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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목적 및 목표

1. 실습 전 응급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응급환자 진료정보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응급환자 초기사정, 중증도 분류를 설명할 수 있다.

5. 응급증상을 알고 기본적인 대처방법을 나열할 수 있다.

6.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알고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7.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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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단방사선과 진료수련부 원무팀 총무팀

 Ⅰ. 응급실 소개

 

  1. 응급실 조직 구성도  

 2. 응급실  운영의 목적

    위급한 환자에게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 이다.

 3. 응급실  위치 및 분류

    응급의료 센터 1층에 위치하며 포항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속한다.

 4.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① 환자의 초기 사정 및 환자 분류를 한다.

    ② 응급실 모든 업무의 우선을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환자 관리에 둔

다.

    ③ 외래, 진료의뢰 센터, 진료 지원부서간의 협력자,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④ 방문객 및 보호자의 왕래를  통제한다.

    ⑤ 응급실 내의 안전과 감염관리에 노력한다.

    ⑥ 응급실 물품확보 및 정리, 장비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응급환자의 초기 치료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전문 심장 및 외상 처치술, 

전문 소아 소생술등 필요한 교육을 받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원내 응급상황 발생 시에 구급처치를 담당한다.

⑨ 환자 대기시간 동안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⑩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로부터 의료를 제공 받기 전까지 자신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한다.

 5. 근무시간과 규칙 

     ①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표는 수간호사가 작성한다.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근무시작 전까지 근무복장으로 응급실에 도착한다.

     ③ 기타 근무 복장은 간호과 일반 근무 규정에 의한다.

6. 응급실  실습목표

     ① 응급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즉각적이고 적절한 간호를 시행한다.

     ③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 제공한다.

7. 응급실 실습 내용

      ● 병원 오리엔테이션, 안전관리

 ✜ 기본 임상 간호 ( 활력 징후, 안위 및 안전간호, 개인위생 )

 ✜ I/O 측정 및 기록

 ✜ 투약 및 주사, 수액, 수혈요법과 간호

 ✜ 배설 및 세척, 배액 간호

 ✜ 인슐린요법과 간호, 호흡기 질환자, 순환장애환자, 위 장관 삽입환자간호

 ✜ 진단검사

      ✜ 환자 교육, 간호기록(활력 징후)

      ✜ 뇌압 상승환자, 의식상태 관찰, 동공관찰, 쇼크환자, 약물중독, 상처소독 

및 욕창치료

      ✜ CPR (cardiopuimonary  resuscitation)
      ✜ 환자 상태 보고, 응급 수술에 따른 환자 준비에 관한내용

         ⇒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책임 하에 간호사의 관리감독 하에 실습 교

육을 받는다.



8. 응급실 구조

① 총 침상 수 : 20병상

     ② 환자 분류소 : 중증도 분류지침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구분하여  환자 군

을 분류한다.

③ 처치구역 : 소수술, 상처 치료, 산부인과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처치구역이다.

④ 보호자 대기실

⑤ 상담실

⑥ 원무 행정실:  응급실 원무행정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 이다.

⑦ 응급실 전용 CT실

            

         

      

                                     

 



 1. 응급실 외부 전경     

 2. 내부에서 본 응급실   



 3. 응급실 침상 ( 20병상 )   

5. 상담실4. 간호사실



7. 처치실

6. 보호자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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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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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응급 약물

  ❏ 중증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 및 간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물이 

사용되며 응급실 간호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 응급센터에서 많이 이용하는 약물의 분류

    ❶ 항 부정맥제

    ❷ 혈압 및 심박출을 유지하는 약물

    ❸ 고혈압성위기에 따른 항고혈압제

    ❹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시 사용약제

    ❺ 천식

    ❻ intubation시 사용 약물

    ❼ 진정제 및 진통제 

1. 항 부정맥 제

       ① 서맥

성분명 작용기전 적응증 용량 부작용 및 주의

Atropine

항 콜린성제제

 

 콜린유도성 서맥이나 

  전신혈관 저항의 

  감소를 회복 시킴

동성 서맥

(유증상),

 방실차단, 무수축

  0.5mg/1㎖/amp

무수축-1.0mg/iv

서맥-3~5분마다

0.5~1.0mg/iv

(총용량0.04mg/kg)

0.5mg 이하의 투여는 

오히려 서맥을 악화.

     



② 빈맥

성분명 적응증 용량 부작용 및 주의

Adenosine

• 발작성 상 심실성

• 빈맥(PSVT)

  아데노코주사(6mg/2ml/vial)

• 초기용량 6mg/IV 

• 1~2분 내에 반응이 없으면  12mg/IV

• 안면홍조  

  호흡곤란, 

  흉통

Amiodarone

• 심기능 저하가 있는

  심방 및 심실 부정맥

• digitalis에 효과 없는

  좌심실부전환자의

  심방빈맥 조절 

 코다론 주(150mg/3ml/amp)

• 150mg IV

 (10분이상 천천히, 1mg/min속도)

  6시간동안 : 0.5mg/min

• 하루 허용용량2g

• VF나 VT에 따른 심정지

 : 300mg in 20~30ml  saline 신속투여

• 저혈압 

  서맥

Beta 

adrenergic 

blockers

• Acute coronary syndrome

• Esmolol : PSVT, AF 

 or atrial flutter 등의     

심박조절

• Atenolol : 5mgIV 

• slowly,10분기다린 후 2차 투여

• Metoprolol : 5분 간격으로 5mg I V 

  총 용량15mg까지투여

• Esmolol = 

브레비블록주

(100mg/10ml/vial)

 : 1분간 0.5mg/kg- 4분간 50ug/kg/min

• 서맥. 

  AV 전도지연

  저혈압

Calcium 

channel 

blockers

Verapamil,

Diltiazem

• Verapamil:narrow

 complex PSVT, 

 rate control in AF

• Diltiazem:less

  myocardial

  depression than verapamil

•  Verapami (이솝틴 : 5mg/2ml/amp)
 : 2분 동안 2.5~5mg IV ~  

   5~10mg IV

•Dilitiazem:2분

동안 0.25mg/kg~0.35mg/kg

•Impaired 

ventricular      

unction or       

heart            

failure

Lidocaine

• 제세동 및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지속되는

  VF/pulseless 

  VT 혈역학적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PVCs의 조절

•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VT

 400mg /20ml /amp
• 심정지 때 1.0 ~ 1.5mg/kg IV

• VT/VF지속 때 0.5~0.75mg/kg 추가

• 총 허용량 3mg/kg

• 어눌한 말투

  의식장애,

  근경련, 

  간질, 서맥

• 주의

  AMI의심 환자

  예방적사용금기

Adenosine
=아데노코주사 

miodarone 
= 코다론 주

Verapami = 이솝틴 Lidocaine



2. 혈압 및 심박출을 유지하는 약물

• 혈압 및 심박출의 유지는 교감신경계 흥분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sympathomimetic drug이라고 함.  

