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응급환자 사정

1. 응급환자 일차사정(Initial assessment)

 

  1) 기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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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시 기관 절개술 시행

   2) 호흡상태 평가

       (1) 호흡상태의 평가시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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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색, 부속 근육의 사용 유무

      ✜ 상대 정맥확인, 기관의 위치확인

       (2) Interventions

      ✜ 산소공급(캐뉼라, 마스크 등) 

      ✜ 인공호흡기

 

2. 순환상태 평가

   1) Assessment



  ✜ 맥박의 질 촉진 (normal, weak, strong)

  ✜ 맥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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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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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둔다.

  ✜ 출혈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하면 ABO and Rh typing에 대비하여 

     blood sample용 혈액을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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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을 확인한다. 통증을 주는 자극에 반응한다.

  ✜ U : 통증자극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 환자  

   2) 동공반사 평가



       대광반사 확인, 동공의 size, shape, equality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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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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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응급환자의 정확하고 빠른 사정

 ②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

 ③ 응급실안의 적절한 구역으로 배정

 ④ 환자 및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

 ⑤ 환자의 치료 흐름이 용이하도록 함.

 ⑥ 대기 구역의 환자를 계속적으로 재사정함.

 ⑦ 일반 대중에게 응급실에 대한 인식을 높여줌.

   2) 응급환자의 치료의 우선순위

     (1) 1차적 고려사항

        ① ABC

    ② Vital sign

    ③ 의식상태

     (2) 2차적 고려사항

    ④ 연령

    ⑤ 증상의 경증 및 급 만성

   

    3) 응급환자의 분류

     (1) 재난 시(재난현장)

        ✜ 긴급(red) : 생명 또는 사지 손상의 위협이 급박한 경우 

           기도유지관련, 갑작스런 실명, 의식변화, 불완전한 활력징후

        ✜ 응급(yellow) : 즉각적인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 비응급(green) : 약간의 지연이 가능한 상태

     (2) 비재난시(응급실)

        ✜ emergent, urgent, non-urgent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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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외상환자는 활력징후 및 임상적 증상으로 평가함



4)응급실 Triage 분류

 A단계 - 긴급 Emergent

  ▶ 기도폐쇄 및 기도 폐쇄를 일으킬수 있는 모든 질환 및 손상

▶ 즉각적인 지혈을 요하는 출혈

▶ 심폐정지,Coma, 심한 두부 손상, neurovascular  compromise, chest pain,  

   Multiple trauma, Drug intoxication, Major burn

▶ 기타 내과적인 심각한 문제 

① 후두골절,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등으로 청색증, 흉곽의 호흡운동 소실, 

   의식혼탁 등이 나타나는 환자,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② 응급실 도착시까지 경련을 계속되는 환자

③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급차로 후송되는 환자

④ 급성 흉통을 호소하는 비외상성 환자,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

   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⑤ 호흡수(10/min 미만 - 40/min 이상),

   맥박수(50/min 이하 - 150/min 이상 )

   혈압(수축기 혈압 80mmHg 이하, 200mmHg 이상)

   체온 (40도 이상,  35도 이하 )인 환자  

⑥ 모든 무의식 환자

⑦ Low back pain with unilateral or bilateral radiation, perineal       

    anesthesia, motor weakness of the lower extrimities, and bowel or 

    bladder dysfunction, Acute motor or sensory deficit

⑧ 의식변화를 동반한 두부 외상 환자, 혈압하강 또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다

   발성 외상환자, 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다발성 외상환자, 사지절단 환

   자, Possible laryngeal Fx

⑨ 호흡이상, 청색증 또는 탈진 소견을 보이는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소아 

   경련성 장애

⑩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

   하는 증상

⑪ 40% 이상으 성인 화상, 15%이상의 소아 화상, 흡입화상을 동반한 안면부 

   화상

⑫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심한 탈수, 

   Epistaxis with HTN



⑬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⑭ 약물․알콜․농약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 장애

⑮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 환자

  B단계 - 응급 Urgent

▶ V/S 과 의식에 큰 이상이 없으나 심한 급성 증상을 보이는 환자

▶ 심각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응급상황이며 20분에서 2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 Moderate burn, Asthma, COPD, Sever pain, High fever, 혈관손상으로 

   사지 결손이 예상되는 환자

① 신경마비 또는 의식 장애가 없는 두통 환자, 현훈

② 호흡장애가 없는 외상성 흉통 환자

③ 청색증이 없고 40회이하의 호흡수를 보이는 호흡곤란 환자, 과호흡

④ 심혈관계 불안정을 보이는 않는 복통, 복부 팽만의 환자

⑤ 단순 골절․탈골 ․외상,  단순 열창 등의 외상 환자, 40% 미만의 성인 화

   상,15% 미만의 소아 화상, 배뇨 장애 

⑥ 소아 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8세 이하의 소아), 구토와 설사를 주소로  

   내원 한 1세 미만의 환자

⑦ 암성 동통으로 통증 해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 

⑧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지가 필요한 증상

⑨ 귀, 코, 눈,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⑩ 두드러기

C단계 - 비응급 Nonurgent

▶ V/S 과 의식장애가 없으며 비급성 또는 경증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① 만성적인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Chronic backache or arthopedic   

    complaint

② 경미한 두통

③ Minor fractures, sprains, strains

④ 경미한 화상

⑤ Skin rash



⑥ Stable nausea/vomiting

⑦ Upper respiratory or urinary infections 

⑧ D.O.A

    5) 응급처치시의 일반적 원칙

 (1) 부상자는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고 위험물을 제거한다.

 (2) 호흡정지, 심한출혈, 쇼크, 음독 또는 중독 등 가장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한다.

 (3) 기도를 유지한다.

 (4) 즉시 지혈한다.

 (5) 쇼크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6) 상처를 보호한다.

 (7)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보온한다.

 (8) 무의식, 심한 복부 상처나 출혈이 있으면 금식한다.

 (9) 환자의 상태나 처치는 자주 관찰하고 재평가한다.

 (10) 주위의 협력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