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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descriptive data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patient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REMC). Methods: A retrospective design was used to

examine the medical records of 4,310 children. The clinical data and nursing terminologies of REMC were analyzed using

the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 Results: Male toddlers dominated the sample. The mean age of the chil-

dren was 3.51 yr. In more than half of the visits, patients arrived between from 7 a.m. to 3 p.m., on a weekday. There

were only 189 ambulance transports to REMC, (4.4% of visits). The most frequent injuries were due to falls (28.0%) and

contusions (27.3%), but the most common reasons for visits were non-injury (73.4%): fever, cough/shortness of breath,

seizures, and abdominal pain. Of the 4,310 visits, 27.8% spent 6-24 hours in the REMC, while 33% resulted in hospital

admission and 2.1% in transfer to another hospital. Of the 17,929 nursing interventions, 17,909 elements (99.9%) were

classified under NIC. All the listed NIC interventions, however, were not reflected in the level of practice demonstrated by

REMC nurses. Conclusion: These results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ediatric emergency nursing interventions

and can make NIC mor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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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

국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 응급의

료기관 근무인력의 고급화, 시설과 장비의 선진화, 응급의료기

관의 재원 확보 및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

로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Seo et al., 2009). 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Song et al., 2009),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 집중, 교통사고, 량 산업재해,

중독사고 및 범죄사고 등으로 인해 응급진료 센터를 찾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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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급증하 기 때문이다(Lee et al., 2010). 이 중 13세 이

하 아동은 전체 응급 환자의 25-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Root, 2007).

응급의료기관에서는아동에 해성인과같은과정을따라임

상적 판단을 하게 되지만, 어른과 달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Jeon, Kim, Bae, & Yoo, 2008). 아동은 연령에 따라 성장발

달 상황이 다양하고(Root, 2007; Thomas, 2002) 응급질환이

나외상발생시에는성인에비해의사소통이더어려우며질병,

손상의 증상과 징후도 불분명하여 초기 사정이 어렵다(Hohen-

haus, Travers, & Mecham, 2008). 성인에 비해 기도 및 혈관

확보가어려워간호중재에소요되는시간또한더많다(Thomas,

2002). 또한 조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이

후 일생에 큰 향을 미친다(Hohenhaus et al., 2008).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응급환자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힘든 점이 많다(Piskosz, 2007).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아동과 가족은 낯선 치료환경과 처치

과정에 극도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아동 환자의 응급처치 중에

는소란스러운상황이종종일어나기도한다(Jeon et al., 2008).

특히 침습적인 처치 시에는 많은 부모들이 부적절하게 관여하

는 경우가 많아서(Piskosz, 2007) 간호수행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 아동이 비응급 상황으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을 경우

에는 응급진료에 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가족에게 상황을 이

해시키기가 매우 어렵다(Jeon et al., 2008). 

응급의료기관에서 아동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중재 측면에

서 보면, 간호사가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호 행위를 하고 있으나 아동에게 미치는 향은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다(Choi, Park, & Kim, 2002). 이 때문에 간호중재

의 기여 부분과 구체성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Oh, Suk, & Yoon, 2001). 

아동 응급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접근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간호사가 아동에게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고 각 응급상황에

능숙하게 처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아동을 위한 적

절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et al., 2009). 응급의료기관 간호사는 아동

에 한 사정 기술이 뛰어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증상과 징

후를주의깊게관찰할수있어야한다(Hohenhaus et al., 2008;

Root, 2007; Thomas, 2002). 이를 통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적

극적인 간호중재가 제공될 수 있다.

아동에 한 응급 간호행위가 제 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간

호중재를 표준화된 용어로 개념화하고 그 구조를 표준화하여

야 한다. 간호중재분류(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는 임상실무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

를 적용하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간호중재

에 한 포괄적인 이해와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다(Choi et al.,

2002).

이상과 같이 아동 응급환자의 특성과 이들에게 제공되는 간

호중재의 내용과 종류는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그 결과가 간호

중재에 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에서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성인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다(Kim, Lee & Kim,

1995; Kim, 1998 ; Kim, 2006 ; Kim et al., 2006 ). 아동을

상으로는 Jeon 등(2008)의 연구가 유일하나 응급실 이용실

태에 한 조사연구로 아동의 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했

고 간호중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동 응급 환자에 한

간호중재는그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매우다양하지만(Walker,

Tolentino, & Teach, 2007) 이를 규명하고 분류하는 연구는

없었다. 국외에서도 Walker 등(2007)은 소아 응급 진료의 가

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간호중재의 내용과 종

류에 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아동의 특성과 이들

에게 제공된 간호중재를 간호중재분류(NIC)를 적용하여 분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아동 간호중재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기관내원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응급의료기관내원아동에게수행되는간호중재의내용

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아동의 특성과 아동에게

제공되는간호중재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P지역 권

역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 5,247명 중 접

수를 취소한 937명(취소율: 17.85%)을 제외한 4,310명의 의무

기록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시설 지정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상으로 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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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아동에게 좀 더 다양한 간호중재를 제공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타당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

하 기 때문이다(Figure 1).