•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흥분시켜 일명 adrenergic agonist라고도 함.

•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α, β로 구분

• 수용체 자극의 작용효과

   α-adrenergic receptor 자극시의 주요효과

   피부,내장,점막의 혈관 수축, 관상혈관 수축, 동공 산대, 위장관 이완, 

혈당상승, 혈중유리 지방산 상승 

  β-adrenergic receptor 자극시의 주요효과 

  : β1-receptor : 심근 골격근에 위치 - 자극 시 심장수축력 증가, 

심장운동 촉진

  : β2-receptor : 자극 시 평활근을 이완시킴. - 혈관 확장, 기관지 확장

1) Epinephrine ( 1mg/ml/HCI)

   • 교감신경의 알파 및 베타 수용체에 작용 

      : 주된 alpha 작용에 의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뇌혈관과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작용. 

       beta 수용체에 작용 심근수축이나 제세동 효과의 증가로 심근에 산소공급의 

증가

• ① 성인 

  - 표준 용량 3~5분 간격으로 1mg/I V

  - 고용량 - 0.07 ~ 0.20mg/kg : 1mg투여에 반응이 없을 경우

  - 비심정지 : 1mg in 500ml saline at 1ug/min

② 정맥로가 없는 경우 epinephrine 2~2.5mg을 기관 내 삽관을 통하여 주입 

후  IV fluid 10ml 주입

③ 둘 다 없으면 epinephrine 0.5mg을 5ml로 희석하여 심장 내 투여

④ 소아는 10㎍/kg를 같은 방법으로 투여

   2) Vasopressin

  • Vasopressin(VP)은 antidiuretic hormone(ADH)임.

  • 근위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작용 및 단기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함. 

  • 적응증 : 제세동에 불응하는 VF에서 에피네피린 대용

  • 용량 : 40 U I V



   3) Norepinephrine (4mg/4ml/amp )

  • 강력한 혈관 수축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 renal and mesenteric vasoconstriction inotropic agent 

  • 적응증 : 중증 저혈압(수축기 혈압<70mmhg),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된 

경우.

  • 용량 : 4mg NE in 250D5W(16ug/ml)를 0.5to 1.0ug/min의 

속도로 시작.

  • 주의 : Extravasaton될 경우 조직 괴사를 초래한다.

  • 상대적 금기 : hypovolemia ,ischemic heart disease

   4) Dopamine  ( 200mg/5cc/1관 )

 • 작용기전 : Dopamine은 noradrenaline 의 전구물질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의 α-, β- 수용체를 자극함. 

 • 적응증 : 저혈압,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발생되는 응급시와 패혈증 쇼크, 

            저혈량 쇼크,

 • 주의 : 빈맥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으며 sodium bicarbonate나 다른 알칼리 

용액과 섞어서는 안됨.

 • 도파민은 혈관을 이완시키나 고용량(>5μg/kg/min)에서는 혈관을 수축하여 

심부전을 발생시킴.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되며 점차적으로 용량을 줄이면서 

끊는다.

  5) Dobutamine (250mg/5ml/amp)

 • 특  성 : β1 -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한다.

 • Decrease LV filling pressure                            

 • 적응증 : severe systolic heart failure.

 • 용  량 : 5 to 20ug/kg/min

 • 주  의 : >40ug.kg/min-may be toxic

  6) Digitalis = 디곡신주사액(0.25mg/1ml/amp), 디곡신 정(0.25mg/Tab)

   • 심근의 수축 능력을 증강, 심박출량을 증가시킴. 

   •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에서 심실박동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 

   • 치료 적응증 : 울혈성 심부전, 빠른 심실반응을 보이는 

심방세동, 심방조동 등 부작용으로는 식욕감퇴, 오심, 구토, 

경련, 색각이상, Serious ventricular arrhythmia 심실기외 수축, 방실 접



합부성 부정맥, 완전방실차단을 포함하는 방실차단 등 유발될 수 있음. 

중독 위험이 적은 혈중 치료 농도

1.0~1.4ng/ml 임. K부족 상태에서oxic-therapeutic ration이 좁다. 

혈압 및 심박출을 유지하는 약물

3. 고혈압성 위기 시 사용 - 항고혈압제 

   1) Sodium Nitroprosside 

  Selective α1-blocker, nonselective β-blocker

 • 중증 심부전, 고혈압성 응급상황의 치료에 사용, 정맥주사용임.

 • 동맥 및 정맥을 모두 확장시켜 말초 혈관 저하와 정맥환류를 감소 

 • Nitroprusside는 신속하게 혈압을 낮추고 그 효과는 주입 

 중단 1~10분 후에 사라짐.

 • 빛에 민감하므로 투여할 때마다 불투명한 호일 등으로 감싸야 함. 

 • 용량은 0.5mg/kg/min에서 시작하여 10mg/kg/min까지 증량가능

   2) Labetarol  ( 라베신 주사 : 20mg/4ml/amp)

 • 특성 : Selective α1-blocker, nonselective β-blocker 5~10분에 발효, 

8시간 정도 지속

 • 작용기전 : β-blocking action >> α-blocking action

 • Reduce systolic BP & total vascular resistance 심박출량, 뇌혈류량은 

일정히 유지, PAWP 감소

 • 적응증 : Hypertensive emergency

• 용  량 : 20mg iv (bolus) - 목표 혈압까지 반복 투여(총 300mg), 

            20mg iv (bolus) - 2mg/mim 지속 투여 

            (200mg in 200 ml  of D5W)



 • 주의 및 부작용: Asthma, COPD, 2도 및 3도 방실 차단

4. Agent for acute coronary syndromes

 •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는 불안정 협심증, 비Q파심근경색증, Q파심근경색증 등

을 포함.

   이 질환들은 plaque rupture 또는 erosion 후 혈전 형성으로 발생되며, 완전

폐색일 경우 Q파 심근경색증, 불완전 폐색일 경우 불안정 협심증, 비Q파 심

근 경색증으로 임상 증상을 보임. 

   1) Nitroglycerin  (주사제 : 10mg/10ml/amp)

  • 특성 : 심근 허혈 증상으로 인한 통증에 제일 먼저 선택적으로 사용 됨.

  • 작용기전 : 모든 종류의 평활근을 이완시킴.

