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두두부부부손손손상상상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응응응급급급간간간호호호전전전공공공
유유유 지지지 성성성



두두두부부부손손손상상상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지지지도도도 김김김인인인숙숙숙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666년년년 666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응응응급급급간간간호호호전전전공공공
유유유 지지지 성성성



유유유지지지성성성의의의 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 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666년년년 666월월월 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대학원 진학과 함께 과연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으로 시작한 학업이
부족하나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끝을 향해 갈수록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연구를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김인숙 교수님과 항상 찾아뵐 때 마다 새로운
듯이 묻는 저에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꼼꼼히 봐주시고 지도해주신 유지수 교
수님,매번 힘들다고 할 때 마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끈기를 잃지 않게 해주신
고일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 간호사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지지 해주신 유순애

수간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대학원 과정에서 늘 격려해주시고 따뜻한 관심으로 돌보아주신 조정숙

과장님과 응급실 간호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격려해주시는 최희강 수
간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서길준 응급의학과 과장님과 신상도 교수님,예비가이드라인 작성에 도움을 주

신 권운용 선생님,설문에 응해주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황진향,정현선
간호사,병가 중에도 설문에 응답해준 양영란 간호사외 응급실 동료 간호사님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힘이 되어준 대학원 동기이자 후배인 오현식 간호사에게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하며,어려운 응급실 근무 환경 속에서도 2년 반 동안 같이 의지하며 함께
한 이현숙 선생님과 조석희,박주영,이정순,김순희,대학원 학우들에게도 감사드
립니다.
아울러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정과 관심과 배려해준 많은 선후배

간호사들과 후배 김설미 간호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에도 잘 찾아뵙지 못한 딸을 늘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는 어머님과 가족들에

게도 감사드립니다.
2006년 7월 유지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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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두두두부부부손손손상상상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임상현장에서 두부손상 응급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
기 위해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해당 임상문제 확인 과정은 간호 사정,

간호중재의 주요 문제와 범위를 관련 문헌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를 고찰하여 두부손상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간호중재 영역 14개 항목으로 선정하여 각
영역에서 간호사정 109개,간호중재 119개의 세부 항목을 추출 하였다.
이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110개의

세부 항목과 간호중재 영역 14개 항목, 121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
예비가드라인을 작성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이를 전문가 20명에게
의뢰하여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여 간호사정 영역 109개,

간호중재 영역 117개,총 2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본 가이드라인은 두부손상 응급환자에 대한 문헌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를 고찰하여 두부손상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정 영역을 15개 항목,109개의 세부 항목을 선정하였
다.이에 대한 항목은 ABC사정,의식수준 확인,활력징후 측정,노출시킨 후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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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발끝까지 사정,신경학적 상태 확인,두개내압상승 징후 확인,병력,혈역학
적 감시,진단의학 검사,진단 영상학 검사,BrainCT 적응증,RepeatbrainCT
적응증,두개골 X-ray적응증,두개골 X-ray에서 확인해야할 것,경추 X-ray적
응증으로 나누었다.간호중재 영역은 14개 항목,119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
다.이에 대한 항목은 ABC 중재,활력징후 유지,두개내압상승 예방,두개내압상
승 치료,상처관리,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약물 부작용 감시,영양 공급,일반적
인 간호,수술 적응증,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귀가 적응증,퇴원환자
교육,퇴원환자의 교육 중,다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2.예비 가이드라인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추출된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
109개 세부항목과 간호중재 영역 14개 항목,119개 세부항목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의 자문을 통해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110개 세부항목과 간호중재 영역 14개
항목,1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간호사정 110개,간호중재 121개,
총 231개의 항목 중 CVI80%미만의 낮은 타당도 점수를 보인 간호사정 영역 1개
의 항목이 삭제되었고,간호중재 영역 4개 항목이 삭제되어 총 226개의 항목이 최
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응급실 업무에서 두부손상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간
호사정과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지침으로 제시되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응급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두부손상,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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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산업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교통량 및 산업재해 사고의 증가로 인해 외상은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의 첫 번째 주요 사망원인을 차
지하고 있다. 상해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 및 심각한 사회적 문
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외상에 의한 사망의 시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 외상

사망의 3상 분포가 확립되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외상체계가 발달하게 되었
다.이 결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및 적극적인 외상 처
치술을 시행하여 외상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외상에 의한
사망의 시간적 분포연구에서 외상 후 6시간 이내의 초기사망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6시간 이내의 사망의 원인으로는 두부 및 신경계 손상과 더불어 흉부
손상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송체계의 발달로 중증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되는 예가 많아졌으므로 병원에서의 초기 처치,특히 중증 출혈 환자에 대한 병원
내 치료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이동훈,노현 ,정구영,김찬웅,이혜진,
2005).
두부손상은 전체 외상으로 인한 사망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원인이 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뇌 소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속한 응급환자의 후송,조기진단,소생술 및 적절한 치료 등에 대한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최성혁 등,2001).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도 질병 소분류별 상병 급여현황에서 두개내손상은 15

만 802명,두개골 관절 인대의 탈구,염좌,긴장은 96만 695명으로(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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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2004),응급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중의 하나로서 빠른 진단 및 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두
부손상 환자에서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있거나,국소 신경학적 증상 또는 두개골
골절이 동반될 때는 두개강내 급성병변 발생 유무의 확인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
료 방침의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특정 임상환경에서의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

색,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으로 임상실무 가이드라인
이 대두되고 있다.가이드라인은 체계적인 연구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지식과 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의
사결정을 도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DiCenso,Cullum & Ciliska,1998; Sackett,Rosenber,Gray,Haynes &
Richardson,1996;Scalzitti,2001).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구체적 상황을 관
리하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표준진료지침,알고리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신속하게 사정하고 관리하는 지침이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시되면 복잡한 업무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응급간호에 대한 의
사결정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양진주,2005).
기존연구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는 천미희

