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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년 월 일 이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1989 7 1

된 이후 응급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종합병

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응급실 환자 수의 급증은 응급실.

수용 한계를 넘는 경우 중증 환자에서의 응급처치의 지

연 대기시간의 증가 응급처치 질의 하락 및 전반적인, ,

응급실의 과밀화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정구영 임( ,

경수 민용일 이상범 김세경 따라서 이러한, , , , 1997).

경우 응급실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한다기 보다는 비,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역기능적인 면이 부각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실 방문 환자 중의 다수는

비 응급 증상을 호소하나 대부분의 응급실은 응급 여부

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한다 현행 의료전달 체계에서도 응급실을 편법.

적으로 이용하여 입원을 시도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다송미숙( , 1992).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응급실 환자 중증도 분류

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Triage)

선별하여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즉 응급. ,

실에서의 중증도 분류 과정은 조직화된 체계를 이용하여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도

가 높을수록 치료를 신속하게 받도록 조정하고 중증도가

낮거나 비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

로 돌려보내는 제도로서 응급실에서는 환자관리에 매우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류 도구

가 개발되었고 진단 원가분석 인력과 기구의 비교를 위, ,

한 지침으로 쓰여져 왔다 이러한 다양한 도구 중.

는 년 임상에 소개된 이래 미국에서는 널리TISS 1974

채택되고 있는 환자 분류법으로 질병의 중증도 결정 간,

호사 대 환자의 비율 결정 중환자실 병상수의 결정 및,

미래의 적정 병상 수 및 필요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등은 병원 각 치료단위당 점수 간호사Cullen TISS , 1

인당 점수 환자관리에 드는 비용과 관계를TISS , TISS

고찰하였다김성덕 민성원 손주태 김동옥 따( , , , , 1989).

라서 TISS(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는 치료의 양을 질적으로 사정하여 환자 질병의System)

심각성을 사정하는 도구이다(Yeh, Pollack, Holbrook,

Fields, 1982).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간과 요일에

따른 재실 환자 수의 편차가 심하며 소아 환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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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일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구영 등 의. (1994)

연구에 의하면 응급실 환자 중 세 이하의 소아과 환, 15

자가 전체 환자 중 를 차지하였다고 하였으며 특32.5%

히 휴일과 주말에는 소아과 환자가 정도를 차지하50%

여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응급실 방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임상적 고찰이

대부분으로 환아의 중증도 분류 즉 연구는 부족, , triage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응급실 방문 환아를 대상으로 이.

들에게 행해진 치료나 간호의 양을 객관적인 점수의 산

출을 통한 중증도에 따라 환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

문하는 환아의 중증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과 이에 대

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응,

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 분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1. .

응급실 방문 환아의 증증도를 파악한다2. .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증증도의 차3.

이를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사고와 중독 등

응급의료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년 월 일부터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생활 여건의1989 7 1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

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와.

급증되는 교통 수단의 고속화 산업장 안전 사고의 증가,

및 기계문명의 발달과 생활의 복잡성 늘어나는 범죄 등,

으로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강영미( , 1990).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체 응급환자 중 전문적 처

치를 요하는 응급환자는 약 이고 는 경15-20% 80-85%

증 환자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 의료기관. 3

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차나 차 의료기관에서1 2

도 치료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한국(

보건관리연구원 그리하여 차 병원의 응급실은, 1996). 3

수요가 급증하여 정상적인 환자의 진료를 방해받을 정도

이다.

실제로 사고 발생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중

증도를 신속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증의 환자가 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1-2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증의 환자가 3

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응급센터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김영혜 이화자 조석주( , , , 1999).

응급실의 환자 중증도 분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을 때 우선 순위를 세우는 원칙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즉시 눈으로 사정하고 활력증후를 측정하며 주관적,

객관적인 증상을 기록하고 긴급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

여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치료 구역으로 보내어 즉각적

인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계속 관찰하여 심리적으로 안심

시키며 비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적절

한 병원으로 이송 외래예약 설득 후에 귀가를 하여 적, ,

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해주는 과정으로,

병원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접근,

이다 최희강 박성애.( , , 1998).