  • 주된 작용기전은 전부하와 혈압하강에 따른 심근 산소 요구량의 감소

  • Low dose (30~40ug/min) - 정맥 확장

  • High dose (150~500ug/min) - 동맥확장 

  • 적응증 : 설하투여 - Angina

  • 정맥주사 - Recurrent ischemia, hypertensive emergency

  • 부작용과 금기 : 혈관 이완 작용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 빈맥 , 

두통 발생, 뇌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nitrates제제는 금기

   2) Morphine

  • 특  성 : Narcotic analgesia

  • 작용기전 : 정맥확장- 심장의 전부하 감소

  • 적응증 : Nitrate에 반응하지 않는 허혈성 흉통

  • 용  량 : 2 to 4 mg,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5~10분마다 반복  

투여

  • 주  의 : hypotension



   3) Aspirin

  • 특 성 : 항 혈소판제제 

  • 적응증 : 급성 관상동맥 질환

  • 용 량 : 160 to 325mg(chew and swallow)

  • 주 의 : 급성 소화성 궤양, 천식

   4) Enoxaparin(LMWH)

   • 약의 종류 : Nadroparin,Dalteparin, Tinzaparin, Rivaparin

   • 작용기전 : thrombin 형성 억제 효과가 크고 피하주사로 용량이 일정 

하게 유지 되어 혈중 농도 감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thrombocytopenia 와 출혈의 위험이 적음.

   • 용량 : 1mg/kg SC, 12시간마다

 5) ACE inhibitor

  • ACE inhibitor는 안지오텐신Ⅰ 을 안지오텐신Ⅱ 로 전환시키는 전환

     효소 (ACE)를 억제함으로써 안지오텐신Ⅱ 작용을 차단함.

  • 안지오텐신Ⅱ은 혈관수축 작용과 나트륨 저류 작용이 있음. 

  • 적용 : 고혈압의 치료제, 단백뇨 감소 및  신장기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당뇨병성 신장변증 환자를 치료에 유용함. 저혈압이 없는 울혈성 

심부전 및 ST elevation 심근경색 후의 좌심실 기능 유지.

  • 주의 및 금기 : 불안정 협심증에서 CEI의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음. 

                       Hypotension, bilateral renal a. stnosis, RF, 

ACEI유발성 기침이나 혈관부종

 6) Thrombolytics (혈전 용해제)

• 특성 : 직,간접적으로 plasminogen을 활성화시켜 thromsis에 작용함.

• Streptokinase,β-hemolytic Streptococcus에서 추출, 치료 후 항체를 형성

• tPA : vascular endothelium에서 생성되는 효소 

• rPA : genetically engineered modification of tPA

• TNK (tenceteplas): tPA mutant with prolonged half life

• 적응증 : AMI, 약제 선택은 의료기관의 판단. 효용성과 안정성 유사

• 용  량 : streptokinase: 150만 단위를 60분 이상 

• tPA : 몸무게 < 67kg : 15mg I v(bolus) - 0.75mg/kg 30분 이상  

 - 0.5mg/kg 60분 이상



    • 몸무게 > 67kg : 15mg iv(bolus) - 50mg 30분 이상 – 35mg 60분 이상

• 절대금기 : Previous hemorrhagic stroke at any time

                 bland CVA in past year, Known intracranial neoplasm

                 Activeinternal bleeding, Suspected aortic dissection or 

pericarditis

5. Agent for asthma

   1) Oxygen

   2) Salbutamol

  • 특성 : Nebulized beta2 - agonists, 급성 천식 치료의 핵심

  • 용법 : 매 15~20분마다 2.5~5.0mg을 3회

   3) IV corticosteroids(스테로이드)

  • 특성 : 위급한 천식에서 가능하면 초기에(30분 이내)에 투여

  • 용법 : 1g/min의 속도로 2~3g I V

   4) IV magnesium sulfate

  • 기존의 치료에 반응이 없는 천식환자에게 magnesium 치료가 효과적

  • 용법 : 1g/min의 속도로 2~3g I V

6. intubation시 사용 약물

   (agent of Rapid Sequence Intubation : RSI)

   1) Propofol

  • 특성 : 마취 유도와 유지에 사용되는 정맥 마취제

  • 용량 : 0.5~1.5mg/kg IV

  • 주의 : 무호흡, hypotension

   2) Midazolam  (도미컴 주  :5mg/5ml/amp) - 한국로슈

  • 작용기전 : Sedation과 amnesia를 유발

  • 용    량 : 0.1mg/kg IV

  • 주    의 : 진통효과가 없고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음.



  3) Fentanyl

  • 합성 opioid로 morphine보다 작용시간이 빠르고 짧음.

  • morphine 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opioid 로서 작용개시가 빠르고  작

용시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morphine 과는 달리  혈뇌장

맥을 쉽게 통과하여 

  • 정맥 주사 후 3~5분 내에 최대 효과를 나타냄. 

  • 적응증 : 두개내압 상승, 허혈성 심질환, 대동맥 박리

  • 용  량 : 3ug/kg IV

  • 주  의 : 호흡억제, 저혈압, 흉벽 강직

7.흡입제



 Ⅴ. 수액의 종류

  ① 전해질 용액

 ■ 생리식염 주사액(0.9%Normal Saline N/S)  

  Na와 Cl을 각각 154mEq/L 씩 함유하는 등장액으로서, 308mOsm/L의 삼투압을 나타냄. 

  세포외액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므로 응급수액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사제의 

용해희석제로도 사용됨

성분함량  Sodium chloride 9mg(1000ml중) 

약리작용

 1. 세포외액 결핍량의 보정 

 2. Cl결핍의 보급 : 호흡성 acidosis의 회복기, 

   이뇨제 사용 후나 수술 후의 저 Cl 혈증성alkalosis에 Cl결핍에 대한 보급작용

효능․효과  수분결핍시의 보급, 전해질(Na, Cl)결핍시의 보급, 주사제의 용해희석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신중투여

   1) 순환기계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2) 신장애가 있는 환자

   3) 저단백혈증이 있는 환자

 2. 부작용

   대량 급속투여에 의해 울혈성심부전, 부종, 산증(acidosis), 혈청전해질이상 

 

0.9% N/S 0.45% N/S



■ 하트만용액 (Hartmann's solution H/S)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조성을 가진 수액으로서 탈수 및 수술시의 수분 및 전해질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수액제제(Na 130mEq/L, K 4mEq/L, Ca 3mEq/L, Cl 110mEq/L)  

성분함량

 Calcium chloride 20mg 

 Dextrose 5g 

 Potassium chloride 30mg 

 Sodium chloride 600mg 

 Sodium lactate 620mg 

약리작용

정상 세포외액과 가장 근접한 조성을 갖고 있어 세포 외액 상실 시에 그 보급용으

로 사용되며, 생리 식염액에서 문제가 되었던 saline acidosis나 Ca, K 저하를 일

으킬 위험성이 적음

효능․효과
 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의 세포 외액의 보급, 보정, 대사성 산증

(acidosis)의 보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젖산혈증 환자

 2. 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심한 간장애 환자

 3. 부작용

   대량 급속 투여시 뇌부종, 폐부종, 말초의 부종이 생김

 4. 적용상의 주의

   1)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구연산을 가한 혈액과 혼합하면 응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H/S H/D



 ② 당질 수액제

 ■ 포도당 주사액 (5%,10%dextrose D/W)

 일반적으로 당질수액은 허약, 위급 및 빈사상태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제.