연구도구

내원아동의특성은선행연구(Jeon et al., 2008)와응급의료

기관 기능수행평가를 근거로 일반적 특성 및 내원/진료 특성으

로 구성하 다. 상자 특성은 연령과 성별로, 내원 특성은 내

원시간, 경로, 수단, 사유와 외상원인, 주호소로 구성하 다. 내

원 특성은 내원시간, 내원경로, 내원수단, 내원사유, 주호소를

조사하 다. 진료 특성은 체류시간, 주진료과, 진료결과로 구성

하 다. 

응급의료기관의간호중재는응급의료기관기능수행평가의항

목을 근거로 응급실 간호수행 28개 항목을 적용 상 및 상황을

반 하여총38개로재구성한후Iowa 학에서4차개정한NIC

을 Kim, Chin, Oh, Park, Yun과 Lee (2006)이 한 로 번역

한 총 486개 간호중재복록을사용하여 분류하 다. 

내원 아동의 특성 및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중재 분류는 응급

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1인, 간호학 교수 2인, 응급의학과 전

문의 1인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내원 아동에게 어떤 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 하 으므로, 아동에게 제공된 간호행위를 모두 조사하 으

나 중복 제공될 경우 중복 계산은 하지 않았다.

자료수집및분석방법

본 연구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속해 있는 병원 임상시험심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조사 상 기관의 동의 하에 진행되

었다. 내원 아동의 특성과 간호중재에 한 조사는 연구자가 응

급실 초진기록, 의사처방지, 응급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등을

전자의무기록을통하여 확인하면서 직접 기록하 다.

수집된자료는SPSS/WIN 12.0 프로그램을사용하여 상자

의일반적인특성, 내원특성, 진료특성, 간호중재는빈도와백

분율, 교차분석으로, 간호중재중기 빈도가작은경우는Fish-

er’s exact test로 추가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응급의료기관내원아동의특성

일반적인 특성 및 내원특성

권역 응급센터를 방문한 아동은 발달기 별로는 아가 전체

의41.4%로가장많았고, 성별로는전발달기에서남아가60.5%

로 많았으며 각 연령 에서도 남아가 많았다( 아 59.2%, 유아

58.9%, 학령전기63.3%, 학령기 62.0%)(Table 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내원요일, 방문시간,

내원경로, 내원수단, 내원사유 다. 내원요일은토요일이17.2%

로 가장 많았으며, 아(17.6%), 학령전기 아동(19.0%), 학령기

아동(16.6%)은 토요일에, 유아는 일요일(17.6%)에 가장 많이

방문하 다. 방문시간은 전체 상자의 41.0%가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방문하 으며, 이 중 아(42.3%), 학령전기

아동(40.2%), 학령기아동(41.9%)은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사

이에, 유아는 오후 3-9시(38.9%)에 가장 많이 방문하 다. 내

원경로는 전체의 64.6%가 직접 내원하 고 모든 연령에서 직

접 내원이 가장 많았다( 아 58.4%, 유아 74.5%, 학령전기 아

동69.2%, 학령기아동63.8%). 내원수단을보면전체의48.5%

가부모에게안겨서내원하 다. 이중 아(76.1%)와유아(55.0%)

는 부모에게 안겨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령전기아

동(63.2%)과 학령기아동(77.4%)은 도보가 가장 많았다. 내원

사유는질병이73.4%로가장많았으며모든연령에서동일하

다( 아81.45%, 유아67.9%, 학령전기아동68.1%, 학령기아동

67.5%).

손상기전은 넘어짐(28.0%)과 부딪힘(27.3%)이 가장 많았다.

아에서는 부딪힘(28.6%), 넘어짐(25.9%), 이물질(16.3%), 추

락(15.7%), 기타(0.8%)의 순서로, 유아에서는 넘어짐(29.6%),

부딪힘(28.1%), 이물질(15.7%), 추락(10.2%), 기타(6.9)의 순으

로, 학령전기 아동에서는 넘어짐(33.3%), 부딪힘(24.5%), 교통

사고(12.7%), 추락(10.5%), 이물질(8.4)의 순으로, 학령기 아동

에서는 부딪힘(2.7%), 넘어짐(2.5%), 교통사고(1.6%), 이물질

(0.9%), 폭력/구타(0.8%)으로 많았다(Table 2).