응급실에서 검증된 최초의 은 년Triage system 1963

병원에서 시도되었다Yale-New Heaven . Weinerman

과 는 이러한 기관에서 사용된Edwards(1964) Triage

과정과 이 체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였는데,

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편이성을Triage system

증가시키고 시행하기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는 응급실에서의 분류는 문제의 긴박Estrada(1981)

성을 결정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건강간호 자

원을 나타내기 위해 도착 시 환자를 사정하는 과정이라

고 하였는데 우선순위에 의해 등급화되며 환자를 분류,

하는 가지 유형으로는5 nonprofessional, basic,

과 가 있다advanced, physician team triage .

은 환자에 대한 등급을Pool(1972) emergent,

로 나누었는데 영역은urgent, nonurgent , emergent

기도 폐색이나 조절되지 않은 출혈 같은 생명을 위협하

는 상황이 포함되며 영역은 손상이나 질병이 불urgent

능을 초래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몇 시

간 내에 치료를 요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영. Nonurgent

역은 결과에 치명적이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등 은 의 사용과Brillman (1995) triage

응급 서비스에 대한 몇 몇 중요한 임상적 정책적 문제,

를 조명하였다 그는 환자의 약 반이 하며.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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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역으로 환자를 구분하는 분nonurgent semiurgent

류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건강간호 개혁 토론 동안에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년1994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

연구에서 보고된 응급실 사용의 가(NCHS) 55%

이었음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는 응급nonurgent . NCHS

실 사용을 단지 와 의 개의 영역으로nonurgent urgent 2

분류하였다 는 생명이나 기능을 위협하는 급성. Urgent

질병이나 손상으로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며 지연하면 환

자가 해로울 수 있는 환자로 정의하였으며 는nonurgent

즉각적인 관심이나 몇 시간 내에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환자로 정의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Slater(1970)

는 소아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한 결과 응

급실 환아 중증도 분류는 즉각적인 생명 구조의 방법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증도 분.

류는 응급의료 체계의 필수적인 도구임이 증명되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증도 분류의 목표

와 목적을 확실히 하고 모든 직종이 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중증도 분류 지침을

세우고 훈련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등 은 소아 중환자실에서 요구되는 간호의Yeh (1982)

양을 로 측정하였고 질병의 중증도를 로 분류TISS CCS

하였다 는 환자가 받는 치료적 중재의 복합성과. TISS

침해 정도에 기초하여 점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진단1-4 ,

이나 부서에 관계없이 더 위급한 환자에게 좀 더 많은

치료적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전에 측정.

한 점수와 비교하여 점수의 상승은 높은 사망률과TISS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만족Triage

도가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감소되어 건강 간호 기관에

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환자.

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위의 문헌을 고찰하여 볼 때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건

강간호 자원의 할당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는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집단이 그들의 요구에Triage

따라 분류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중증도 분류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일정한 틀은

없으며 질병이나 손상의 종류 문제의 심각성과 유용한,

자원을 기초로 간호사의 빠르고 완벽한 사정에 의하여

효과적인 중증도 분류가 결정된다(Read, Georges,

간호사에 의한Williams, Glasgow, Potter, 1992).

중증도 분류란 간호사에 의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조기

사정해서 응급의 정도를 분류하고 적당한 장소에서 치료

받도록 하는 과정으로 간호사가 중증도 분류의 주요 인

자가 된다 특히 환아를 분류할 때 간호사가 소아과 의.

사를 대신할 수 있고 간호사가 유사하게 환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질병의 중증도를 판단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정

확한 배치를 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Rivara, Wall, Worley, James, 1986).