 인체에 정맥 투여한 영양, 강심, 해독의 의의와 함께 수분 및 칼로리 보급 의 목적으로 

 사용됨

성분함량
 Dextrose 50g (1000ml)

 Dextrose 100g 

약리작용

 1. 칼로리 보급 : 유지수액으로서 칼로리 보급뿐만 아니라 2차적인 단백절약작용

 2. 수분 보급 :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되면 포도당을 녹이고 있던 

    물이 대사수(Free Water)로 남게 됨

 3. 고칼륨혈증: 혈청칼륨치를 저하시켜, 고칼륨혈증의 일시적인 응급처치로사용

효능․효과

  탈수증 특히, 수분결핍시의 수분보급,  약물·독물중독, 주사제의 용해희석제

  <포도당 주사액 10%, 15%, 29%, 30%,5 0%>

  고칼륨혈증, 순환허탈, 저혈당시의 당보급

  뇌부종, 쇽, 심질환(G.I.K 요법)

  그 외 비경구적으로 수분·영양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뇨병 진단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1)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금기- 저장성 탈수증 환자

 3.신중투여

   1) 칼륨 결핍경향이 있는 환자

   2) 당뇨병 환자

   3) 요붕증 환자

   4) 신부전 환자 

5% D/W 10% D/W
         



③ 복합 수액제제

 ■ 5% 포도당 생리 식염액 (5% Dextrose & sodium chloride D/S)

  5%포도당과 0.9% NaCl이 함유되어 있는 수액제로서, 탈수증시 수분·전해질 보급 및 수술 

  전후의 수분·전해질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수액제제(Na 154 mEq/L, Cl 154mEq/L) 

성분함량
 Dextrose 50g

 Sodium chloride   

약리작용  수분, 전해질 보급과 동시에 열량 보급작용

효능․효과  탈수증, 수분·전해질 보급, 수술전후의 수분·전해질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1)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 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당뇨병 환자

 3. 부작용

   1) 대량 급속투여시 뇌부종, 폐수증, 말초부종, acidosis 산중독

   2) 신생아, 미숙아에 급속 투여(시간당 100mL이상)하면 산중독

   3) 혈전증

 



■ 하트만덱스액 ( 5% Dextrose & Hartmann's solution H/D)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조성을 가진 하트만 용액에 포도당을 함유한 수액으로서 수분전해질 

 및에너지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수액제제(Na 130mEq/L, K 4mEq/L, Ca 3mEq/L, Cl 110mEq/L)

성분함량

 Calcium chloride 20mg 

 Potassium chloride 30mg 

 Sodium chloride 600mg 

 Sodium lactate 310mg 

약리작용
 하트만 용액에 5%포도당을 가한 것으로, 수액을 필요로 하는 병태에 수분 및

 전해질 보급과  동시에 에너지 보급작용 

효능․효과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 외액의 보급, 보정, 

 대사성 산증(acidosis)의 보정,  에너지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금기 - 젖산혈증 환자

 3.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페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심한 간장애 환자

 4. 부작용

    대량 급속투여시 뇌부종, 폐수종, 말초의 부종

 5. 주의사항

   1)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구연산을 가한 혈액과 혼합하면 응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2) 인산 이온 및 탄산이온과 침전을 생성하므로 인산 또는 탄산을 함유하는 제제와 

      배합금지



■ 에스디(Sodium chloride : Dextrose S/D1:2,1:3,1:4)

성분함량

 (1:2) dextrose 3.33g 

       sodium chloride 300mg (Na 51.3mEq/L, Cl 51.3mEq/L)

 (1:3) dextrose 3.75g 

       sodium chloride 225mg (Na 38.5mEq/L, Cl 38.5mEq/L)

 (1:4) dextrose 4g 

       sodium chloride 180mg (Na 30.8mEq/L, Cl 30.8mEq/L)

효능․효과  탈수증, 수분·전해질 보급, 수술전후의 수분·전해질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1)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당뇨병 환자

 3. 부작용

   1) 대량 급속투여시 뇌부종, 폐수증, 말초의 부종, 아시도시스 수중독 

   2) 신생아, 미숙아에 급속 투여(시간당 100mL이상)하면 수중독

   3) 혈전증

 4. 일반적 주의

   1) 유아 및 고령자에게는 급속 주입이나 장시간 투여금지

   2) 고령자에의 투여시 특히 심한 심부전 및 신부전 환자에게는 순환계에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주의하여 투여 

   3) 과량투여시 처치는 이뇨제를 투여



 ■ 5%포도당가 NaK주(5%NaK2) 

 수액제 투여시에 혈액내 수분의 대량혼입으로 인한 Na, K전해질의 과다배출을  보상하기 

 위해 5%포도당주사액에 Na, K 전해질을 첨가한 제제로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

성분함량

 Dextrose 5g 

 Hydroxyethyl starch 6g 

 Potassium chloride 150mg 

 Sodium chloride 200mg (Na 77mEq/L, K 20mEq/L, Cl 97mEq/L)

약리작용

 

1)  병적인 상태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사되어 에너지를 공급

2) 투여 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사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영양, 강심, 

    해독의 면에서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단백 절약효과가 뛰어남

 

효능. 

효과
 경구투여 불능 및 불충분시 수분·전해질 보급·유지, 에너지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체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금기

    과칼륨혈증, 핍뇨, 아디슨병, 중증열상, 고질소혈증 환자

 3. 신중투여

   1) 과칼륨 혈증을 수반하지 않는 신부전 환자

   2)당뇨병환자

   3) 심부전 환자

   4) 폐쇄성 요로 질환에 의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4. 부작용

    대량 급속 투여시 뇌부종, 폐수종, 말초부종, 과칼륨혈증

 5. 일반적 주의

   나트륨을 함유하므로 염저류 환자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트로핀 투여를 받는 환자는 주의하여 투여



④ 교질 용액

 ■ Dextran40-D 

성분함량
 Dextran 40 10g 

 Dextrose 5g 

효능․효과

 출혈 및 이로 인해 생기는 쇽의 치료, 수혈 절감, 혈전증의 치료 및 예방, 

 외상, 열상, 골절 등 중증 쇽 시 말초혈행 개선, 체외순환 관류액으로 

 사용하여 수술 중에  병발증의 위험 감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 저장성 탈수증 환자 

 ■ Dextran40 

성분함량
 Dextran 40 10g 

 Sodium chloride 900mg 

효능․효과

 출혈 및 이로 인해 생기는 쇽의 치료, 수혈 절감, 혈전증의 치료 및 예방, 외상, 

 열상, 골절 등 중증 쇽 시 말초혈행 개선, 체외순환 관류액으로 사용하여 수술 

 중에 병발증의 위험 감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 울혈성심부전이 있는 환자, 혈액량 과다상태 환자, 본제 과민증환자

⑤ 지방 유탁액

 ■I kabiven peri 1440㎖

성분함량  

효능․효과

 

   환자의 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 하거나 제한되어

   정맥영양요법을  실시 할 때의 영양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혈전증 환자, 중독한 간장애, 혈액응고 장애환자, 고지혈증 환자,

    ketosis를 수반한 당뇨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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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의료기구와 장비

1. 의료 기구

1) Forceps

Adson forceps Tissue forcep
봉합 시 절개 부위가 적을 때 주로 

많이 사용되며 조직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을 때 사용.

