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동등하게 소중하다.

  (2) 환자는 자기 결정의 원리에 의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

   을 하여야 한다. (자율성 존중, 설명과 동의)

  (3) 중환자 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이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다른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면 제한될 수 있다.

  (5) 집중치료실 이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결정에 입각한다.

  (1) 입실기준

   ① 입실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first come, first basis)

   ② 입실하기 위해서는 입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집중치료실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집중치료실의 치료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는 퇴실하여야 한다.

   ④ 무의식 상태가 회복 가능 없이 지속되고 인지 능력 회복이 불가능 하여 충분한 이득

    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집중치료실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중환자실 입실과 치료는 환자의 나이, 인종, 종교, 성별, 정치색,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 경제적 이유나 보험 적용 여부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⑥ 집중치료실 치료가 계속 도움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위급한

    환자를 위하여 일찍 퇴실시켜서는 안된다.

  (2) 입퇴실 적정성 유지

   ① 입실기준은 대한 중환자 의학회의 기준에 다른다.

    ❑ 우선순위 기준(Priority model)

    ❑ 주 진단 기주S(Diagnostic model)

    ❑ 객관적요인 기준(objective parameter model)을 따라 결정하게 된다.

    ❑ 매일 입·퇴실 적정성을 평가 하여 퇴실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서는 실장에 

     의해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입원시 환자 준비

   ① 간호사정을 통해 체계적인 환자 문제를 확인, 간호력지를 작성, 간호 진단에 따른 중재

   ② 병실준비(침상준비로 주사걸이, 환의, 침대보, 환자 이름표, 상태에 따른 필요 기구)

   ③ 장비 즉 심전도 모니터링, 산소, 인공호흡기, 흡인기, 필요한 전선 등에 대한 확보

   ④ 신환 챠트준비, 의무기록, 전자 챠트 확인

   ⑤ 담당간호사 소개, 병실 위치안내, 환의 교환 및 활력징후 측정

   ⑥ 보호자에게는 집중치료실 입실 교육 및 준비물품 안내, 귀중품 관리, 면회시간 등을

    안내



  (4) 퇴실 범주 소개

   ① 생리학적 상태가 안정되어 집중치료실 감시와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②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

   ③ 한 단계 낮은 치료로도 적절한 경우

   ④ 집중치료를 환자나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⑤ 우선순위 모델 4A 범주

    말초혈관수술, 심혈관계가 안정된 Ketoacidosis, 가벼운 심부전, 수면제과다 복용등)

   ⑥ 우선순위 모델 4B 범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비가역적인 뇌손상 환자, 화학적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는 

    말기 암 환자 호흡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이다.

  (5) 퇴원 수속법

   ① 갑작스런 전원이나 사망, 희망이 없는 것에 대한 가정으로의 귀환 등의 다양한 요인

    이 있고 예정된 퇴원보다는 갑작스럽게 진행되기가 쉽다.

   ②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퇴원(DAMA :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보호자에 의한 퇴원시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받는 서약

    서 이다.

   ③ 사망퇴원은 퇴원 후 환자가 영안실로 가게 되며 가족의 슬픔반응에 대한 이해와 지지

    가 필요하고 사망자 발생통지서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퇴원이다.

   ④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에는 가는 동안의 투약이나 환자 상태에 대한 관리 등이 필

    요 하며 의료인이 ambulance에 동승하게 된다.

  (6) 전동 전실관리

   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동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다.

   ② 가족에게 알리고 옮기게 되는 병동의 병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연락과 인계 준

    비가 필요 하다. 전동 시에는 이실 기록지인 Transfer Sheet를 기록한다. 

    그 동안의 치료, 간호과정, 현재의 투약상황, 질병상 주의관찰사항 등을 기록하여 환자

    및 기록지와 함께 이실 병동으로 보내게 된다.

  (1) 방문객 면회시 감염예방 수칙

   ① 면회시간

    ✓ 오전 - 07:00 ~ 07:30

    ✓ 오후 - 12:30 ~ 13:00

    ✓ 저녁 - 17:30 ~ 18:00

   ② 면회자의 수는 환자 1인당 2인이며, 면회 전 후에는 신발을 갈아 신고 걸어 놓은 가

    운을 착용하고 면회 전 후로는 손을 씻어야 한다.

  (2) 방문금지

   14세 이하 어린이,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질환자나 기타 전염성 질환자는 어린이나 환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회를 제한한다.



  (3) 반입금지

   꽃, 화분, 애완동물은 병원 내에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

  (4) 감염예방수칙

   ① 환자 접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②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의료진의 허락없이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가급적 환자에게 음식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하며, 만약 가져올 경우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면회시간 동안 보호자 상담, 정보제공을 한다.

  (6) 불만 및 고충처리체계

   ①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http://www.pssh.kr/)

   ② 고객소리함 : 1층로비 비치

   ③ 원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