그러므로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환아의 중증도를 파악

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실무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 부속 의료원의 응급E

실을 방문한 환아 중 발달연령상 학령기까지 해당되는

만 세 이하의 응급 환아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5 297 .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2.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1999 3 1 5 31 3

개월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의 상태를 연구자가 직

접 사정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대.

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동의한 대상자로 한정하였으

며 연구 참여에 대한 허락은 환아의 보호자로부터 받았

다 이는 환아가 아픈 상태에 있고 어린 아동의 경우 의.

사소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환아가 응급.

실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아가 받은 처치나 간

호의 내용을 모두 열거하여 본 도구에 해당되는 영역에

표시하였으며 본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은 따로 기

입하였다.

연구도구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아의 증증도는 등Cullen

이 개발한 도구를 김동옥 이 우리나라 상(1974) (1987)

황의 중환아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

이 도구는 환아가 받은 치료적 중재들을 수량화하여 각

치료적 중재에 대해 그것의 복잡성과 요구되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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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따라 부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환아가 받은 치료와

간호의 양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환아의 중증도

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 문항으로 구성된. 59 TISS

도구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점이며 점수가 높을0-152

수록 환아의 중증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계수 로 나타났으며 타당도Cronbach' =.6627α

는 응급실 수간호사 인과 아동간호학 교수 인에 의해2 2

검증되었다.

질환별 분류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국제 질병 분류

법에 의거하여 개항으로 구별하고 질환분류가 불가능17

한 경우는 기타로 묶어 분류하였다 또한 가지 이상의. 2

질환을 가지고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의

직접적 동기가 된 질환으로 포함시켰다.

환아의 의식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는

로 범주화하였으며 기타 응급실Glasgow Coma Scale ,

에서 환아의 중증도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후를

보조지표로 하여 중증도 분류를 객관화하였다.

자료분석4.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SPSS Win 7.5

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응급실 방.

문과 관련된 특성은 빈도로 대상자의 중증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중증도의 차이는 와 를 이용하여 분석하t-test ANOVA

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아가297

명 으로 여아 보다 약간 많았다178 (59.8%) (40.1%) .

환아의 응급실 방문시간은 오후 시 오전 시가8 - 0 31.0%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전 시 시가0 -4

이었고 오후 시 시가 이었다 이러한 결23.2% 4 -8 16.2% .

과는 윤상섭 등 이나 김신정 등 의 연구결(1997) (1999)

과와 일치한다 이는 응급실은 특성상 시간 동안 개방. 24

되어 있으나 오후 시 이후에는 차 진료기관은 폐쇄4 1, 2

되어 대안적인 치료와 간호가 불가능하므로 응급실을 방

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환아에 대한 야간진료.

의 필요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아의 연령은 발달연령으로 보았을 때 유아가 명, 97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아가(32.7%)

학령전기 아동이 의 순으로 응급 환아의31.3%, 21.9%

대부분인 가 학령전기까지 해당되는 어린 아동이88.6%

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아동이 질병의 증상을 나타낼.

경우 불안감과 공포에 의해 응급실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등 은 부모들은 경미한 질. Oberlander (1993)

병에 대해 임상적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고 무언가 심각

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들 자신이 밝혀지지 않

은 사건에 대해 차적 진단을 명명한다고 제시하였다‘2 ’ .

환아의 는 과거 입원 경험이 없었으며 형제 순위73.1%

로는 첫째인 경우가 이었다 응급실 방문횟수는73.1% .

회의 범위로 평균 회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0-10 1.59

이번이 처음인 경우가 로 가장 적었고 번째인25.9% 2

경우가 번 이상 방문한 경우가 로 가장30.0%, 3 44.1%

많았다.

대상자의 질환을 분류해 볼 때 호흡기계질환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화기계질환이28.6%

감염성질환이 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23.9%, 23.2% .

는 문경덕 등 의 연구와 등 의 연(1993) Pollack (1985)

구 정구영 등 의 연구에서도 호흡기계질환이 가, (1994)

장 많은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환아의 발달연령에서 영.

