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증상에 따른 환자 관리

 1. 신경외과 환자 관리

NO. 수 행 항 목

1  V/S Check 한다.

2  머리를 30° 올려준다.

3  Bed rest 시킨다.

4  의식상태를 관찰한다.(Alert, drowsy, stupor, semicoma, coma)

5  Pupil을 Check 한다.

6  두개내압 상승을 Check한다.(두통, 유두부종, 구토)

7  Side rail를 올려주고 필요시 억제대를 한다. (억제대 동의서 작성)

8  심하게 설치거나 V/S , 의식변화,  Pupil의 변화 시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9  필요시 EKG Ⓜ이나 SPO2 Check, 산소투여 한다.

10  신경학적 변화는 glasgow coma scale에 따라 Check 한다.



2. 외상 환자 관리

  1) 골절 

     • 개방성 골절 : 골절 부위를 덮고 있는 피부와 연부조직이 손상되어 골절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 피부의 열상 : 골절에 의하여 날카롭게 돌출된 골절 면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 .

                     골조직이 노출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골절된 뼈가 피부 

손상 부위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육안적으로 

골절된 뼈가 관찰 되지 않더라고 골절부위에서 가까운 

피부에 열상이나 창상이 있는 경우 개방성 골절로 간주.

   • 폐쇄성 골절 : 골절 부위의 피부와 연부조직에 열상이나 창상이 없는 경우

   • 변형에 따른 골절 : 단순골절 / 변형골절 / 각변형 / 회전변형 / 단축변형

증  상

  ① 변형 : 외형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② 압통  

  ③ 운동제한 

  ④ 부종 / 반상출혈

  ⑤ 노출된 골편 : 손상된 피부에서 골격이 관찰됨(개방성골절)

  ⑥ 골마찰 : 골절 부위의 골격끼리 마찰되는 느낌

  ⑦ 가성운동 :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굴절, 회전등이 발생

2) 탈구 

  •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와 관절낭의 균열이 일어나서 양측 골단면의 접촉 상태에 

균형이 깨어진 것을 지칭한다.

  • 관절 중에서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수지관절, 견관절, 주관절, 

고관절, 족관절 등이다.

증  상

  ① 관절의 심한 변형

  ② 관절부위의 부종

  ③ 관절 부위 통증과 운동 시에 통증의 악화

  ④ 정상적인 관절 운동의 소실

  ⑤ 관절부위를 촉진 시에 심한 압통



3. 염좌 

   • 골격계를 지지하는 인대의 일부가 신장되거나 파열되어 관절에 부분적 혹은 

일시적인 전위를  일으킨 관절손상을 말한다.

   • 경미한 손상으로부터 인대와 관절낭의 심한 손상까지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증  상

  ① 압통

  ② 부종과 반상 출혈

  ③ 운동소실 및 운동 시 통증 악화

 • Fracture(골절), dislocation(탈구), sprain(염좌)이 의심되는 환자 

  - 단순 골절일 경우, 미세한 sprain 일 경우 필요에 따라 처치실로 안내한다. 

No 수 행 항 목

1 V/S check (필요에 따라  HP monitor)

2 골절이나 탈구가 의심되는 부위 피복을 모두 제거 한다.

3 골절 부위의 말단 부위 sensory, motor, circulation check 한다.

4 손상부위 상처는 부목을 대기 전에 소독 후 소독된 거즈로 덮어준다.

5 x-ray order가 나면 OCS 입력 확인 후 환자 이름을 확인 하고 영상의학과로 안내한다.

6 X-ray 촬영하기 전 환자가 pain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 진통제를  order 받아 투여한다.

7 개방성 골절 및 골절로 인해 손상이 커질 경우 splint를 먼저 대고 X-ray 촬영을 한다.

8

의사 order 후   당직의 나 technician 하에 splint를 댄다.

(patellar, intertrochanteric Fx를 제외한 다리 골절 시 splint 후 부종 방지위해 

B.B splint로 고정 . 필요에 따라 ice bag 해준다)

9
OP & admission order가나면 환의를 갈아입히고 EKG, fluid(line 확보), OS routine lab을 

한다.

10
 Wx.가 있는 경우 들어갈 약물에 대해 염두 해 둔다.  

(Ex. unizedone, hypertet, netilmycin)

11

X-ray 상 dislocation 이 확인 된 경우 reduction 한다.