주호소는 발열(20.6%), 기침/호흡곤란(8.1%), 경련(7.9%),

복통/복부불편감(7.6%)의 순서로 많았다. 발달기 별로 빈번한

주호소는 아의 경우 발열(25.0%), 기침/호흡곤란(13.7%), 경

련(7.7%)의 순이었으나 유아, 학령전기 아동, 학령기 아동에서

는 발열, 복통/복부불편감, 경련의 순이었다(Table 2). 

진료특성

진료특성(Table 3)은 발달기 별로 차이가 있었다. 응급의료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아동 간호중재 분석-4차 개정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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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of study participants.

937 did not admitted

4.310 in analysis

5,247 screened

4,310 enrolled



기관체류시간은 6-24시간이 27.8%로 가장 많았고 전 발달기

에서동일하 다( 아24.9%, 유아30.2%, 학령전기아동27.8%,

학령기 아동 31.0%). 주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851명 중 82.5%가 외과계 환자 다. 구체적인 과별로

는 소아과, 응급의학과, 구강외과가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는 아(2.0%)와 유아(3.9%)에서는 성형외과가, 학령전기 아동

(5.4%)과 학령기 아동(4.5%)에서는 정형외과가많았다. 

진료 결과는 퇴원이 가장 많았으며, 모든 발달기에서 퇴원이

가장 많았으며( 아 56.9%, 유아 71.5%, 학령전기 아동 65.6%,

학령기 아동 64.5%) 그 다음으로 입원이 많았다( 아 40.4%,

유아 26.0%, 학령전기 아동 30.1%, 학령기 아동 29.7%).

응급의료기관내원아동에게수행된간호중재의종류

내원 아동에게 수행된 간호중재를 역별 빈도로 보면(Table

4), 복합생리적 역이 75.9%로 가장 많은 종류가 수행되었고,

그다음으로는기본생리적 역이19.3%, 건강체계 역이4.7%,

안전 역과 기타 미분류 중재가 각각 0.1% 으며, 행동 역과

가족 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기본 생리적 역에

서는 배설관리, 양보조, 자가간호 증진이 수행되었으며 활동

및 운동강화, 부동 관리, 신체안위 증진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

합생리적 역에서는 전해질 및 산염기 관리, 투약 관리, 수술

전 간호, 호흡관리, 체온조절, 조직관류 조절이 수행되었고 신

경학적 관리, 피부/상처 관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 역에

서는 위기관리와 위험관리가 모두 수행되었고 건강체계 역

에서는 건강체계 관리가 수행되었고 건강체계 조정과 정보관

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달기 별로 살펴보면 아가 제공받은 간호중재는 전체 간

호중재 17,929개 중 40.9%인 7,32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는 유아(21.1%), 학령기 아동(20.8%), 학령전기 아동(17.2%)

의 순서로 많은 종류의 간호중재를제공받았다. 

간호중재 역 별로는 복합 생리적 역(c2=4.93, p<.001)과

안전 역(Fisher’s exact test, p<.001)에서 발달기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복합생리 역에서 아는 투약관리(18.1%), 조직

관류 조절(9.0%)를 많이 제공받았으며, 유아(9.9%)과 학령기

아동(9.4%)은 투약관리(9.9%)를 가장 많이 제공받았다. 안전

역에서는 아(50.0%)와 유아(25.0%)가 위기 관리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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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ll subjects
(N=4,310)

(%) (%)(%)n (%)n (%)n r

Infant 
(N=1,783)

Toddler 
(N=854)

Preschooler 
(N=744) p

Schooler 
(N=929) c2

Sex
Male 2,606 (60.5) 1,056 (59.2) 503 (58.9) 471 (63.3) 576 (62.0) 5.452 .142 
Female 1,704 (39.5) 727 (40.8) 351 (41.1) 273 (36.7) 353 (38.0)

Season
Spring 1,126 (26.1) 457 (25.6) 240 (28.1) 197 (26.5) 232 (25.0) 13.574 .138
Summer 1,255 (29.1) 486 (27.3) 238 (27.9) 235 (31.6) 296 (31.9)
Autumn 993 (23.0) 423 (23.7) 196 (23.0) 161 (21.6) 213 (22.9)
Winter 936 (21.7) 417 (23.4) 180 (21.1) 151 (20.3) 188 (20.2)

Date
Work days 2,848 (66.1) 1,196 (67.1) 544 (63.7) 467 (62.8) 641 (69.0) 10.120 .018 
Weekends 1,462 (33.9) 587 (32.9) 310 (36.3) 277 (37.2) 288 (31.0)

Visit time
07:00-14:59 1,765 (41.0) 754 (42.3) 323 (37.8) 299 (40.2) 389 (41.9) 24.377 <.001
15:00-20:59 1,553 (36.0) 580 (32.5) 332 (38.9) 277 (37.2) 364 (39.2)
21:00-06:59 992 (23.0) 449 (25.2) 199 (23.3) 168 (22.6) 176 (18.9)