아와 유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 아동의 경우 더 큰 아동이나. ,

성인과의 해부 생리학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도의 조직,

이 감염성 세균의 침입에 의해 쉽게 감염되고 감수성이

높아 호흡기계질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구토나 설사 때에는 적절한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산과 염기의 불균형과 탈수의 현상

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며 면역계가 미숙하여 감염에

잘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 , , ,

신정 문선영, , 1999).

응급 환아의 기도 개방 상태는 가 개방되어 있98.3%

었으며 만이 부분적 폐쇄상태이었고 의식상태에 있1.7%

어서도 명료한 경우가 로 대부분이었다 환아의98.3% .

증상 발현시기는 당일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58.2%

그 다음으로는 일 전이 이었으나 주일 이전에1 13.8% 1

증상이 발현된 경우도 이었다5.8% .

응급 환아 보호자의 연령은 세 세의 범위로 평균21 -60

세이었으며 보호자 학력은 고졸이 로 가장31.9 54.2%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이 를 차지하였다 보42.4% .

호자가 생각하는 환아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지는 않으「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2

- 195 -

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응급실에서 당장59.6% 「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하다 가 이었으며 일반21.8%」 「

병원이 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심각하지는 않으나 방문하

였다 의 경우가 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환아의18.5% .」

보호자들에게 를 통한 중증도 분류가 환아에게 좀TISS

더 빠르고 편안하고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을 인식시키면 응급실 과밀화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응급 환아의 결과는 입원이 로 병실에 입원한11.4%

경우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가 이었다11.1%, 0.3% .

나머지 는 병원 결정에 따른 퇴원이었고87.5% , 1.0%

는 자의퇴원이었다 이는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의.

만이 입원하였다는 김신정 등의 연구결과15.9% (1999)

와 비슷하며 퇴원에 있어서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귀가,

하였다는 김영혜 등 의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이(1999)

다 응급실에 머문 시간은 시간 이내가 로 가장. 1 39.4%

많았으며 시간 시간이 시간 시간이1 -2 29.0%, 2 -6

의 순이었다 시간 이내의 환아가 가장 많았다는25.6% . 1

본 연구의 결과는 환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치료

나 간호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응급실의 특성상,

환아는 완전한 병력에 대한 자료 없이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어린 아동의 경

우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성인에 비해 환아의,

상태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응급 환아의 중증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응급 환아는 의료전문인들이 평가하기.

에는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에 의

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위기적이라고 판단

되는 문제를 예고 없이 가지고 와서 다급하게 도움을 필

요로 하는 특징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2.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아의

중증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 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환아의 중증도 0 18 .87 1.88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 점수는 점의 분포로0-18

평균 점이었다 즉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의 상태는.87 . ,

응급실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아가 대부분

인 것을 알 수 있다 정구영 등 의 연구에서도 응. (1997)

급센터로 내원하는 환자 중 경증환자가 점유하는 비율이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최희강 등70% ,

도 응급환자의 가 경증환자라고 하였다(1998) 80-85% .

응급환자란 보건사회부령이 응급의료관리 운영규칙에 정

의한 바에 따르면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이

다유인술 박재황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 , 1992).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많은 아동의 경우 비 응,

급의 목적으로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등 은 응. Halperin (1979)

급실 방문의 이상이 응급을 요하지 않는 부적절한 방⅔

문이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응급실이 아닌 다른 기

관에서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응급 환아의 부모 중 는 그들 아동의 질병이66%

중증이거나 중등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비해 의,

료진은 이 중 만이 그렇다고 동의를 하였음을 지적20%

하였으며 등 도 응급실에 온 환자의, Rivara (1986) 9%

만이 응급실 치료를 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등 은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의Oberlander (1993)

는 단지 미약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가55-73% ‘ ’ ‘ ’

지고 있어 급박한 간호를 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이는 질병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보통사람과 전문인

의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와 해석으로도 생각되나,

환아의 보호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응급실을 선호하는 경

향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문항별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상자의 문항별 평균은 로 낮았으며 개의.01 1 IV「

카테터 항목이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26」

혈액검사 가 과다한 수분손실에 대한 대체.15,「 」 「 」

가 부가적인 산소투여비강 마스크 가 의.10, ( , ) .06「 」

순이었다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 점수는 중증도에.