봉합 시 절개 부위가 클 때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잡아 

줄 때 사용.

 Dressing forcep Jansen forcep

상처나 외상부위를 소독하는 

행위 시 많이 사용.

이비인후과 수술이나 packing 시 

주로 많이 사용



2) Scissors

IRIS Metzenbaum

안과 수술 또는 미세란 조직을

 박리 시 사용

외과 수술시 성내한 절개나 조직을 박

리할 때 사용.

Ferguson
Universal

 (wire cutting)
 Universal 

인체 조직의 절단 시 사

용.
Wire를 자를 때 사용

붕대 또는 거즈를 자를 

때 사용



3) Hemostates

목적 : 지혈 또는 충혈

기구 명 용 도 사진

HALSEY

지혈 또는 충혈을 위해 

혈관을 지혈 시 가장 

많이 사용.

HALSTED 

MOSQUITO

지혈 또는 충혈을 위해 

혈관을 지혈 시 가장 

많이 사용.

 KELLY

지혈 또는 충혈을 위해 

혈관을 지혈 시 가장 

많이 사용.



기구 명 용 도 사진

ADAIR

Drap시 린넨물을 고정 시 사용.

Bone reduction 시 정복을 위해

사용.

ALLEN

장 절제술시 장을 clap 할 때 

사용

4)  Olamp의 종류



5) Needle holders

기구 명 용 도 사진

Mayo-hegar

봉합시에 사용되는 수술기구

로 봉합을 하는 동안 수술용 

바늘을 잡는 역할을 한다.

6) Hand rectractors 
기구 명 용 도 사진

US-ARMY
개복 전에 지방, 근막, 근육 

견인 시 사용



7) Knife handles

기구 명 용 도 사진

Knife

 handles

수술시 절개를 위해 knife를 

끼워서 사용하는 기구 

8) Sensibility instruments

기구 명 용 도 사진

Sensibility 

instruments

knee jerk refrex(무릎반사)

검사 시 사용



9) ENT surgery

기구 명 용 도 사진

 Killian
Nasal speculum : 코 수술이

나 처치 시 코를 벌릴 때 

사용

 Hartmann



10) Bone Clamps

수술 시 뼈를 고정 시 사용

11) Neurology surgery

Love-Gruenwald

Love - Gruenwald (pitutany forcep) : disc 제거 시 사용



No 품  명 수량

1 Bowel 2

2 curve Kelly 1

3 cut scissors 1

4 Needle holder 1

5 Long forcep 1

6 소독포(중공) 1

2. 셋트의 종류

1) Dressing set                               
                                                  
                                                 

                                         
                                    
  2) Suture set                                      
                              
                                            

                                              

                    

 3) CVP set  

                                

No 품  명 수량

1 Bowel 1

2 curve Kelly 1

3 cut scissors 1

4 Needle holder 1

5 Dressing forcep  (유구) 1

No 품  명 수량

1 Bowel 1

2

Kelly(straight)

or

Dressing forcep

1

1



 4) Tracheostomy set                                                

 5) Thoracostomy set                                                         
                                                                              
                                                                              
           

No 품  명 수량

1 Bowel 1

2 Mosquito (curve) 3

3 Curved kelly 3

4 Adison forcep (유구) 1

5 Cut scissor 1

6 knife handle 2

7 Needle holder 1

8 Eye scissor 2

9 Metzembaum 1

10 Army navy 1족

11 Senn retractor 2족

12 Long forcep 1

No 품  명 수량

1 Bowel 2

2 Mosquito(curve) 2

3 Medium kelly(curve) 2

4 Cut scissor 1

5 knife handle 1

6 Needle holder 1

7 Long kelly 1

8 Dressing forcep(유구) 1



 3. 의료장비

1) Infusion Pump(Volumed 505)

◎ 준비물품 :  Infusion pump, 준비된 수액, 수액세트

①Infusion Pump 사용법

No 수 행 항 목

1
 Infusion pump를 stand에 설치하여 바닥에서 1.2m를 초과하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한다.

2  전원을 꽂는다.(220V 사용)

3

 Drip chamber 에 drop detector을 부착한다. 이는 수액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는데 

drop 되는 약액은  1/3~1/4 정도 유지시키며(센서의 광선을 잘 통과하게 한다) 센서

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  Door 손잡이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Pump door를 연다.

5
 빨간 레버를 안으로 밀어 올린 뒤 수액 셋트를 팽팽하게 잡은 후에 틀에 끼워 

고정시킨다. (pump의 흐르는 방향은 좌측 → 우측방향 )

6
 Pump door를 닫고 roop가 되게 하여 기계 옆의 air detector에도 수액세트를 

팽팽하게 잡은 후에  화살표 방향대로 틀에 끼워 고정 시킨다.

7
 Tube의 roller clamp를 완전히 열어 free flow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연결한다.

8  ON/OFF button을 눌러 전원을 켠 후에  주입량(㎖/hr)을 설정한다.

9  Start button을 누른다.



② Infusion pump 제거할 때

No 수 행 항 목

1  수액 세트의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2  Start / Stop button을 누른다.

3  ON/OFF button을 눌러 전원을 끈다.

4  Pump door를 열고 빨간 레버를 안으로 밀어 올린다.

5  수액세트를 빼내고 기계 옆 air detector에 끼워진 수액세트도 빼어낸다.

6  Pump door를 닫는다.

7  Drop detector를 떼어 기계 옆 에 부착시켜 고정시켜둔다.

8
 사용한 infusion pump는 선을 정리하여 220V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시켜두도록 한

다.