Referral routes
Walk-in 2,785 (64.6) 1,041 (58.4) 636 (74.5) 515 (69.2) 593 (63.8) 123.776 <.001 
From different hospital 1,162 (27.0) 618 (34.7) 166 (19.4) 149 (20.0) 229 (24.7)
Through outpatient departments 363 (8.4) 124 (7.0) 52 (6.1) 80 (10.8) 107 (11.5)

Mode of arrival
By foot 1,656 (38.4) 172 (9.6) 295 (34.5) 470 (63.2) 719 (77.4) 1,589.300 <.001 
Ambulance 189 (4.4) 58 (3.3) 36 (4.2) 35 (4.7) 60 (6.5)
Public service 373 (8.7) 197 (11.0) 53 (6.2) 48 (6.5) 75 (8.1)
In one’s arms 2,092 (48.5) 1,356 (76.1) 470 (55.0) 191 (25.7) 75 (8.1)

Reasons for visits
Non-injury related 3,165 (73.4) 1,451 (81.4) 580 (67.9) 507 (68.1) 627 (67.5) 98.514 <.001 
Injury related 1,145 (26.6) 332 (18.6) 274 (32.1) 237 (31.9) 302 (32.5)

Table 1. Demographics and Visit Characteristics in Children with Emergency Department Visits (N=4,310)



많이 제공받았다.

논 의

응급의료기관내원아동의특성

일반적인 특성 및 내원 특성

전체 상자중남아가60.5%로많아남아가58.4% 던Jeon

등(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발달기 별로는 1세 미만인 아

가41.4%로 가장 많았으나 Jeon 등(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

가51.3%로가장많은반면 아는가장적은비율을보 다. 이

같은 차이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선천성 질환에 한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3차 의료 기관인데 반해,

1∙2차 병원의 경우는 3차 병원 외래를 추후 방문 중인 선천성

질환 아동들에 한 응급진료를꺼리기 때문이라생각된다. 

내원 요일에서는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내원하고 주중에

는 월요일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외

래나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내원이 증가하고, 월요일

에 내원이 많은 것은 1∙2차 병원에서 주말 동안 상태를 관찰

후 월요일에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방문시간은 전체 상자의 41.0%가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에 방문하 는데, 유아의 경우에만 오후 3시에서 저녁 9시 사

이에 가장 많이 방문하 다. Jeon 등(2008)과 Lee 등(2003)의

연구에서는 1∙2차 진료기관의 업무 종료 후 저녁시간에 내원

이 많았던 것과는 상이하 다. 본 연구에서 주간에 내원이 많은

것은 낮 시간 외래방문 후 병실 확보 문제로 응급실을 통해 입

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Jeon 등(2008)은 응급실을

통해서라도 환자들은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며,

병원간환자전원은 부분낮시간동안이루어진다고하 다.

3차 진료기관의 응급진료센터를 찾는 환자의 수가 더욱 급증하

고 있는 것에 해, Lee 등(2010)은 환자들의 의료에 한 높은

요구와 중소 응급진료센터에 한 불신 때문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64.6%가직접내원하 고구급차이외의방법으로내

원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내원 수단은 안겨서 내원하는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내원 아동의 61.2%가 유아로 부모가 안아서 의료

기관으로이송하기가용이하기때문이라생각되며Jeon 등(2008)

과 Lee 등(2003)의 결과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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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All subjects

(%) (%)(%)n n n (%)n (%)n 

Infant Toddler Preschooler 
p

Schooler
c2

Intent and mechanism of injury (N=1,145)

1. Slip 321 (28.0) Contusion  95 (28.6) Slip 81 (29.6) Slip 79 (33.3) Contusion 83 (2.7) 198.256 <.001

with intact with intact 

skin surface skin surface

2. Contusion 313 (27.3) Slip 86 (25.9) Contusion 77 (28.1) Contusion 58 (24.5) Slip 75 (2.5)

with intact with intact with intact

skin surface skin surface skin surface

3. Foreign 145 (12.7) Foreign 54 (16.3) Foreign 43 (15.7) Motor vehicle 30 (12.7) Motor vehicle 47 (1.6)

bodies bodies bodies accident traffic

4. Falls 124 (10.8) Falls 52 (15.7) Falls 28 (10.2) Falls 25 (10.5) Foreign 28 (0.9)

bodies

5. Motor vehicle 103 (9.0) Etc 15 (0.8) Etc 19 (6.9) Foreign 20 (8.4) Violent injury 25 (0.8)

traffic bodies

Principal reason for visit by age (N=4,310)