따라 점수가 높은 항목에서는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

었는데 이는 응급실 방문 환아 중 응급실 치료와 간호,

를 요하는 심각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로 환아에게,

처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강투약 한 경우가,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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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warm bath 25.6%,「 」

촬영glycerin enema 8.1%, x-ray 6.1%, O「 」 「 」 「 2

inhalation 2.7%, saline inhalation 2.4%, spinal」 「 」 「

검사tapping 2.4%, R-U 1.7%, abdomianl」 「 」 「

sonography 1.3%, ice glove 0.7%, oral」 「 」 「

삽입 의 순이었다suction 0.3%, L-tube 0.3% .」 「 」

본 연구에서는 환아의 중증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를 사용하여 알아본 결과 응급실을 찾은 환아의 대부분,

은 응급실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지 않아도 될 수준의 환

아가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응급. ,

실 방문 환아의 상당수가 차 의료기관의 응급치료가 요3

구되는 환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여규 등 이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체계가 안고(1994)

있는 문제점의 하나로 환자들의 무분별한 차 의료기관3

의 선호를 지적한 것이나 정구영 등 이 소아과 환(1994)

자가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부분이 되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환아에서의 중증도 분류 기준.

을 개발하여 이의 정확도와 안전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

준으로 응급실 과밀화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응급실에는 비 응급 환아가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는 안 될 것이며 효과적인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비

응급 환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귀가시킴으로써 대신 중

증도가 높은 환아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아가 응급실 방문시 환. , ,

아의 중증도에 따라 선별하여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는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환아가 내원

하는 경우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의 판단에 의하여 치료의 우선순위가 결정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따라 관리를 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차 병원을3

표 응급실 방문 환아의 문항별 중증도< 2>

문항 평균 문항 평균

ECG .03 정맥내 투약 .03

개의 카테터1 IV .26 hypothermia blanket .00

계속적인 항응고제 사용 .00 디지탈리스 .00

섭취량과 배설량 .00 대사성 산독증 알칼리증의 치료/ .02

혈액검사 .15 에 대한 정맥절개술volume overload .00

를 통한 투약IV .03 항응고제 투여 .00

드레싱 교환 .00 개이상의 정맥을 통한 항생제2 .00

정형외과적 견인장치 .00 부종으로 인한 이뇨 요함 .00

욕창간호 .00 에 대한 치료seizure .03

뇨 카테터 .06 정확한 섭취량과 배설량 .00

부가적인 산소투여비강 마스크( , ) .00 동맥혈 가스검사 .04

항생제 투여 회이상(2 ) .00 필요시 pacemaker .00

흉부 물리요법 .00 동맥 카테터 .00

위장관 감압 .01 hyperalimentation .00

매시간 활력증후 .03 chest tube .00

매시간 신경학적 증상 관찰 .01 심장소생술 .00

중심 정맥압 .00 인공호흡 .00

개이상의 카테터2 IV .00 혈액투석 요함 .00

안정된 환자에게 혈액투석 .00 복막투석 .00

기관지절개술 .00 저체온 상태 .00

기관지 튜브를 통한 환기 .00 수혈 .00

과다한 수분손실에 대한 대체 .10 응급수술을 요함 .00

비경구적인 화학요법 .00 위장관 출혈 .00

기관절개술 간호 .00 응급 내시경 또는 기관지경 .00

CPAP .00 전적인 외부 산소공급 의존 .00

투여K+ .01 폐동맥 카테터 .00

기관내 삽관 .00 심박출량 측정 .00

기관지내 흡인 .04 뇌내 압력 측정 .00

혈액물질의 주입 .00 혈소판 수혈 .00

부정맥 .01 전 체 평 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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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을 예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실 내에 중.