(2005)의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간호업무에 관한 프로토콜
연구로는 비외상성 심폐소생술의 간호업무 프로토콜 개발(홍승아,2005),급성흉통
의 진단적 프로토콜에 대한 전향적연구(홍성열,김갑득,강명희,2003),응급환자
사정도구 개발(안미현,1998),그리고 호흡곤란환자의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알고
리즘 개발 및 적용연구(양진주,2005)가 있다.
두부손상 환자에 관한 연구로는 김해리나(2004)의 뇌손상 환자의 초기사정 도

구개발연구와 조규영(1999)의 두부손상 환자가족의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등 소
수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김해리나(2004)는 신경외과 임상현장에서 사용을 목적
으로 뇌손상 환자의 초기 사정 도구 개발하였다.김해리나(2004)는 22개의 국내,
외 문헌고찰을 분석하여 11개의 큰 영역,일반정보,건강관련 정보와 8개의 신체
체계,신경계,호흡기계,순환기계,근골격계,위장계,비뇨,생식기계,피부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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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개발하였다.개발된 초기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임상현장에서 두부손상 환자
를 사정하는데 평균 25.2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사정을 통한 진단 및 적절한 중
재가 필요한 응급실 임상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을 도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신속한 간호사정 및 간호중재는 물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간호업무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간호사정,간호중재 영역별로 예비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둘째,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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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두부손상 응급환자
의료법에 의한 '응급환자'는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형태학적으로 두부손상은 크게 두 가지,두개골 골절과 두개강내 병소로 나눌

수 있다.두개골 골절은 골절위치,골절 양상 및 개방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두
개강내 병소는 국소병소와 미만성 병소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국소병소에는 뇌경
막상 혈종,뇌경막하 혈종,뇌좌상,그리고 뇌실질내 출혈이 포함된다(American
CollegeofSurgeons,2004).
본 연구에서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는 두개골 골절과 두개강내 병소를 가진 응

급환자를 말한다.

2.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은 특정 임상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

절한 근거를 검색,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Field&
Lohr,1990)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간호사정 영역,간호
중재 영역,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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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두두두부부부손손손상상상

111...두두두부부부손손손상상상

두부손상은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중의 하나로서 빠른 진단 및 처
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손상이 가장 많다.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사망 중 1위는 두부와 경부손상이며,성인 두부손상의 1/2,소아 두부손상의
1/3은 교통사고로 중증의 두부외상을 입고 있으며 사망 사인의 50% 정도는 두부
손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정연 등,2001).
두부손상은 정의 내기기 어렵고,각 나라마다 다르게 수량화 되고,많은 사건으

로부터 일어나며 경증의 두통에서 영구적인 불구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광범위하다(김광주 등,1998).
두부손상은 젊은 층과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15-24세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

(NIH consensus,1998)한다.대부분 원인은 교통사고,그 다음으로 추락,폭력과
관련된 손상 그리고 다른 폭력에 의해 발생한다(Bagulley등,2000;NIH consensu
s,1998).
두부손상은 두개골에 충격이 가해져 일어나며,두피,두개골,뇌손상을 포함한

다.두부손상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이중에서도 첫째,기계적인 힘의 정도
와 작용기전,둘째 그 힘을 받는 머리의 구조와 상태,셋째 이에 대한 생체의 병태
생리학적 반응 등,세 가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일반적으로 첫째와 둘째의
결과를 일차적 두부손상이라고 하고,셋째가 더해질 때 이차적 두부손상이라고 한
다(Davis,2000).
두부손상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손상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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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중증도(severity)와 그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다.두부손상은 넓은 의
미에서 둔상 또는 관통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학적으로 두부손상은 크게 두 가지,즉 두개골 골절과 두개강내 병소로 나

눌 수 있으며 두개골 골절은 골절위치,골절 양상 및 개방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
다.두개강내 병소는 국소병소와 미만성 병소로 분류 할 수 있다.국소병소에는
뇌경막상 혈종,뇌경막하 혈종,뇌좌상,그리고 뇌실질내 출혈이 포함된다.

222...두두두부부부손손손상상상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과과과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두부손상은 어느 상황이나,어느 연령 때나 일어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지식과 임상경험으로 환자를 제대로 사정하고 간호하는 것은 간
호사로서 중요한 업무적 책임이며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계획을 세우고 환자사정
과 감시,환자들이 회복되는 동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Woodrow,
2000).또한 두부손상을 입은 환자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의
간호와 손상 예방에 대해 간호사에게 의지하게 된다.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혈
역학적,호흡기계,신경계,그리고 순환기계 상태에 대한 사정과 감시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한다(Arbour,1998;Cunning,andHoudek,1999;Frankle,2000).
기도,호흡 순환을 안정화 시키고 환자의 활력징후,검사실 결과,신경학적 기

능,그리고 정신적 상태를 확인한다.중증 두부손상환자는 혈압,맥박,호흡을 15분
마다 감시해야하며,혈청 전해질 검사,혈당,혈청 삼투압은 검사실 결과 감시 중
에서 매우 중요하다(Arbour,1998;Cunning andHoudek,1999;Frankie,2000;
Longetal.,1993;Phippsetal.,1995).두부손상환자는 경추 외상을 잘 동반하기
때문에 진단영상학적 검사로 경추외상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경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성명숙,2002)...
두부손상환자의 사정 도구로 미국 뇌 손상 협회에서 밝힌 GCS,RanchoLos

Amigos,DisabilityRatingScale사정도구가 있고,미국 외과의사협의회에서는 초
기 신경 사정도구로 가장 크게 3부분인 GCS,동공크기와 반응,운동반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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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만을 들고 있으며,국내 연구로는 김해리나(2004)에 의해 개발된 뇌손상 초기
사정 도구가 있다.김해리나(2004)는 22개의 국내,외 문헌고찰을 분석하여 11개의
큰 영역,일반정보,건강관련 정보와 8개의 신체 체계,신경계,호흡기계,순환기계,
근골격계,위장계,비뇨,생식기계,피부계로 나누어 뇌손상 환자의 초기 사정 도구
를 개발하였다.