Anepol(120mg/12cc) injection 후 reduction 할 경우 Fluid는 보통 N/S 500ml 를 달며 

HP monitor를 이용하여 SPO₂를 monitor 한다.

SPO₂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O₂inhalation 준비를 해둔다.

12
Dislocation이 심해 인대, 관절부위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CT, MRI를 check 할 수도 

있으며 reduction 이 되지 않는 경우 응급 수술을 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다. 

13
X-ray 결과상 sprain 이 의심될 경우 OS  OPD  F/U을 시키며 통증 감소 및 부종 

방지위해 splint를 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다.

14 Contusion 이 심한 경우에도 splint를 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다.



4. 절단상

 ※ stump 보관법

No 수 행 항 목

1  절단 부위는 가능한 소독된 용기에서 생리식염수로 씻는다.

2  소독된 거즈를 생리식염수에 적신 후 거즈를 꽉 짠다.

3
 생리식염수가 젖은 거즈에 절단 부위를 완전히 덮히도록 싼 후 비닐봉지나 

수액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4

 밀봉된 비닐봉지를 얼음이 채워진 통에 넣어 보관한다.

 얼음에 물을 조금 넣어 얼지 않도록 stump를 보관하며 수시로 얼음 통을 확인하여 

얼음을 채운다.

5
 보관통에는 chart No, 이름, 성별, 나이, 부위를 적어 붙인다.

 (stump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어느 부위인지 구별하여 관리 한다.) 

6
 장갑 등을 끼고 왔을 경우 그냥 폐기물박스에 버리지 않고 stump가 있는지 확인 후 

버리지 않도록 한다.

7
 stump는 환자  X-Ray 촬영시 반드시 같이 가져가  X-Ray 촬영 후 다시 응급실로  

가져와 보관한다.



5. 척추 손상 ( Spine injury )

원  인  교통사고, 추락, 스포츠 손상, 병리적 손상 등

증  상 

  ① 척추의 통증이나 압통

  ② 사지의 허약감, 무감각

  ③ 찌르는 듯한 느낌, 마비

  ④ 원위부의 운동능력 저하

  ⑤ 국소부종 또는 기형

  ⑥ 기침시 통증 발생

  ⑦ 환자의 등줄기 따라 방사되는“전기쇼크” 나 “뜨거운 물”같이 

느껴지는 통증

  ⑧ 횡격막 조절 상실되기 때문에 호흡곤란 초래

 - Spine injury 의심되는 환자는  보통 pain이 심하여 119 타고 내원한다.

No 수 행 항 목

1  최대한 환자를 안전하게 더 이상의 손상이 없게 침대로 옮긴다.

2
 경추 손상이 의심 될 때 philadelphia neck collor를 채워 고정 시킨 후 베개를

 빼고 반듯이 눕히다.

3  신체 사정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살핀다.

4  V/S check (필요시 H.P monitoring)

5
 골절 부위에 따라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므로 경추 손상이 없는 경우 

 chin lift 방법으로 intubation 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다.

6  IV line 확보 한다. (fluid는 보통 N/S 1ℓ로 한다.)

7
 X-ray order에 따라 OCS 입력 확인 후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방사선과로 가서  

조심스럽게 옮긴다.

8  골절 및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CT 및 MRI 찍어 확인 한다.

9  X- ray 확인 후 손상 입은 부위에 따라 그 부위를 고정한다.

10
 외상이 있는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hypertet, Antibiotics를 투여하며, 

 근육 이완제 를 Fluid에 mix IV한다.

11  급성 척수 손상시 스테로이드(methysol 500mg)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한다.

12
 Self voiding 여부 관찰하여 의사 지시에 따라 Foley를 한다. 

(배뇨량을 조사하여 요정체 예방)

13  병실에서 옮길시 최대한 안전하게 옮긴다.  절대 안정!!!



 6.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angiography)

No 수 행 항 목

1
 IV line은 N/S 1ℓ사용, 3-way, extension, 왼쪽 팔에 18G로 start 되었는지 

확인한다.

2  Chest PA, EKG를 check 한다.

3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며, 장신구는 제거한다.

4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서혜부 skin prep 한다. 

 (서혜부 skin prep은 환자의 수치심 유발로 응급실에서는 되도록 피한다.)

5  Permission 확인, CCU bed 예약한다.

6
 입원장에 필히 CAG라고 확인란에 적어서 입원 수속을 보낸다. 

(선택 진료 permission은 원무과에서 받는다.)

7

 • CCU bed 예약한다.