증도 분류실을 설치하여 경험있고 훈련된 간호사가 중증

도 분류를 담당함으로써 응급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등 의 보고에 의하면. Russo (1975) ,

환아의 문제를 확인하고 질병의 심각성을 파악하며 즉각

적인 치료에 대한 경험 있는 응급실 간호사의 능력은 소

아과 의사와 같다고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등. Rivara

도 분 동안의 간호사에 의한 중증 분류가(1986) 5-10

아픈 환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

하였다 그리고 환아의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에 대한 결.

정이 환아 자신이라기보다는 보호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보호자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도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증증도의3.

차이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중증도의 차

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는 방문시간(F=2.607,

환아의 질환분류 의식p=.025), (F=9.606, p=.000),

상태 증상 발현시기(F=71.499, p=.000), (F=2.262,

보호자가 생각하는 환아의 상태p=.030), (F=16.833,

치료 결과 응급실에p=.000), (t=5.362, p=.000),

머문시간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F=23.944, p=.000)

가 있었으며 환아 성별 발달연령(t=-.984, p=.326),

형제 순위(F=.990, p=.413), (t=-1.711, p=

입원 경험 응급실 방문횟.088), (t=1.708, p=.839),

수 기도 개방상태(F=.075, p=.928), (t=-1.661, p=

보호자 연령 보호자 학력.172), (F=.180, p=.835),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346, p=.730) .

환아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에서보다 여아에서 중증도

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별에 따.

른 차이라기보다는 환아의 발달연령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응급실 방문시간에 따라서는 오후 시에 방문한12- 4

경우가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전 시1.69 8 -

오후 시가 오후 시 오전 시가 의 순으로12 1.64, 8 - 0 .83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F=2.607, p=.025).

과는 차 진료기관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1, 2

급실을 방문한 경우는 환아의 중증도가 더 심각한 경우

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응급실은 시간 개방되어. , 24

있는 반면 차 진료기관은 일정시간이 되면 폐쇄되, 1, 2

기 때문에 차 진료기관이 폐쇄된 시간에 방문한 환1, 2

표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중증도의 차이< 3>

구분 특성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환아 성별 남아 178 .78 1.79
-.984 .326

여아 119 1.00 1.99

방문시간 오전 시0- 4 69 .59 1.26

2.607 .025

오전 시4- 8 34 .58 1.25

오전 오후 시8- 12 28 1.64 2.30

오후 시12- 4 26 1.69 2.38

오후 시4- 8 48 .65 1.06

오후 오전 시8- 0 92 .83 2.35

발달연령 신생아 8 .63 .91

.990 .413

영아 93 1.14 2.05

유아 97 .61 1.46

학령전기 아동 65 .91 2.37

학령기 아동 34 .85 1.43

형제 순위 첫째 217 .76 1.72
-1.711 .088

둘째 이상 80 1.18 2.22

입원 경험 유 80 1.77 2.38
1.708 .089

무 217 .76 1.65

응급실 방문횟수 회1 77 .83 2.44

.075 .928이번 포함( ) 회2 89 .93 1.73

회 이상3 131 .8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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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증도가 덜 하다고 생각된

다 그리하여 위의 자료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

진료기관이 개방되어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대별

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서 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에 응급실을 방

문한 경우는 환아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21, p=.005).

환아의 발달연령에 따라서는 영아가 학령전1.1398,

기 아동이 의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9077 ,

형제 순위에 있어서도 둘째 이상이 첫째의 경우보다 중

증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아동이.