Jennett, Teasdale, Galbraith(1980)에 의해 시작된 Glasgow Coma
Scale(GCS)는 중추신경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안반응은 뇌간의 기
능,운동반응은 중추신경계의 기능,구음 반응은 중추신경계의 통합기능을 나타낸
다.GCS점수는 두부손상의 중등도를 측정할 때 사용된다.GCS점수 15점은 개
안반응,운동반응 및 언어반응이 모두 정상인 경우를 의미하며,상술한 모든 반응
이 없는 경우는 GCS3점에 해당한다.GCS는 의식변화와 혼수상태의 정도와 기간
을 평가하여 뇌기능과 뇌손상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서
일정하게 측정되고 신경외과계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
하기가 간단하고 사망률과 잘 연관이 되어 환자분류 및 입원후의 의식수준을 평
가하는데 이용되어 왔다(Jennet등,1980).
많은 두부손상환자의 예후인자에 관한 연구에서 두부손상기전,연령,GCS,음

주,의식소실,기존질환의 유무,편측 반응을 보이는 동공대광반응이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손상기전은 교통사고,추락,상해,운동 및 기타의 순으로
예후에 나쁘며,교통사고의 원인으로써 자동차내,트럭,오토바이,자전거 및 보행
자손상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보행자손상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다(김갑득,2001).
Rothweiler,Temkin,andDikmen(1998)은 60세 이상의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
보상기전이 미력하고 생리적 변화에의 적응이 느려 회복이 느리고 후유증이 남는
다고 하였다.또한 Woertgen,Rothoert,andBrawanski(1999)도 중증 두부손상환
자 중 높은 연령에서 예후가 나쁘다는 것을 보고하였고,Rabbe등(1998)도 연령과
예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음주에 따른 두부손상의 예후에서는 음주 외상환자
가 사망률이 2배 높다고 보고하였다(Gentilello,Donovan,Dunn,and Rivara,
1995).김갑득(2001)과 유수진(1993)은 의식소실은 두부손상환자에서 중요한 예후
측정 인자의 하나라고 보고하였으며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보완작용 약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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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환이 없었던 환자보다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였다.그러므로 이와 같이
두부손상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병력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차적인 두부손상에 대한 임상진단을 위한 검사는 없으나 이차적인 두부손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동맥가스분압검사,특히 PaCo2와 일반혈액검사,혈
청 전해질 수준과 포도당,약물과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진단 의학적 검사가 있
다(황정연,2001).
두부손상 환자에서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있거나,국소 신경학적 증상 또는 두

개골 골절이 동반될 때는 두개강내 급성병변 발생 유무의 확인과 그에 따른 적절
한 치료 방침의 설정을 위해 내원시 곧바로 뇌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Rockwold,1996;Masters,andMcClean,1987;McMick,1986).
이상적인 방법은 전체 두부손상 환자에게 BrainCT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특히 의식소실기간이 있었거나 건망증 또는 심한 두통이 한번이라고 있었다
면 꼭 시행하여야 한다(American College ofSurgeons,2004;대한외상학회,
2005).또한 BrainCT는 두부손상환자의 신경학적 감시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두개내 비정상을 찾아내는데 절대표준이며 안전한 방법이다
(Yoshihiro등,2005).
병력에서 지속적인 의식저하,또는 신경학적 증상,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

실 또는 기억상실,오심,구토의 병력,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병
력,두개골 골절과 연관되는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골 X-ray를 시행
해야한다.외상성 두부손상 환자의 3-4%가 경추골절이 동반 할 수 있다(강병철
등,2001).빈번하지는 않지만,경추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하고, ‘경추손상 없
음'을 확인하는 것을 환자 사정할 때부터 포함시켜야 한다.경추 X-ray는 의식이
있고 경추의 통증이 없고,경부의 압통이 없고,임상적으로 경추손상이 아니고,신
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에 걸리는 손상’이
있다면 확인해야한다(Harris,Waguespack,and Kronlage,1997;Velmahos 등,
1996;SIGN,2000).
두부손상의 내과적 중재로는 뇌대사를 유지시키고,두개강내압을 조절함으로써

이차적 두부손상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김형두,1995).두개내압상승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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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야 하며,두개내압상승시 하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예
방을 위한 행위로는 동맥과 정맥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환자의 체위는 머
리를 중립으로 위치하고 머리를 30-40도 상승시킨다.그리고 심한 골반굴곡을 피
하는 것이 정맥배액을 촉진시킨다.또한 두개내압을 상승시키는 구개반사 자극이
나 흡인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김광주,1998).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치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삼투성 치료는 Mannitol과

이뇨제를 사용한다.Mannitol은 이뇨를 촉진시키며,삼투압의 차이로 혈관내로 체
액을 이동시켜 체액이 뇌내와 신체 전체에 걸처 세포내와 세포외에서 감소되어
두개내압을 줄인다. 불균형을 감시하기 위해 혈중,요중 삼투압,전해질과 헤마토
크릿을 포함하는 검사결과를 감시해야 한다.두부손상환자의 수액은 0.9%생리식염
수나 lactatedRinger̀s용액이 선택된다.저장성 수액은 뇌 부종을 상승시키므로
투여하지 않는다(AmeriacanCollegeofsurgeons,1997).steroid는 그 득과 실에서
논란이 많고,그 외 저체온요법이나 Barbituratecoma요법이 있으나 일반적인 급
성기 치료법은 아니다(GreenbergMS,1991)
심한 개방성 골절이나 함몰 골절,두개강내 이물질,그리고 두개강내 경막상 혈