 • 집중적인 관찰 필요하고  심한 경우

(ventilator Tx, V/S unstable, 의식저하) ICU로 bed 예약한다.

 • 간혹 CAG결과 normal이거나 관상동맥 확인 차원에서 한 경우 일반 병실로 

 가는 경우도 있다.

 



7.급성 복통 

종 류
    장염, 췌장염, 간질환, 담낭염 및 담석증, 신․요로 결석증, 급성충수돌기염, 

복막염, 위․십이지장 궤양 및 위염, 장폐색

중증도
 ① 복통 ② 압통 및 반사통 및 방사통  ③ 구역, 구토, 설사, 변비   

 ④ 열, 오한

No 수 행 항 목

1  V/S check

2
 Panperitonitis로 의심되는 환자는 semi-flower position을 취한다. 

 (염증을 국한시키기 위함이다.)

3
 의사의 order에 따라 fluid를 달고 lab을 한다.

 (Abdomen pain 시 start는 18G 로 한다.)

4  Epigastric pain 환자의 경우 EKG를 확인하여 heart problem와 DDx. 한다.

5  기본적인 x-ray (chest PA, Abd.( Elect/ supine)을 촬영한다.

6
 Panperitonitis 의심환자는 될 수 있으면 환자 상태에 따라 서서 PA로 사진을 찍어 

 free air를 확인한다.

7
 진단 필요에 따라 abd. CT 및 abd. sono를 할 수도 있다.

 응급시 EM SONO 확인하기도 한다.

8
 들어갈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염두에  둔다. 

  Ex) (spamon, algiron, zantac, macperan 등)

9

 X-ray상 intestinal obstruction인 경우 필요에 따라 L-tube insertion(2Lumen)으로 

 음식물 등을  natural drainage 시킨다.(필요시 gomgo suction한다.)

10
 Ut. stone 의심 환자는 U/A & micro 확인 한 후, 통증 조절 하며 그 통증이 심한 

 경우 demerol을 줄 수도 있다. 통증 완화 시 비뇨기과 진료를 의뢰 한다. .

11  국한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sono를 할 수도 있다.

12  장염인 경우 그 전에 먹은 음식에 대해 기록해 둔다.

13  위․십이지장 궤양 및 위염 등을 의심할 경우 NPO를 물어 GFS 할 수도 있다.



8. 흉통 환자 - None Trauma

•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위식도 역류염, 자연적 기흉, 폐렴 등으로 인해 trauma 

Hx.없이 흉통을 호소 할 수 있다.

증  상
  ① 흉통&가슴 답답함   ② 호흡곤란   ③ 발한    ④ 방사통(등, 어깨, 팔)

  ⑤ 구역/구토          ⑥ 어지럼증   ⑦ 실신    ⑧ 의식 변화     ⑨ 심계항진

No 수 행 항 목

1 V/S check & EKG check & H.P monitoring

2

 

BP가 정상인 경우 semiflower position을 취해준다.

3 2ℓ~3ℓ가량의 O₂inhalation ( 의사 처방 지시대로)

4

 

IV line 확보(fluid는 보통 NS 1ℓ로 한다.)- 

 응급 CAG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왼팔에 start 한다.

 

5 심실 세동이 동반되는 경우 defibrillator 준비하여 환자 옆에 준비해 둔다.

6 Chest pain이 심한 경우 NTG 1T를 S.L로 들어갈 수 있다.(약물 반응 확인)

7 Chest x-ray 촬영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chest portable 촬영 할 수 있다.

8

• MI, Angina 일 경우 들어갈 약물에 대해 염두에 둔다. ( carsodil, clexan 60mg S.C )

• pain이 심한 경우 morphine 2~4㎎을 IV한다.( aspirin 300mg, plavix 300mg p.o 투여 )

• Heparin, urokinase 사용 (혈전 용해술 동의서 작성)

  -  환자에 따라 사용하며, 사용시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한 출혈 가능성 설명

  - Heparin 5000iu bolus 

  - N/S 1L + Heparin 2400iu mix (40cc/hr) start by infusion pump

  - 간혹, 신장내과에서 사용할 경우 신장내과 스케줄대로 사용한다.

9
Heart 문제가 아닌 경우 위염,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을 두어 antacid (zantac, 

homegel) 등을 투여 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다. 

10
자연적 기흉인 경우 흉부외과 과장에게 연락 후 Chest Tube Brainge를 시행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응급 echocardiogram(portable로 가능), 응급 CAG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