1. Fever 887 (20.6) Fever 446 (25.0) Fever 200 (23.4) Fever 137 (18.4) Fever 117 (12.6) 512.320 <.001

2. Cough 347 (8.1) Cough/ 244 (13.7) Stomach 83 (9.7) Stomach 72 (9.7) Stomach 104 (11.2)

/Shortness Shortness and and and

of breath of breath abdominal abdominal abdominal

pain pain pain

3. Seizure 342 (7.9) Seizure 138 (7.7) Seizure 78 (9.1) Seizure 56 (7.5) Seizure 70 (7.5)

4. Stomach and 328 (7.6) Vomiting 102 (5.7) Lacerations 68 (8.0) Headache 49 (6.6) Headache 68 (7.3)

abdominal and cuts-

pain head, neck,

and face

5. Acute 230 (5.3) etc (non- 98 (5.5) Acute 63 (7.4) Pain and/or 48 (6.5) Pain and/ 59 (6.4)

toothache/ injury reasons) toothache/ swelling- or swelling-

Hemorrhage Hemorrhage extremities extremities

Table 2. Analysis by Age



내원사유는 질병 73.4%, 외상 26.6%로 질병이 더 많아서 비

외상성 질환이 71.2%인 Jeon 등(2008)의 결과와 유사하 다. 

외상의원인으로는넘어짐이28%, 부딪힘이27.3%로가장많

았고 전 발달기에서 유사한 비율을 보 다. Yun과 Kang (2009)

의연구에서는미끄러짐이37.1%로가장높았으며, Jeon 등(2008)

의 연구에서는 둔상이 56.3%, 미끄러짐이 17.8% 다. Song 등

(2009)의 연구에서도 둔상이 34.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미

끄러짐이15.4%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발달기에 따라 살펴보면, 넘어짐, 부딪힘을 제외하면 아는

이물질과 추락, 유아는 교통사고와 추락, 학령전기 아동은 교통

사고와 이물질, 학령기 아동은 이물질과 추락이 많아 이물질과

추락이 높았다. Song 등(2009)의 연구에서도 전 발달기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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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Class

All subjects
(N=4,310)

(%) (%)(%)n (%)n (%)n r

Infant 
(N=1,783)

Toddler 
(N=854)

Preschooler 
(N=744) p

Schooler 
(N=929) c2

Physiological: basic 3,459 (19.3) 1,366 (18.6) 749 (19.8) 618 (20.1) 726 (19.4) - .331�

Elimination management 45 (1.3) 17 (0.5) 12 (0.3) 8 (0.2) 8 (0.2) 
Nutrition support 3,400 (98.3) 1,344 (38.9) 730 (21.1) 609 (17.6) 717 (20.7) 
Physical comfort promotion 14 (0.4) 5 (0.1) 7 (0.2) 1 (0.0) 1 (0.0) 

Physiological: complex 13,612 (75.9) 5,501 (75.1) 2,888 (76.2) 2,363 (76.8) 2,860 (76.6) 64.817 <.001 
Electrolyte and acid-base 842 (6.2) 365 (2.7) 160 (1.2) 142 (1.0) 175 (1.3) 
Drug management 6,185 (45.4) 2,464 (18.1) 1,344 (9.9) 1,100 (8.1) 1,277 (9.4) 
Preoperative care 1,038 (7.6) 482 (3.5) 241 (1.8) 166 (1.2) 149 (1.1) 
Respiratory management 260 (1.9) 128 (0.9) 55 (0.4) 33 (0.2) 44 (0.3) 
Thermoregulation 2,168 (15.9) 834 (6.1) 452 (3.3) 385 (2.8) 497 (3.7) 
Tissue perfusion management 3,119 (22.9) 1,228 (9.0) 636 (4.7) 537 (3.9) 718 (5.3) 

Safety 12 (0.1) 6 (0.1) 4 (0.1) 2 (0.1) 0 (0.0) - .036�

Crisis management 9 (75.0) 6 (50.0) 3 (25.0) 0 (0.0) 0 (0.0)
Risk management 3 (25.0) 0 (0.0) 1 (8.3) 2 (16.7) 0 (0.0)

Health system 836 (4.7) 450 (6.1) 148 (3.9) 92 (3.0) 146 (3.9)
Health system management 836 (4.7) 450 (6.1) 148 (3.9) 92 (3.0) 146 (3.9)

Unclassified etc. 10 (0.1) 2 (0.0) 2 (0.1) 3 (0.1) 3 (0.1) - -

Table 4. Nursing Interventions in Emergency Department according to Age (N=17,929)

*Domain×age table; Fisher’s exact test p<.001; �Fisher’s exact test.