종이나 경막하 혈종,뇌실질내 혈종 등의 두개강내 공간점유병소를 갖는 경우에는
신경 외과적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김형두 등,1995).
두부손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빈번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신경학적 악화

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대처하기위해 입원을 한다(대한신경외과학회,2005).병
원을 내원한 환자 중 20%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Brown,Raine,Robertson,
Swann,1994),어떤 환자들은 두부손상 자체로는 입원이 적응되지는 않지만 다른
내과적 문제,또는 귀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요인들로 손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입
원이 필요할 수 있다(Roy,Pentland,Mille,1986).
성인보호자에게 관찰의 지침을 명시하여 교육한 후 귀가시킬 수 있으며,환자

와 가족에 대한 교육은 현재 증상과 손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이해
를 도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관과 되어서는 안 된다(대한신경외과학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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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환자를 위한 간호사정과 간호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차 두부손
상을 유발하는 저혈압,저산소증 및 빈혈을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다.손
상으로 인한 일차손상을 돌일 킬 수는 없지만 이차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
상성 두부손상환자의 초기관리는 저산소증을 예방하고,적절한 혈압을 유지시키며,
외과적으로 교정 가능한 두개내병소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이다.또한 동반된
손상을 찾고 안정화시키는 것이다(Marik,VaronandTraskPaual,2006).
두부손상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므로 각 상황에 대한 처

치 및 적절한 진단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들이 복잡한 업무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도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

BBB...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임상가이드라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상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로 정의할 수 있다(FieldMJ,LohrKN,1990).또한 특정
상태,절차 또는 환자 집단을 위해 권고되는 행동과정에 대한 기술이며,특정한 임
상 환경에 있는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임상가나 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이다(Musil,2005;Titler,2002b).
임상의사결정은 환자의 문제 목록이나 간호 진단을 작성하고 적절한 중재나

치료를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주로 환자 간호와 관련된 임상의사결정을 의미
한다(delaCruz,1994).
임상가이드라인과 다른 수준의 표준진료지침,임상프로토콜,알고리즘 등도 최

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무에 융합하고 환자 관리의 질과 표준을 향상시
키도록 돕는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구체적 상황을 관리하고 절차를 수
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알고리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장금성 등,2005).
임상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임상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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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Field,& Lohr,
1990).미국 InstituteofMedicine(IOM)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인과 인구집
단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최신 전문지식과 일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불필요한 진료 및 부적절한 진료의 과도한 사용,필요한 진료의 과소사용,
서투른 행위를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때,임상가이드라인은
과도한 사용이나 과소사용을 알아내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진료의 기
술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진료지침이 결과의 위험,이득 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제공자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부손상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므로 각 상황에 대한 처

치 및 적절한 진단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여러 전문 분야의 협조를 효
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두부손상 응급환자는 순환 및 호흡의 처치로 활
력징후를 유지시키며,적절한 진단 의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어
떤 종류의 검사를 할 것인가,결정을 내리고,환자의 상태에 따라 과호흡과 약제투
여 등으로 뇌압을 하강시키며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두부손상 응급환자 평가는 이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김형두 등,1995).따라서 복잡한 업
무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을 도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간호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
최신의 근거를 수집,분석,종합을 바탕으로 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된
바 없고,국외에서는 SIGN에서 개발된 '두부손상환자의 초기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있다.이 가이드라인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항목으로는 환
자사정과 분류,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적응증,두부손상환자의 초기관리 원칙,
진단 영상학 검사,귀가 또는 입원의 적응증,관찰해야하는 환자의 적응증,신경외
과에 의뢰해야하는 적응증,추후관찰로 나누어 개발하였다.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은 medicalcare의 표준으로 확대하기 어렵고,모든 경우에 좋은 결과를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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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간호사정,간호중재를 제시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이에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간호사정,간호중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임상실무 환경에 적합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간호사정,간호중재에 대한 최신 문헌을 종합,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간호실무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여 내용타당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 평가를 받고,이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하여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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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해 교과서와 학술지 분석을 통해 간호사정,
간호중재 내용을 토대로 예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 후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
이다.

BBB...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 진행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진행 절차

111단단단계계계::: 예예예비비비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작작작성성성

1)간호사정,간호중재 항목 추출
두부손상 응급환자에 관한 간호학,의학 교과서
및 학술지 분석

2)예비 가이드라인 작성

222단단단계계계:::최최최종종종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1)예비 가이드라인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2)수정 보완하여 최종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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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단단단계계계:::예예예비비비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작작작성성성

a.간호사정과 간호중재 항목 추출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범위 및 해당 임상문제
확인과정은 간호사정,간호중재의 주요 문제와 범위를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를 고찰하여 분석하여,
간호사정,간호중재 영역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의 세부항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간호사정과 간호중재의 세부 항목을 ATLS(Advanced trauma life

support)의 일차 사정과 중재,그리고 이차 사정과 중재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였
다.

b.예비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문헌고찰과 학술지 고찰에 의해 작성된 간호사정과 간호중재 영역,각각 세부
항목을 개발 후 연구대상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해 예비 가이드라
인을 작성하였다.