첫째인 경우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나 보호자는 아동 양

육 경험이 없고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결여로 아동

의 상태에 대해 더 불안을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중증도의 차이 계속< 3> ( )

구분 특성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환아의 질환분류 감염성질환 69 .39 .69

9.606 .000

대사성질환 4 4.00 4.08

혈액질환 1 2.00

신경계질환 5 7.00 7.07

순환기계질환 3 3.33 3.21

호흡기계질환 85 .81 1.76

소화기계질환 71 .85 1.33

비뇨 생식기계질환 5 .60 1.34

피부질환 19 .11 .46

아픈 증상 7 .14 .38

중독 사고, 5 1.80 1.30

기타 23 1.04 1.61

기도 개방상태 개방 292 .77 1.50
-1.661 .172

부분적 폐쇄 5 6.40 7.56

의식상태 alert 292 .73 0.08

71.499 .000
lethagic 3 5.33 2.40

stupor 1 10.00

semi-coma 1 18.00

증상 발현시기 당일 173 .71 1.86

2.262 .030

일 전1 41 .73 1.73

일 전2 27 1.52 1.92

일 전3 27 .70 1.10

일 전4 6 1.50 1.22

일 전5 5 3.40 3.97

일 전6 1 .00

주일 이전1 17 1.18 2.15

보호자 연령 세 미만30 109 .88 1.75

.180 .835세 세 미만30 - 40 169 .83 1.92

세 이상40 19 1.11 2.28

보호자 학력 고졸 이하 171 .84 1.91
-.346 .730

대졸 이상 126 .91 1.84

보호자가 매우 심각 65 2.00 3.21

16.833 .000생각하는 응급실 치료를 요함 177 .59 1.01

환아의 상태 심각하지 않음 55 .44 1.33

치료 결과 입원 34 2.97 2.51
5.362 .000

퇴원 263 .60 1.59

응급실에 머문시간 시간 이내1 117 .03 .22

23.944 .000

시간1- 2 86 .59 1.50

시간2- 6 76 2.00 2.57

시간6- 12 17 2.94 2.41

시간12- 24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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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의 입원 경험에 따라서는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

가 중증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응급

실 방문횟수에 따라서는 처음 방문한 경우가 중증도가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환아의 질환분류에 따라서는 신경계질환이 으로7.00

중증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사성질환이

순환기계질환이 의 순이었으며 피부질환이4.00, 3.33

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1 (F=9.606,

이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신경계질환p=.000).

이나 대사성질환 순환기계질환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인 경우가 많은 반면 피부질환은 심각성이 낮은 것,

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질환의.

분류만이 아닌 구체적인 진단명을 확인함으로써 환아의

중증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아의 기도개방 상태에 따라서는 부분적 폐쇄의 경우

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보다 중증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환아의 의식상태에 따라서는. semi-

의 경우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coma 18.00

는 가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tupor 10.00

이는 환아의 상태가 악화되면(F=71.499, p=.000).

의식상태에도 변화가 수반되어 따르는 것으로 의식상태는

환아의 중증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증상 발현시기에 따라서는 일전 증상이 발현한 경우5

가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일 전 일 전3.400 2 , 4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262, p=.030).

이는 단순히 증상 발현시기만이 환아의 질병이나 발달연

령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보호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40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에 따라서도 고졸 이

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위의 자료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자의 학력.

에 따라서는 국졸에서 환아의 중증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순이었다 즉 유의, , . ,

한 차이는 없었으나 보호자의 학력이 환아의 중증도를

파악하는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자와 환아의,

관계를 검증했을 때 이에 따른 차이도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보호자가 생각하는 환아의 상태에 따라서는 환아의 상

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으로 중증‘ ’ 2.00

도가 가장 높았으며 매우 심각하지는 않으나 응급실 치‘

료를 요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 병원이 하는’ .59, ‘

시간이 아니므로 심각하지 않으나 방문이라고 한 경우는’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44 (f=16.833, P=.000).

이는 보호자 역시 정확하지는 않으나 막연하게나마 중증

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이는 중증도나 응급상황에 대한 기준에 있어.

서 보호자와 의료 전문인과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나 교.

