

       - 침착하고 확실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통제력 상실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③ 의식 없는 환자의 처치도 의식이 있는 것처럼 한다. 

- 의식이 돌아오면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해 알려주며 반복적으로 알려준

다.

- 가능하면 가족이 환자의 현실에 대해 인식하도록 해준다.  

    ④ 급성 상해의 모든 상황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응급환자 분류 지침

1군 : 긴급 환자 - 활력징후 측정 전에 즉각적인 처치가 요하는 환자

 • 이물질, 후두골절 등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청색증, 의식장애, 호흡장애.

 • 수분이내 발생한 모든 심폐정지환자.

 • 지속되는 경련 환자

 • 탈진, 청색증, 호흡이상, 반응 저하 등을 보이는 1주 미만의 신생아.

 • 호흡보조나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며 구급차로 후송된 환자.

2군 : 응급 환자 - 활력징후나 의식장애가 있거나 중증의 환자

 • 심한 호흡곤란 환자.

 •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이거나 40회 이상인자.

 • 호흡장애를 동반한 흉부 혹은 경부외상 환자.

 • 비 외상성 급성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 심한 토혈, 객혈 및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쇼크 증상을 보이는 환자.

 • 맥박수가 분당 50외 이하 혹은 150회 이상

 • 수축기 혈압이 80mmHg이하 혹은 200mmHg이상

 • 40도 이상의 고열 혹은 34도 이하의 저체온 환자.

 • 모든 무의식 환자․3시간이내의 뇌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 활력징후 이상, 신경학적 이상 등을 보이는 외상 혹은 다발성 외상환자.

 • 운동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 두부 외상 환자.

 • 15%이상의 2도 화상, 5%이상의 3도 화상 (10~50세)

 • 10%이상의 2도 화상, 3%이상의 3도 화상 (10세 이하 혹은 50세 이상)

 • 안면부, 수족부, 회음부, 주관절부의 2도이상의 화상 또는 사지의 화상으로 구획 증후군

 • 가능성이 있는 2도 이상의 환자, 전기 화상, 화학 화상, 흡입 화상

 • 외상이 동반된 화상, 면역기능이 저하된 화상환자

 • 두경부, 체간 또는 순환 장애를 보이는 사지부 관통상

 • 혈압저하, 요로계 손상 및 다발성 손상이 동반된 골반골절, 사지절단 환자.

 • 타 의료기관에서 후송된 경우.

3군 : 준응급 환자 - 급성 증상을 보이지만 의식이나 활력 징후는 정상인 환자

 • 단순 열상 또는 골절 등의 외상 환자.

 • 경련 또는 의식장애가 없는 발열 환자.

 • 두드러기 또는 과민반응 환자(구강, 연구개, 후두 등을 침범한 혈관성 부종 환자는 응급)

 • 구토 및 설사 등을 보이는 급성 환자.

 • 기존의 질병으로 통증해소를 위해 내원한 경우

4군 : 비응급 환자 - 비급성 또는 경증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 최근 변화가 심하지 않은 만성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 기침, 가래, 인후통, 콧물, 이통, 발진 등의 환자

 • 증상이 경미하고 경구섭취와 보행이 가능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