222...단단단계계계:::최최최종종종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a.예비 가이드라인 전문가 타당도 검증

전문가 타당도는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에 의해 질문지나 척도의 내용을 평가
받는 것이다(이은옥,2002).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9인,응급실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간호학 교수 1인,응급실 수간호사 1인,5년 이상 응급실에 근
무한 간호사 9인 총 20인에게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의뢰하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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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29개의 항목과 각각 항목에 대한 230개 세부 항목으로 제작

하였으며,각각의 항목의 세부사항을 ‘전혀 적절하지 않다’를 1점,‘적절하지 않다’
를 2점,‘보통이다’를 3점,‘적절하다’를 4점,‘매우 적절하다’를 5점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내용 타당도 설문지를 전문가 집단에게 배부하였다.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전문가의 각 항목
별 적절성 평가는 평균,표준편자,실수,백분율을 이용하였고,각 항목에 대한 전
문가 의견을 내용 분석하였다.각 문항별 CVI(Indexofcontnetvalidity)를 산출하
여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CVI에서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
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b.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를 검증한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두부손상 응

급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





-17-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예예예비비비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작작작성성성

111...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추추추출출출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해당 임상문제 확인 과정은 간호사정,간호중재의
주요 문제와 범위를 관련 문헌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를 고찰하여 분석하였다<부록 1>.
해당 임상문제와 관련된 항목과 각 항목의 수준을 파악하고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근거로 사용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정,
간호중재 영역으로 항목을 추출하였다<표1,표2>.28개의 문헌을 가지고 두부손상
환자의 간호사정과 간호중재로 조사한 후 이를 ATLS의 사정과 중재의 흐름으로
분류하였고,그 외 간호사정에서는 진단을 위한 검사 적응증과 검사 소견 상
확인해야할 것,중재에서는 수술 적응증,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
귀가의 적응증,퇴원환자 교육을 포함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정과 간호중재 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중복을 피해 열거했을 때 간호사정 15개,간호중재 14개,총 29개 항목이었다.
간호사정 영역을 1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109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항목은 ABC(Airway ,Breathing,Circulation)사정,의식수준 확인,
활력징후 측정,노출시킨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정,신경학적 상태 확인,
두개내압상승 징후 확인,병력,혈역학적 감시,진단의학 검사,진단 영상학 검사,
Brain CT 적응증,Repeatbrain CT 적응증,두개골 X-ray 적응증,두개골
X-ray에서 확인해야할 것,경추 X-ray적응증으로 나누었다.
간호중재 영역을 1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119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항목으로는 ABC 중재,활력징후 유지,두개내압상승 예방,두개내압상승 치료,



-18-

상처관리,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약물 부작용 감시,영양 공급,일반적인 간호,
수술 적응증,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귀가 적응증,퇴원환자 교육,
퇴원환자 교육 중,다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 수는 간호사정 영역은 ABC사정 4개,의식수준

확인 3개,활력증후 측정 1개,노출시킨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정 7개,신경학적
상태 확인 10개,두개내압상승 징후 8개,병력 14개,혈역학적 감시 3개,진단의학
검사 7개,진단 영상학 검사 7개,BrainCT 적응증 23개,RepeatbrainCT 적응증
4개,두개골 X-ray 적응증 9개,두개골 X-ray에서 확인해야할 것 6개,경추
X-ray 적응증 3개,총 10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간호중재영역은 ABC
중재 7개,활력징후 유지 4개,두개내압상승 예방 6개,두개내압상승 치료 9개,
상처관리 4개,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20개,약물 부작용 감시 1개,영양 공급 2개,
일반적인 간호 11개,수술 적응증 8개,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 14개,
귀가의 적응증 10개,퇴원환자 교육 9개,퇴원환자의 교육 중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 14개,총 119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학술지 문헌고찰을 통한 간호사정과 간호중재 영역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1,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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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교교교과과과서서서,,,학학학술술술지지지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항항항목목목

항항항목목목
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111 222 333 444 555 666 777AAA BBB CCC DDD EEE FFFⅠⅠⅠ ⅡⅡⅡ ⅢⅢⅢ ⅣⅣⅣ ⅤⅤⅤ ⅥⅥⅥ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111...AAABBBCCC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111---111기도를 사정한다.

기도폐쇄,분비물,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111---222호흡양상을 사정한다.
적절한 호흡수,호흡량 등 양상.
횡격막 호흡 유무
호흡 정상이나 실조를 나타내며 빨라지기도 함

○○○ ○○○ ○○○ ○○○ ○○○ ○○○ ○○○ ○ ○ ○ ○ ○ ○ ○○○ ○○○ ○○○ ○ ○ ○ ○ ○ ○

cheyne-stokesrespiration
centralneurogenichyperventilation
ApneusticBreathing
Clusterbreathing
Biot̀s(ataxic)breathing

111---333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객담,기침유무를 확
인한다. ○○○

111---444순환을 사정한다.
맥박 확인.쇼크의 증후가 있는지 확인
(뇌간손상 시 빠른 맥박,심한 발한)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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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교교교과과과서서서,,,학학학술술술지지지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항항항목목목 (((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111 222 333 444 555 666 777AAA BBB CCC DDD EEE FFFⅠⅠⅠ ⅡⅡⅡ ⅢⅢⅢ ⅣⅣⅣ ⅤⅤⅤ ⅥⅥⅥ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222...의의의식식식수수수준준준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222---111의식수준의 신속한 평가와 재평가를 실시한다.