Characteristics

All subjects
(N=4,310)

(%) (%)(%)n (%)n (%)n r

Infant 
(N=1,783)

Toddler 
(N=854)

Preschooler 
(N=744) p

Schooler 
(N=929) c2

Length of stay <30 min 519 (12.0) 362 (20.3) 66 (7.7) 44 (5.9) 47 (5.1) 213.286 <.001 
≥30 min, <1 hr 572 (13.3) 212 (11.9) 124 (14.5) 117 (15.7) 119 (12.8)
≥1hr, <3 hr 457 (10.6) 152 (8.5) 90 (10.5) 94 (12.6) 121 (13.0)
≥3 hr, <6 hr 931 (21.6) 366 (20.5) 183 (21.4) 162 (21.8) 220 (23.7)
≥6 hr, <24 hr 1,197 (27.8) 444 (24.9) 258 (30.2) 207 (27.8) 288 (31.0)
≥24 hr 634 (14.7) 247 (13.9) 133 (15.6) 120 (16.1) 134 (14.4)

Main Pediatrics 2,962 (68.7) 1,423 (79.8) 563 (65.9) 457 (61.4) 519 (55.9) 177.302 <.001
department Emergency medicine 379 (8.8) 125 (7.0) 85 (10.0) 76 (10.2) 93 (10.0)

Medical 149 (3.5) 38 (2.1) 28 (3.3) 30 (4.0) 53 (5.7)
Surgical 702 (16.3) 178 (10.0) 161 (18.9) 141 (19.0) 222 (23.9)

Disposition Admitted to 1,442 (33.5) 720 (40.4) 222 (26.0) 224 (30.1) 276 (29.7) - <.001* 
bed or unit

Hospital 2,713 (62.9) 1,015 (56.9) 611 (71.5) 488 (65.6) 599 (64.5)
discharge

Transfer to 91 (2.1) 32 (1.8) 13 (1.5) 14 (1.9) 32 (3.4)
different hospital 

Admitted to 58 (1.3) 11 (0.6) 8 (0.9) 17 (2.3) 22 (2.4)
operating room

Died 6 (0.1) 5 (0.3) 0 (0.0) 1 (0.1) 0 (0.0)

Table 3. Medic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 with Emergency Department Visits (N=4,310)

*Fisher’s exact test.



부딪힘과 넘어짐이 가장 많았고 이외의 원인으로 아는 화상,

유아와 학령전기 아동은 이물질이 많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 다.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외상 원인의 부분

이 안전사고 다. Song 등(2009)은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률이 1991-1995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2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 다.

Kim (2007)이 보고한 2006년 소아외상 통계의 안전사고 비율

에서도 아가 4.8%, 유아 40.4%, 학령전기 아동 29.8%, 학령

기 아동이 29.8%를 차지하 다.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아동의

손상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과 주 양육자에게 안전한 환경에 한 교육과 간호지침을 제공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주 양육자에게 아동 응급 처치를 교육하

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취업모의증가로보육시설이용이증가하므로

지역보육시설및아동교육기관을통해이같은교육을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주호소는 발열이 28.0%로 가장 많았는데 16.8-81.0%인 선

행 연구(Goldman et al., 2009; Jeon et al., 2008; Poirier,

Collins, & McGuire, 2010)의 결과와 일치하 다. 발열은 아

동이 응급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주된 원인이나 흔히 불필요하

며, 응급실 과 화를 초래하는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Poirier

et al., 2010). 부분의 부모들은 발열은 감염이 있을 때 나타

나는 증상에 불과하며 해열제는 일시적인 방편(Poirier et al.,

2010)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게다가 열은 심각한 경련과 뇌

손상을 일으킨다고 믿기도 한다(Walsh, Edwards, & Fraser,

2007). 이 같은 오해 때문에 부모들은 과도하게 해열제를 투여

하고 아이들을 응급의료기관에 데려온다. 그러나 열은 면역 반

응을증가시키기때문에열을내리는것이해로울수있다(Poiri-

er et al., 2010). Poirier 등(2010)과 Jeon 등(2008)은 발열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발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한다고 하 다. 부모의 불안을 완화시키

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민간요법 사용과 응급기관 방문을 줄

여야 한다. 간호사 역시 발열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토콜 토 로

즉각적인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발열을 제외한 주호소로는 아는 기침/호흡곤란이 많고 유

아, 학령전기 아동, 학령기 아동은 복통/복부불편감, 경련이 많

았다. Jeon 등(2008)의 연구에서 아에서 발열 다음으로 기침

이 많았고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에서 복통이 많았던 것

과 유사하 다. 

진료특성

체류시간은 평균 11시간 15분으로 6-24시간이 27.8%로 가

장 많았다. 전체 상자의 57.6%는 6시간이내 응급실에 체류

했으나 나머지 아동들의 체류시간은 6시간을 경과한 이후로는

최고 280시간에 이르기까지 소수가 고르게 분포하 다. 이같은

분포 때문에 Jeon 등(2008)의 3시간 22분, Kim, Lee와 Cho

(1999)의 4.6시간에 비해 체류시간이 훨씬 긴 것이라 생각된다.