 Volumed 505 

  



2) H-P monitor

◎ 준비물품 : : H-P monitor, elctrode 3개

No 수 행 항 목

1  전원을 꽂는다.(220V 전용)

2  On/Off butten을 눌러 전원을 켠다.

3
 Electrode를 3개 유도에 붙인다.

 (흰색:우측 쇄골 중앙 아래,  검정:좌측 쇄골 중앙 아래. 빨강:좌측복부)

4  BP cuff를 상완에 감는다. (감지가 상완동맥위로 가도록)

5  Spo2 감지기를  BP cuff감은 반대팔 감지기에 끼운다.

6  화면 배열하기(EKG LeadⅡ - NIBP (ABP) - spo2 - RR)

7  Alam limit를 조절한다.

8  Alam volume & QRS volume을 조절한다.

                           H-P monitor



3) Defibrillator 

◎ 준비물품 : Defibrillator, electrode 3개, jelly 

 
■  기능 설명

  ① Charge : 선택된 에너지 level을 충전 할 때 사용

  ② Sync : Cardioversion 시 사용 Sync message가 화면에 표시됨

  ③ Eneryselect/power control : power On/Off을 선택할 수 있다.

                                 energy level을 선택할 수 있다.

  ④ Record : 기록을 시작하고 멈추는 기능

  ⑤ Mark : 기록지를 사용할 때 Mark를 누르면 ECG paper에 점으로 표시됨

  ⑥ Lead Selecr : mornitor의 ECG source를 선택

  ⑦ ECG size : ECG size를 변경 시킬 때

  ⑧ HR Alarm : HR Alarm을 조절할 때

  ⑨ Paper change 

  ⑩ paddle 

  ⑪ Review : Event summary record를 인쇄 할 때 사용, ECG strip의 끝에 

ES message가 인쇄됨  

  ⑫ QRS beeper volume : QRS beeper의 소리를 조절할 때 사용

  ⑬ shock :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줄 때 사용

 



① Patient Monitoring

No 수 행 항 목

1

 Electrode를 부착한다.

 RA(red) - Rt. clavicle 밑의 midclavicular line

 LA(yellow) - Lt. clavicle 밑의 midclaviculat line

 LL(green) - 좌측 흉근 밑의 Lt. midclavicular line

2

 Energy select 스위치를 돌려 Monitor On에 위치시킨다.

3  Lead select를 눌러 필요한 Lead를 선택한다.

4  ECG sixe를 늘려 절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5  QRS beeper Volume을 눌러 적절한 음량을 선택한다.

6  HR alarm을 눌러 Alarm limit를 설정한다.



 ② Defibrillator

 -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을 제거하기 위해 심장에 전류를 전달하기 위한 것

으로 전기 충격을 주는 순간에  심근 전체가 탈분극 되도록 하고 심장작용

을 정상으로 회복해 준다.

No 수 행 항 목

1  손을 씻는다.

2  Monitor On으로 스위치를 돌려 전원을 켠다.

3  에너지 충전 paddle을 장비에서 분리한다.

4  한쪽 paddle에 jelly를 바른 후 다른 한쪽 paddle에 묻혀 평편하게 골고루 바른다.

5

 Energy select를 원하는 level에 맞춘다.

 First shock - 성인 :  200   J

               소아 : 2J/Kg

 Sync mode 시 반드시 Syns 버튼을 눌러준다.

6

 Charge버튼을 눌러 모니터상 원하는 level 까지 에너지가 충전 되도록 잠시 기다린다.

 충전버튼 : 오른쪽 paddle 에 부착된 노란색 스위치 charge 버튼 charge 되면 

            Monitor에 원하는 에너지가 명시되고 “삐”소리가 난다.

7  환자의 가슴에 paddle을 댄다.

8  환자에게 방전시에는 양 paddle 있는 방전용 스위치(주황색)를 누른다.

9  시행 후 맥박이 있는지를 사정하고 부정맥이 전환되었는지 관찰한다.

 

※ 장비관리

  ① 사용한 후에는 paddle에 묻어있는 젤리 반드시 제거한 후에 보관한다.

  ② 기계표면은 물에 적신 거즈나 다른 부드러운 천등으로 닦는다.

  ③ 양 paddle은 맞댄 상태에서  shock 버튼을 누르면 장비가 손상 받을 수 있다.

  ④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고 항상 전원 꽂아 충전한다.

     (완전 충전 시 약 50회 정도 방전 능력 가진다.)



 

    

  Power On

  좌측의 녹색 버튼으로 압력 챔버와

  가온 시스템을 작동

  Power off

  우측의 오렌지 버튼

      알람테스트

    ✜시각적 청각적 알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버튼.

    ✜누른 상태로 있다가 놓으면 water over   

      temp. 알람이 계속 울린다.

    ✜이는 정상 작동을 나타내므로 끄고 

      다시 켠다.

 

  Over temp. test

  Over temperature 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버튼으로 

  누른 상태로 있다고 놓으면 알람이 

  계속 울린다. 

  이는 정상이므로 끄고 다시 켠다.         

  

4) SYSTEM 1000(Level 1)



    
   
   Circulating Water Bath Temperature

   순환 용액의 온도를 C로 표시하며 이는 환자에게 전달되는 

   Fluid의 온도가 아니라 가온원의 온도임.

      

       
      System operational

      스위치가 켜지고 Heat Exchanger가 제대로 장착되면 

      녹색등이 켜짐.

      Check Disposable

     붉은 등이 켜지고 알람이 울리면 Disposable set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음을 나타냄.

   Add Water

   붉은 등이 켜지고 알람이 울리면 증류수를 물탱크에 

   보충하라는 표시.

     
      Water Over Temperature

      붉은 등이 켜지고 알람이 울리면 과다 온도 표시

※ 주의 사항

   1. 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 한다.

   2. 물탱크에 증류수가 차 있는지 확인 한다.

   3. Set 교체시 반드시 전원을 끈다.

   4. 한달에 1회 증류수를 갈아준다.



5) Micro ventilator(인공 호흡기) :  환자의 환기기능이 나빠져, 환자의 호흡만으 

로 폐 혈액 가스교환이 적절히 유지되지 못할 때 기계장치를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호흡을 시켜준다. 

    

      • 폐의 생리적인 ventilation개선

      • 환기와 산소 포화도의 효율성 증가

      • Respiratory distress 완하-  심근 부담 감소, 산소 소모 감소,

                                    호흡근 피로 개선

                     

6) 보온포 : 저체온시 호흡과 순환의 적응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체온 유지가 필

요할 때 사용한다.



7) 초음파기: 초음파를 생성하는 탐촉자를 검사부위에 밀착시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 검사시 환자가 편하며 인체에 해가 없다

 

 8) 혈액 가온기  : 냉장고에 보관한 혈액을 수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체온감소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며 가열된 코일에 의해서 

수혈세트가 가온되어 진다.

초음파 혈액가온기

  9) Nebulizer( 흡입기 ): 모터를 이용하여 준비된 약을 폐포 깊숙한 부위에 까지 

넣어  주기위한 것으로 약실에 준비된 약을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 분무 

해주며  환자가 흡입을 하면 직접 폐로 전달된다.