의식수준의 저하,변화를 확인
(초기증상은 안절부절 못함,불안정 같은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222---222Glasgow ComaScale(GCS)의식수준을 확인한
다. ○○○ ○○○ ○○○ ○○○ ○○○ ○○○ ○○○ ○ ○ ○ ○ ○ ○○○ ○○○ ○○○ ○ ○ ○ ○ ○ ○

222---333 명음통무(AVPU Scale)을 사용하여 의식
수준을 확인한다. ○○○ ○ ○

333...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한한한다다다...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444...노노노출출출 시시시킨킨킨 후후후,,,머머머리리리부부부터터터 발발발끝끝끝까까까지지지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444---111안면 포함하여,두부,두피 전체를 시진,촉진한

다.두피 열상,뇌조직,함몰골절,조직파편 ○○○ ○○○ ○○○ ○○○ ○○○ ○○○ ○○○ ○ ○ ○ ○ ○ ○ ○

444---222열상이나 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 ○○○ ○○○ ○○○ ○○○ ○ ○ ○ ○
444---333비정상적 체위를 관찰한다. 피질박리 경직(비

정상의 굴골)제뇌경직(비정상의 신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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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두개골 골절의심 되는 징후를 확인한다.
안구주위의 점상출혈(Racooǹseyes)
귀 뒤쪽 유양돌기 주위의 점상출혈(Battlès
sign),결막하혈종,고실혈종,CSF이루,CSF비루

○○○ ○○○ ○○○ ○○○ ○○○ ○○○ ○○○ ○ ○ ○ ○ ○ ○ ○○○ ○○○ ○○○ ○ ○

444---555Halo징후를 확인한다. ○○○ ○○○ ○○○ ○○○ ○○○ ○ ○ ○○○
444---666다른 장기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 ○○○ ○○○ ○ ○ ○
444---777피부색,피부상태,욕창 유무를 확인한다. ○○○ ○○○ ○○○ ○○○
555...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상상상태태태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555---111동공 크기,모양,반응,대광반사,외안근의 움직

임을 사정한다.산대,운구운동마비,안구편위 ○○○ ○○○ ○○○ ○○○ ○○○ ○○○ ○○○ ○ ○ ○ ○ ○ ○ ○○○ ○○○ ○○○ ○○○ ○ ○ ○ ○ ○ ○

555---222운동,감각을 사정 한다.
반마비(hemiplegia;편측마비)
반부전마비(hemiparesis)

○○○ ○○○ ○○○ ○○○ ○○○ ○○○ ○ ○ ○ ○ ○ ○ ○○○ ○○○ ○ ○ ○ ○

555---333척추 압통,머리의 비정상 기울어짐 등을 사정
한다.척추 손상 사정,경추 척추 사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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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44반사의 소실 및 감소를 사정한다.
심부건 반사,각막반사,구토반사 ○○○ ○○○ ○○○ ○○○ ○○○ ○ ○ ○ ○ ○○○ ○ ○ ○

555---555바빈스키 반사를 확인한다. ○○○ ○○○ ○○○ ○○○ ○○○ ○ ○ ○ ○ ○○○ ○
555---666대뇌기능을 검사한다.

기억력 변화,건망증의 유무,기간,
언어장애,실어증 확인

○○○ ○○○ ○○○ ○○○ ○○○ ○○○ ○ ○ ○ ○ ○○○ ○○○ ○○○ ○

555---777agitation또는 비정상 행동을 관찰한다.
성격변화,인격변화,행동변화,정신의 황폐화
집중장애,자기조절,계획,착란

○○○ ○○○ ○○○ ○○○ ○○○ ○○○ ○ ○ ○ ○○○ ○○○ ○○○ ○

555---888brianstem 검사를 실시한다.
인형의 눈(doll̀seye),안구-전정반사,구토반사 ○○○ ○○○ ○○○ ○○○ ○ ○ ○ ○ ○

555---999 뇌신경 손상을 확인한다.시력장애,복시,이명,
안면운동의 비대칭,현훈,청력장애 ○○○ ○○○ ○○○ ○○○ ○○○ ○○○ ○○○ ○ ○ ○ ○ ○ ○ ○○○ ○○○ ○ ○ ○

555---111000뇌막 자극 증상과 징후,경부경직을 확인한다.
neckstiffness,kerningsign,Brudzinskisig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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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 징징징후후후를를를 확확확인인인하하하다다다...
666---111 두개내압상승 징후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666---222 급격한 의식수준 감소를 확인한다. ○○○ ○○○ ○○○ ○ ○
666---333 동공산대,pinpoint,동공무반응을 확인한다. ○○○ ○○○ ○○○ ○○○ ○ ○ ○ ○
666---444 운동기능 감소 ,비정상자세 (제뇌,피질박리 자

세),이완(flaccidity)을 확인한다. ○○○ ○○○ ○○○ ○○○ ○ ○ ○ ○

666---555 Cushing3징후를 확인한다.
고혈압,서맥,호흡완서 ○○○ ○○○ ○○○ ○○○ ○○○ ○ ○ ○ ○ ○○○ ○ ○ ○

666---666체온상승을 확인한다. ○○○ ○○○ ○○○ ○ ○
666---777호흡양상을 확인한다.

cheyne-stokes 호흡, central neurogenic
hyper-ventilation,ataxic또는 apneustic호흡

○○○ ○○○ ○○○ ○ ○ ○○○ ○

666---888두통,오심,구토,경련,유두부종을 확인한다. ○○○ ○○○ ○○○ ○○○
777...병병병력력력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777---111연령을 확인한다.60세 이상 예후 나쁘다. ○○○ ○○○ ○○○ ○○○ ○○○ ○ ○ ○ ○○○ ○



-24-

<<<표표표 111>>>교교교과과과서서서,,,학학학술술술지지지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항항항목목목 (((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111 222 333 444 555 666 777AAA BBB CCC DDD EEE FFFⅠⅠⅠ ⅡⅡⅡ ⅢⅢⅢ ⅣⅣⅣ ⅤⅤⅤ ⅥⅥⅥ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777---222성별을 확인한다. ○ ○
777---333 AAA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 ○ ○○○
777---444 MMM 약물,음주 유무를 확인한다.