체류시간이 지체되는 이유에 해, Jeon 등(2008)은 아동 응급

환자는 병력에 한 완전한 자료가 없어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가 많고 건강문제가 다양하고, 응급실은 기본적인 검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서라고 분석하 다. 그러므

로 효율적으로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비응급 아동 환자는

좀 더 신속하게 선별하여 처리한 후 귀가시키고 중증도가 높은

아동 환자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 진료과는 소아 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다음으로 구강외과

가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치과 응급진료가 되는 병원이 매우 부

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아와 유아는 성형외과가 많고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아동에서는 정형외과가 많았는데Jeon

등(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근골격계 손상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진료결과는 Jeon 등(200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퇴원

이 가장 많고 특히 유아의 경우는 71.5%가 퇴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는 3

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정도 건강 문제가 심각하거나 응

급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료시간 등의 이유로 1, 2차 의료기

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는 다양한 일차 진료 기관을 활성화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기관내원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Wood, Wettlaufer, Shaha,

& Lillis, 2010). Kool, Homberg와 Kamphuis (2008)이 지적

한 바와 같이, 1, 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원해서 응급센

터로 바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으면, 응급실이 과 화되어 간호

가 지연된다. 응급센터는 일차 진료 위주가 아니므로 15-50%

의환자는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기도한다(O’Mal-

ley, Brown, Krug, & Committee on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COPEM], 2008). 신속한 응급처치의 지연으로 인

한 문제점으로는 치료결과의 악화, 응급센터 과 화 악화로 인

한 사망률의 증가, 의료 서비스 기능의 약화 등이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10). 진료 결과에서도 퇴원을 제외하면 입원이

33.5%로 가장 많고 아의 경우는 그 비율이 40.4%에 이른다.

입원이 20.1%인 Jeon 등(2008)의 결과보다는 입원 비율이 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아동 간호중재 분석-4차 개정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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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높으나 이것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 장소가 권역 응급의료센

터라 내원 아동들의 중증도가 상 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Je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퇴원을 제외하면 입원이 가

장 많아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동 응

급환자의 약 6.6%가 입원하여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입원율

이 낮은 미국의 경우(Lewis & Asplin, 2010)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아동 응급 환자의 입원이 건강 문제의 중증도, 의료

진의 판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해 보다 심도 있

는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수행

응급의료기관내원아동에게수행되는간호중재는전체17,929

개가 수행되는 데 비해 아동 병동에서 158개가(Oh, 2001) 수행

되었다. 응급실의 경우 건강문제의 범위가 일반 소아청소년과

에 한정되지 않고 소아암, 외과 등 세부 전문 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 병동에 비해 간호중재의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역 별로는 복합생리적 역, 기본생리적 역, 건강체계

역, 안전 역의 순서로 많이 확인되었고 행동 역과 가족

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복합생리적 역, 기본생리적

역이 많은 것은 아동 병동을 상으로 한 Oh (2001)의 연구에

서 복합생리적 역이 39%, 기본 생리적 역이 21%로 많았고

가족 역과 행동 역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 일치한다. 아동

간호의 상이 아동과 그 가족이지만 가족을 상으로 하는 간

호가 잘 수행되지 않거나 간호 기록에서 누락되고 있음을 의미

할 것이다. 아동의 입원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 간호사는 아

동과 그 가족을 상으로 건강문제 관리, 건강증진 및 성장발달

과 관련된 교육적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교육적 간호중재가 많이

포함된가족 역과행동 역의중재가활발히수행되고있지않

다. Oh (2001)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응급의료기관에서아동을 돌

보는 간호사는 아동의 입원이라는 건강교육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간호중재 중에는 실제 현장에서

는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 제공 여

부를 인식하지 못해서 입력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경우로는 기본생리적 역의 신체안위 증진, 복합생리적 역

의 신경학적 관리, 건강체계 역의 건강체계 조정 및 정보관리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중재 분류가 다른 간호분야 간의

의사소통 및 면허시험, 교육과정, 이론구축의 발달(Kim et al.,

2006)에사용되도록하기위해서는, 응급간호사들이바쁜업무

속에서도자신들이수행한간호중재를모두기록으로남겨야할

것이다. 