 10) Pulse oximeter (산소 포화도 측정기  치료기) 

    :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혈중 산소 부족 현상등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내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Nebulizer( 흡입기 )
Pulse oximeter 

(산소 포화도 측정기  치료기) 



Ⅷ. 기본 심폐 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 목적

 심폐정지의 원인을 회복시킬 방법이 확보될 때 까지 적절한 환기와 순환을 유지하

는 것이다.

2. Respiratory arrest의 원인

 1) 흡입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

 2) Air-way obstruction, pulmonary disease

 3) CO intoxication

 4) CNS disease

3. Cardiac arrest 인식방법

 1) Pulse 촉지 안됨

 2) EKG 상 cardiac stand still

 3) 수술 중 blood가 dark color로 변할 때

 4) pupil dilatation

4. Resuscitation의 원칙

 A : Air-way keep

 B : Breathing

 C : Circulation (cardiac massage)

 D : Drug

 E : EKG

 F : Fibrillation treatment

5. 심폐정지시의 생존 가능성

 1) 징후의 빠른 인식 (early access)

 2) 응급의료 체계의 연계

 3) 기본 심폐소생술 (early CPR)

 4) 심실 제세동 (early defibrillation)

 5) 기도와 호흡관리

 6) 약물의 빠른 정맥투여



6. Criteria for Not starting CPR

 ✜ CPR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사람이 다음경우를 제외하고는 

CPR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환자가 명백한 DNR (Do not resuscitation)을 희망한 경우

 2)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징후를 가진 경우

 3) Septic shock, cardiogenic shock으로 최대한의 치료에도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

7. 심폐소생술의 종료

 1)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2) CPR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과 교대 할 경우 

(Dr가 도착하여 환자의 응급처치를 맡은 경우)

 3) 구조자가 지쳐 더 이상 CPR을 할 수 없는 경우

 4)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목, 신체 등의 분리, 사후강직, 사생아)

 8. Emergency kit

 injection →

주사기& 기타물품 →

 intubation 기구 →

 각종 tube →

 ambu,& O2 cath →



9.응급 소생술

◎ 준비물 : Ambu-bag, mask, E-tube, stylet, Laryngoscope, 10cc주사기, 

반창고(실크 1/2inch)

흡입장치, 산소공급장치, 발판, jelly, bite block 또는 air way

1

HP monitor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CPR상황을 알림

Respiration hold일 경우 Ambu bagging시도

Pulse 안잡힐 경우 가슴을 치고 Cardiac massage실시

2. intubation을 위해 침상머리를 낮춘다

3 E-box를 가져온 뒤, intubation과 suction을 준비한다 (IV route확인)

4  Suction 및 환자상황을 판단하여 ambu bagging을 준비한다.

5
E-tube는 Stylet을 끼워서 tube의 끝부분에 jelly를 묻혀 의사의 오른쪽에서 준비한다 

( 표준 응급은 남, 여 8.0mm로 준비 )

6
Suction 준비도 의사의 오른쪽에서 준비하여 ON 되도록 한다.

삽관 시는 시술자의 오른손에 E-tube를 건네주어 시술자가 하도록 한다.

7
간호사는 소생술 동안 환자 활력징후를 감시 관찰 및 기록

기관 삽관 후 E-tube의 위치를 확인 (윗니기준으로 21~23cm 정도) 

8
정맥로 확보하고 수액을 투여한다. 사지에 확보하도록 한다. - 중심 정맥술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한다.

9
약물은 의사의 지시대로 준비하여 사용하고 모든 소생술 후에는 기록을 철저히 하고 

뒷정리를 잘하여 다음 소생술을 대비한다.

10 소생술 후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를 준비

  



  10. 산소기구

 1) Ambu bag :수동 소생백은 숨을 들이마시는 힘이 약한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① 마스크를 코와 입에 씌운 후 상기도로 산소를 공급한다.

  ②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속기를 기관내관이나  기관 절개관에 끼운다.

  ③ 심폐소생술시 보통 사용하고 흡인중 과다 팽창이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한다.

 2) Bag valve mask: 호흡이 없는 경우 사용하며 Intubation전이나 실패 시 사용   

   마스크의 크기는 각각 다르며 Reservior Bag 사용 시 90~100%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 성인용 Bag : 1600ml volume을 공급.

    • 한 명이 Bag 조작시 800ml의 volume을 공급. 

    • 분당 6L/분 이상의 산소공급으로 60%이상의 산소 농도로 시작하여 

      분당 10L/분에서는 100%산소 공급 가능. Face sealling이 중요하다.

 Ambu bag Bag valve mask

★  사용방법

 1) 산소 유량을 reservoir bag에 연결한다. 

 2) 10-15L/min으로 산소 유량계를 튼다.

 3) mask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목은 과 신천 되고 코 위로 마스크의 윗부분을 

   놓는다.

 4) 턱과 아래 입술 사이에 mask의 저부를 위치시킨다.

 5) 무호흡 상태인 대상자를 위해 bag을 매 5초마다, 소아는 매 3초마다 누른다.



 6) 대상자가 자발 호흡이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호흡이 있을 때 동시에 누른다.

 7) 흡인 하면서 과산소화를 위해 흡인 전 후 3-5회 bag을 압박한다.

 8) bag압박 시 대상자의 가슴부위가 오르내리는 것을 관찰한다. 

 9) spo2 monitoring 한다.

■  Bag valve mask  사용 방법  

 

           1인 조작 시                            2인 조작 시

3) 구인두 Airway : oropharyngeal

    • 혀가 인두(pharynx)의 뒷벽으로 밀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 인두의 흡인을 용이하게 한다.

    • 기관 내관을 환자가 깨물어서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oropharyngeal Airway                         Bite block



4)T-piece  : adapter는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이 있으면서  자발적 호흡이 있는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① 고농도의 습도와 산소는 기관의 넓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② 배출된 가스는 열려진 저장 관을 통해 배출된다. 

                                    

  

5) 후두경 ( Laryngoscope )

      •기관내관 삽입 시 성문 (glottis)을 노출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6) 산소와  흡인기   : 산소 흡입 ( inhalation)은 호흡 장애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성도 따르므로  안전하고  

    적절한 산소흡입을 하여 대상자의 건강회복을 돕는다.

     • 혈중 저산소증(hypoxemia)을 치료하가 위함이다.

     • 혈중 산소 분압을 50~60mmHg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산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입하기 위함이다.

  



7) 흡인기와  비 인두 기관 카테터

  : 흡인 (suction) 은 3경로, 즉 비인두, 구강,기관으로 카테터를 주입하여 흡인기에 

의해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이물을 제거시켜 기도를 유지한다

       •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한다.

       • 점막을 자극시켜 기침을 촉진한다.

       • 검사물 채취 시에 한다.

       • 산소,탄산가스 교환을 증진한다.      