동공수축제 또는 확장제 사용 유무 ○○○ ○○○ ○○○ ○○○ ○○○ ○○○ ○ ○ ○ ○ ○○○ ○ ○

777---555 MMM 혈액응고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 ○○○ ○ ○ ○ ○
777---666 파상풍 면역접종 유무를 확인한다. ○○○ ○○○ ○○○ ○○○ ○ ○○○
777---777 PPP　과거병력을 확인한다.

고혈압,당뇨,심장병,폐질환,간질환,신장질환,
정신분열증(고혈압,당뇨 예후 나쁨.)수술력

○○○ ○ ○ ○ ○○○ ○

777---888 LLL금식 유무와 이유를 확인한다. ○ ○ ○○○
777---999 EEE손상 기전을 확인한다.

교통사고,오토바이,추락,폭행,운동인지,충격
체,충격속도,보호 장비의 사용여부,차의 손상
정도,사고당시 외상전후의 상태,사고시간

○○○ ○○○ ○○○ ○○○ ○○○ ○○○ ○○○ ○ ○ ○ ○ ○ ○ ○○○ ○ ○

777---111000의식상실 유무,기간을 확인한다.
경막외혈종에서는 명료기 있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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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11111두통을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777---111222오심,구토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777---111333발작여부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777---111444어지럼증,쇠약의 여부를 확인한다. ○○○ ○○○ ○○○ ○○○ ○○○ ○○○ ○○○ ○ ○ ○ ○○○
888...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감감감시시시를를를 한한한다다다...
888---111 두개내압 감시한다.ICP20-25mmHg유지

두개내압감시의 적응증:다음중 2가지 해당하면
입원당시 GCS8점 이하,운동자세,40세 이상,
저혈압

○○○ ○○○ ○○○ ○○○ ○○○ ○ ○ ○ ○ ○ ○○○ ○○○ ○○○ ○ ○

888---222혈역학적 감시를 한다.
혈압감시,심전도 감시,산소포화도 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888---333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량을 감시한다.
mannitol.laxis를 투여 받는 환자 ○○○ ○○○ ○○○ ○○○ ○○○ ○ ○○○

999...진진진단단단의의의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999---111ABGA 가스 분석을 확인한다.

고탄산혈증,저산소증을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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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22 333 444 555 666 777AAA BBB CCC DDD EEE FFFⅠⅠⅠ ⅡⅡⅡ ⅢⅢⅢ ⅣⅣⅣ ⅤⅤⅤ ⅥⅥⅥ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999---222전혈구(CBC)검사를 확인한다.
헤마토크릿은 30%정도 유지한다.
헤모글로빈은 10-12gm/dl유지한다.

○○○ ○○○ ○○○ ○○○ ○ ○ ○ ○ ○○○ ○

999---333혈청 전해질 검사를 확인한다.
serum sodiume은 135-145mEq/l유지 ○○○ ○○○ ○○○ ○○○ ○ ○ ○ ○○○ ○○○ ○

999---444Bun/Cr,t-pro,Alb,CK/LD,
Ck-MB,Troponin-I,Troponin-I를 확인한다. ○○○ ○○○ ○○○

999---555혈중/요중 삼투압 검사를 확인한다.
serum osmolarity는 290-300mOsm/l유지
320mOsm/l를 넘지 않는다.

○○○ ○○○ ○○○ ○ ○ ○○○ ○ ○

999---666혈당검사를 확인한다. ○○○ ○○○ ○○○ ○○○ ○○○ ○ ○
999---777CSF비루,이루시 BST 검사를 확인한다.

glucose가 검출되면 콧물이 아닌 CFS로 판단 ○○○ ○○○ ○○○ ○ ○ ○○○ ○○○

111000...진진진단단단 영영영상상상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111000---111 BrainCT Scan검사를 실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111000---222 두개골 X-ray검사를 실시한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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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목목목
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111 222 333 444 555 666 777AAA BBB CCC DDD EEE FFFⅠⅠⅠ ⅡⅡⅡ ⅢⅢⅢ ⅣⅣⅣ ⅤⅤⅤ ⅥⅥⅥ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111000---333 경추 X-ray검사를 실시한다. ○○○ ○○○ ○○○ ○○○ ○○○ ○○○ ○ ○ ○ ○ ○ ○ ○ ○
111000---444 흉부 X-ray를 실시한다. ○○○ ○○○ ○○○ ○ ○ ○ ○○○
111000---555 BrainMRI를 실시한다. ○○○ ○○○ ○○○ ○○○ ○○○ ○ ○ ○ ○
111000---666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다. ○○○ ○○○ ○○○ ○○○ ○○○
111000---777 동맥조영술를 실시한다. ○○○ ○○○ ○○○ ○ ○ ○
111111...BBBrrraaaiiinnnCCCTTT의의의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111---111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던 경우 ○ ○ ○ ○ ○ ○
111111---222 GCS15점 이하 ○ ○ ○
111111---333 GCS14점 이하 ○ ○
111111---444 GCS13점 이하 ○ ○
111111---555 GCS12점 이하 ○ ○ ○
111111---666 GSC8점 이하 ○ ○
111111---777 의식수준의 악화 ○○○ ○○○ ○ ○ ○ ○ ○ ○ ○ ○ ○
111111---888 3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
111111---999 2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 ○
111111---111000지속적인 신경학적 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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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목목목
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간간간호호호학학학 의의의학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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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성 동공,
1mm이상 차이가 날 때,대광반소 소실 ○○○ ○ ○ ○ ○