육제공과 함께 응급실을 선택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료결과에 따라서는 입원한 경우가 로 퇴원한2.97

경우의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60 (t=5.362,

이는 환아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의 여부가 결p=.000).

정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입원의 경우에 있어서.

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가 으로 가장 중증도가10.00

높았는데 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의 퇴원한 경우는,

으로 중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의 퇴4.00 .

원의 경우 환아의 심각성에 따라 보호자들이 치료받기,

를 포기하여 퇴원한 경우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응급실에 머문시간에 따라서는 시간의 경우가6-12

로 가장 높고 시간 이내가 으로 가장 낮아 유2.94 1 0.03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질병(F=23.944, p=.000).

의 유형에 따라 치료나 간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차

이나 검사로 인한 지연 치료에서 여러 과가 연계된 경,

우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실의 부족이나 보호자의 경,

제적 여건 등에 의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이는 김성덕.

등 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김성덕 등의 연(1989) ,

구는 중환자실의 경우이므로 응급실의 상황과는 다른,

부분도 있으나 소아 중환자의 중증도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실 체류기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는 양적인 분석에 의해서 응급실을

평가하던 것에서 객관적 도구를 사용하여 응급실 환아의

질적인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응급실 방. ,

문 환아의 증증도에 따라 실제적으로 응급과 비 응급을

선별하여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분류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가 중요시되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응급

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 법적인 보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증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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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중증도 분류체

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증도가 심각하

지 않은 환아의 응급실 방문이 많다는 점과 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응급,

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 분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서1999 3 1 5 31

울에 소재한 대학 부속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한 만E 15

세 이하의 환아 명을 대상으로 환아의 상태를 연구297

자가 직접 사정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응급실 방문 환아.

의 중증도는 등 이 개발한 도구를 김동옥Cullen (1974)

이 수정 보완한 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1987) , 59 TISS

구에 의하여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으며 프로, SPSS Win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중증도 점수 합계는 점의 분포로1. 0-18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평균은 이.87 , 0.01

었다 즉 이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의 상태는. ,

응급실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아가 대부

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는 방문시간2. (F=2.607,

환아의 질환분류p=.025), (F=9.606, p=.000),

의식상태 증상 발현시기(F=71.499, p=.000),

보호자가 생각하는 환아의(F=2.262, p=.030),

상태 치료 결과(F=16.833, p=.000), (t=5.362,

응급실에 머문시간p=.000), (F=23.944, p=.000)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환아 성별

발달연령(t=-.984, p=.326), (F=.990, p=.413),

형제 순위 입원 경험(t=-1.711, p=.088), (t=

응급실 방문횟수1.708, p=.839), (F=.075, p=

기도 개방상태 보호.928), (t=-1.661, p=.172),

자 연령 보호자 학력(F=.180, p=.835), (t=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46, p=.730) .

응급이라는 용어는 인간 생명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

미칠 수 있는 시급성을 가진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탁(

기천 등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실, 1993),

제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아의 중증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아의 응급실 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중증도 사정을 통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아.

동건강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시 보호자들에게 아동,

질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응급실 방문 환아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시도하여1.

중증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과 환아를 대상으로 하여 신뢰성 높2.

은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다.

응급실 만이 아닌 중환아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3.

시도할 수 있다.

응급실 방문 환아의 중증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4.

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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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 :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The Severity of the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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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ttempted to help in explore

new direction about classification of the severity

of the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Data were collected from 276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center of E University

Hospital during 3 months period from March 1,

to May 31,199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severity of the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shown

ranged 0-18 and averaged .87.

2. With the respect to the severity of the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there were statis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ients' visiting time(F=2.607, p=.025),

disease classification(F=9.606, p=.000),

consciousness level(F=71.499, p=.000),

period of symptom manifestation (F=2.262,

p=.030), pediatric patients protector's

thinking about pediatric patients state

(F=16.833, p=.000), treatment outcome

(t=5.362, p=.000), duration of stay at

emergency center(F=23.944,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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