  

11. Endotracheal Intubation

  1) 적응증

      1) 인공호흡과 산소공급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유지 방법

      2) 기도유지가 안될 때 환자와 Oxygenation이 안될 때

      3) 환기가 안될 때

      4) 90%이상의 산소사용으로 산소포화도가 90%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2) 준비물품

 ① Endotracheal tube (성인여자 7.5-8.0Fr, 성인남자 8.0-9.0Fr)

   • 삽입깊이 : 윗니 기준으로 22- 23cm

   • 삽입깊이 : 삽입tube크기X3cm 또는 12+나이/2cm

 ② Laryngoscope



 

 ③ Stylet

  • 튜브의 굴곡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

  • Tracheal 손상 방지를 위해 외부가 플라스틱 코팅 처리되어 있다.

  • 삽관 시 튜브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튜브보다 1.5cm(1/2inch) 짧아야한다.

  ④ 100%산소와 연결된 Bag valve mask

  ⑤ 멸균장갑, Mask

  ⑥ 10cc 주사기, 수용성 윤활제

  ⑦ 1/2 inch silk 반창고

  ⑧ oropharyngeal airway 또는 bite block

  ⑨ 흡인장치

  ⑩ 청진기



3) 삽입방법

 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② 환자자세(sniffing position)을 취해준다. 

 ③ 의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한다. 필요시 구강 흡인을 한다. 

 ④ 3-5분 동안 100%산소와 연결된 bag valve mask로 preoxygenation 시킨다.

 ⑤ 필요한 경우 미리 투약한다. 

 ⑥ 왼손에 후두경을 쥐고 오른손으로 crossed finger로 환자의 입을 벌린다. 

 ⑦ Blade를 환자의 입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넣으면서 이때 blade로 혀를 왼쪽으로 

민다.

 ⑧ 성문이 보일 때 까지 후두경 손잡이를 들어올린다. 

    (Sellik's maneuver사용) 

Blade로 혀를 밀어 올린다. 성문(Epiglottis)이 보인다.

 ⑨ tube를 구강 오른쪽에서 성대를 통과하여 부드럽게 cuff가 안보일 때까지 

삽입한다. 

 ⑩ tube가 제대로 들어가면 왼손으로 Stylet과 후두경을 빼는 동안 오른손으로 

tube를 단단히 잡고 있는다. 

 ⑪ cuff를 5-10cc의 공기로 부풀린다. 

 ⑫100%로 산소를 bagging하는 동안 tube의 위치를 확인한다. 

 ⑬bite block이나 oro pharyngeal airway를 삽입한 뒤 tube를 고정한다. 

 ⑭ X- ray 촬영으로 tube의 위치를 개방한다. 

4) 삽관 후 확인

  ① 1차적 확인법 

     - 상복부를 청진, 잘못 삽입 된 경우 부글거리는 소리가 청진됨



1. Laryngoscope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2. Endotracheal tube를 

  강내로 밀어넣는다.

3. 윤상연골을 압박하여 성문을 

   개방한다.

4. Stylet을 빼고 balloon을 

   시켜 고정한다.

5. Ambu bagging하면서 

  청진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6. 위치가 확인 되었다면

   반창고로 고정한다.

• 청진부위 : stomach apex axillary, 

      흉부의 양쪽 폐 Lateral mid  axillary, anterior chest를 청진

  ②  2차적 확인법 

    - EADO CO2 Detectors : 기도 삽관시 연결하는 감지되는 CO2의 양으로 check되

는 것과  농도로 check되는 것.  반응이 없으면 식도삽관으로 본다. 

< 기관 삽관의 순서 >



Ⅸ  응급의료 체계의 이해

 1. 응급의료체계의 분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2)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국 16개 지역에 건립,

  • 각 지역 내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 

  • 상태가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최종 단계의 응급의료기관이다.

  • 대형 재해 발생 시 지원 할 의무가 있다.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2. 응급환자의 정의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자이다. 

3. 3대 중증응급질환

    • 급성심근경색  

    • 뇌졸중  

    • 중증외상환자. 



4.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심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

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5. 응급실 의료절차



6. 응급의료 관리료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을 때는 입원치료가 적용되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항 목 내  용 본인부담금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건강보험적용)

응급진료 후 바로 귀가

외래진료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겨우 50%)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또는 입원
입원진료적용(20%)

비응급증상 모든 경우 전액본인부담

7. 1339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자원의 분

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되고 

있다. 

    



Ⅹ.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1. 응급환자진료정보망

 • 응급환자 진료정보망을 통하여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  

환자자료를 수집하며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 평가도구 마련 ➱ 진료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환자발생동향, 응급실 재실 기간, 응급실 수술 지연 등의  자료를 생성

할 수 있다.

   (3) 응급의료정보의 표준화 

      ➱ 정부에서 배부한 진료정보전산화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로  

병원 간 전산망을 통일하고 표준화하였다.

   (4) 병원 간 정보 전달을 위한 기반 구축

        ➱ 응급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쌍방향  기반을 마련함.

2. 응급환자 진료정보망의 기본 정보

    • 응급환자 진료정보망에 입력되는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신상정보와 의료기관 정보 : 환자의 기본정보 및 의료기관명,  

의사 면허번호

   (2) 환자의 내원정보

        ① 발병일시 

          • 주증상이 발생한 발생일자와 시간, 기존 질환이 악화된 시점의 자료를 

통하여  

          • 목적 : 환자 중증 도 분류, 평가 및 진단, 질 평가,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

       ② 내원 사유

          • 주증상이 발생한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함.

          • 질병

          • 사고 (손상기전 - 교통사고, 익수, 관통상, 화상 등)로 인한 것

          • 손상의 의도성 유무  

③ 내원 일시

④ 내원 경로와 수단

⑤ 교통사고 환자정보

(3) 환자의 초기평가

        ① 주증상 :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이유 (환자 및 보호자의 주 호소)

        ② 응급증상 해당 유무

        ③ 환자의 내원 시 반응

           • A : Alert

           • V : Verbal response

           • P : Painful response

           • U : Unresponsive

        ④ 내원 시 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4) 환자의 응급진료 내용과 결과

        ① 응급진료 결과

           • 응급실 진료 후 입 퇴원 등 환자의 신상과 관련된 결과

           • 귀가(증상호전, 자의퇴원,hopeless discharge 등)

           • 전원, 입원, 사망 등의 상태에 따른 분류 후 등록

        ② 주 진료과(입 퇴원을 결정한 과) 기록

        ③ 응급실 퇴실 일시

           • 응급실 재실기간 및  응급실 혼잡도 산출에 이용

        ④ 진단명 코드 등록으로 환자의중증도, 응급환자의 분포도를 파악함

        ⑤ 처치코드- 응급실에서 행해진 진단 및 치료행위 중 질 지표 대상 

처치 유무

(5) 최종진료결과(입원환자)

        ① 입원 후 결과(정상퇴원, 자퇴, 전원, 사망, 탈원 등을 등록)

        ② 퇴원일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