병원 정보시스템측면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간호용어나 NIC

보다는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어

(Jeon et al., 2008) 실제 제공된 간호를 포괄하기 어려웠다. 분

류체계에서도 NIC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간호중재가 아동의

응급 간호에 적용하기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지는 않다(Choi

et al., 2002; Kim et al., 2006; Oh, 2001). Park과Lee (2009)

의 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필요성과 목적

에 적합할수록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에 하여 만족하게 되고,

일선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간호진단 목록에 따라 간호중재

를 선별하여 컴퓨터 전산개발 및 실용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내원아동에게수행되는간호중재는복합생리적 역이75.9%,

기본생리적 역이 19.3%로 가장 많은 종류가 수행되었다. 이

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행된 Oh 등(2001)의 결과와 복합 생

리적 역이 44%, 기본 생리적 역이 27%의 빈도로 유사하

다. 또발달기별로는 아가전체간호중재중7,325가지(40.9%)

를 제공 받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중재의 종류가 감소

하 다. 즉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종류의 간호중재가

필요하고 생리적 역의 간호중재가 더 많이 필요하 다. 여기

에더불어어린아동일수록각종간호수행시어른에비해시간

소모가 많고, 혈관이나 신체기관 등이 작고 미숙하여 더욱 세심

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이 어릴수록 간호요구도와 간호중재

의 수 모두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에게 응급간

호를제공하는간호사들은아동의특성을완벽하게숙지하여할

것이며, 낮은 비중을 보이는 수행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아동 응급상황에적절히 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종류가 제공되는 복합/기본 생리적 역의 간호중

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무게 사정, 정맥주사, 채혈, 체온

측정, 수술∙검사 전 처치, 경구투약, 근육주사, 소변 검체 수

집, 피내주사, 섭취∙배설량측정, 분무요법 순이다. Oh (2001)

의 연구에서 아동병동의 간호중재 순위가 정맥 주사, 근무교

보고, 구강투약, 기록, 피부 투약, 체온 조절, 산소여법, 수액관

리, 낙상 방지, 고열치료의 순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부분의

중재들이 아동의 증상에 한 간호와 투약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Piskosz (2007)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열, 손상에 한

간호를 하면서 간호사는 아동과 가족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교육을 통해 가족이 아동의 간호에 참여하고 즉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가족과 의료진의 협력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 다. 따라서 즉각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함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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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제공되는 교육내용을 주 호소와 간호중재를 연결하여 구

성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또 전체 17,929개의 간호중재

중 17,071개인 95.2%가 기본 또는 복합 생리적 역의 간호중

재로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의료이용의 증가

만큼 간호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간호

사들은심리적간호나정보제공에비해기술적 역을중시하여

간호를하게된다고분석한Jeon 등(2008)의결과와일치하 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

는 실질적인 처치의 전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정보와 지지

를 제공하고, 퇴원 시에도 증상이나 질환에 한 교육을 시행하

는 등 적극적인 역할로 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

다.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아동과 가족은 아동의 의료행위

를결정하는중요의사결정자(Jeon et al., 2008; Piskosz, 2007)

이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건강문제가 발생하 고 이전에 부모

와 의료진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와 파트너십 형성이 매

우 필요하다(O’Malley et al., 2008). 또, 가장 일반적으로 활

용하는간호진단목록에따라간호중재분류(NIC)의 간호중재를

선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에 한 응급 간호중재를

표준화된 용어로 개념화하고 그 구조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중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응급 간호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아동의 특성과 아동에게 제공

되는 간호중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1년간 P지역 권역응급의료센

터를내원한아동의일반적특성, 내원특성, 주호소, 진료특성,

그리고 제공된 간호중재를 분석하 다.

본연구의 상자는남아와유아가두드러지게많았으며평균

3.51세 다. 상자의50% 이상이월-금요일오전7시에서오후

3시 사이에 방문하 으며 구급차를 이용한 내원은 4.4%에 불과

하 다. 손상기전은 미끄러짐이 28.0%, 부딪힘이 27.3% 고

주된 방문 원인은 비손상이 73.4% 고 여기에는 발열, 기침/호

흡곤란, 경련, 복통이 포함되었다. 상자의 27.8%가 6시간 이

상 체류하 으며 33.6%가 입원하 고 2.1%는 전원하 다. 응

급의료기관에서제공된중재중99.9%가NIC으로분류되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는 실질적인 처치의

전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정보와 지지를 제공하고, 퇴원 시

에도 증상이나 질환에 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로부모와의협력관계를형성해야할것이다. 아동에 한응급

간호중재에 간호중재분류(NIC)의 간호중재를 선별적용하여 표

준화된 용어로 개념화하고 그 구조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결론

적으로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아동간호 역, 특히 응급간호

에 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간호중재분류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주호소를 관리하는 프로토콜

을 개발하여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퇴원 아동의 부모에게 발열이나 안전한 환경에 한 교

육을 시행한 후 응급의료기관 재방문 비율에 한 연구를 제언

한다. 

셋째, 응급의료기관 내원기간 동안 아동에게 제공하는 주요

간호행위 수행에 드는 시간을 분석하여 성인과의 차이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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