111111---111222건망증,기억력 장애,
소생술 후 반응이 없거나 혼수 ○ ○ ○ ○ ○ ○

111111---111333국소 신경학적 소견,혼란상태,행동변화 ○ ○ ○ ○ ○ ○ ○ ○
111111---111444극심한 어지럼증,반마비 ○ ○ ○ ○ ○ ○ ○ ○
111111---111555두통 ○ ○ ○ ○ ○ ○ ○
111111---111666오심 구토 ○ ○ ○ ○ ○
111111---111777두개골 골절이나 골절이 의심될 때 ○○○ ○○○ ○ ○ ○ ○ ○ ○ ○ ○
111111---111888외상 후 경련 ○○○ ○ ○
111111---111999혈관 응고 장애의 과거력,사용 ○ ○ ○ ○
111111---222000약물,대사 장애,음주 ○ ○ ○ ○
111111---222111두부관통상,두부상처,두피 전층 열상,박탈

성 외상 ○○○ ○○○ ○ ○ ○ ○ ○

111111---222222전신마취 또는 환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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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목목목
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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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222333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때,큰모상하 종창 ○ ○ ○
111222...RRReeepppeeeaaatttBBBrrraaaiiinnnCCCTTT의의의 적적적응응응증증증
환환환자자자상상상태태태 변변변화화화 있있있으으으면면면,,,첫첫첫 222444시시시간간간이이이내내내
111222---111이차적인 의식의 악화,호전이 없을 때 ○ ○ ○ ○
111222---222이차적인 뇌압상승의 소견이 보일 때 .신경학

적악화 ○ ○ ○

111222---333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 ○ ○
111222---444초기 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좌상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내에 F/U 한다. ○ ○

111333...두두두개개개골골골XXX---rrraaayyy의의의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333---111두피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 ○
111333---222boggyhematoma ○
111333---333CSF누출 ○○○ ○○○ ○○○ ○○○ ○○○ ○○○ ○○○ ○ ○ ○ ○ ○ ○ ○○○ ○○○ ○○○ ○ ○ ○
111333---444안와주위 멍 ○○○ ○○○ ○○○ ○○○ ○○○ ○○○ ○○○ ○ ○ ○ ○ ○ ○○○ ○○○ ○○○ ○ ○ ○
111333---555지속적인 의식저하, ○ ○
111333---666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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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교과과과서서서 학학학술술술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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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777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실 또는 기억상실,
오심 또는 구토의 병력 ○ ○

111333---888관통상이 의심될 경우 ○
111333---999환자의 진찰이 매우 힘들 경우 ○
111444...두두두개개개골골골 XXX---rrraaayyy에에에서서서 확확확인인인해해해야야야할할할 것것것
111444---111골절이 있다면 선상인지 함몰형인지 확인한다. ○ ○ ○ ○
111444---222석회화된 송과체가 중앙에 있는지 확인한다. ○ ○ ○ ○
111444---333부비동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
111444---444두개강내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111444---555안면골 골절 유무및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111444---666접형골,전두동의 액체 경계를 확인한다.
111555...경경경추추추 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555---111손상 기전상 경추손상이 강력히 의심될 때 ○○○ ○○○ ○○○ ○○○ ○○○ ○○○ ○○○ ○ ○ ○ ○ ○ ○ ○
111555---222환자의 신경학적 징후가 경추손상을 의심하게

할 때 ○○○ ○○○ ○○○ ○○○ ○○○ ○○○ ○○○ ○ ○ ○ ○ ○ ○ ○

111555---333환자 의식이 악화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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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AAABBBCCC중중중재재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111---111기도확보,기도관리를 한다.

과신전을 피하고 하악거상법 사용 ○○○ ○○○ ○○○ ○○○ ○○○ ○○○ ○ ○ ○ ○ ○ ○ ○○○ ○○○ ○○○ ○ ○ ○ ○ ○

111---222필요하면 흡인을 한다.
흡인 전 100%산소 공급 ○○○ ○○○ ○○○ ○○○ ○ ○○○ ○

111---333두개골 골절 환자에서 비강흡인을 하지 않는다. ○○○ ○○○
111---444경추 예방 조치(부동)를 한다.

경추손상 가능성 항상 고려 ○○○ ○○○ ○○○ ○○○ ○○○ ○○○ ○ ○ ○ ○ ○ ○ ○ ○

111---555100% 산소로 환기시킨다.
저산소증을 예방
산소분압을 최소 70mmHg이상유지

○○○ ○○○ ○○○ ○○○ ○○○ ○○○ ○○○ ○ ○ ○ ○ ○ ○○○ ○○○ ○○○ ○○○ ○ ○ ○ ○ ○ ○

111---666필요하면 기관내관 삽관을 한다.
만일 GCS가 8점 이하라면 기관내관삽관 준비
처방된 이완성 약물제제 사용

○○○ ○○○ ○○○ ○○○ ○○○ ○ ○ ○ ○ ○ ○ ○ ○

111---777ventilatorsetting
PaCo235-40mmHg,PaO270mmHg이상유지
PEEPmode는 ICP상승환자에서는 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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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
222---111순순순환환환을을을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저저저혈혈혈압압압을을을 예예예방방방한한한다다다...

수축기 혈압을 90mmHg이하를 피한다.
MAP90mmHg이상유지
CPP는 60-70mmHg유지

○○○ ○○○ ○○○ ○○○ ○○○ ○ ○ ○ ○ ○ ○ ○○○ ○○○ ○○○ ○ ○ ○ ○ ○

222---222수액을 공급하여 volume유지한다. ○○○ ○○○ ○○○ ○○○ ○ ○ ○ ○ ○
222---333빈혈을 교정하기위해 수혈을 한다. ○○○ ○ ○ ○
222---444정정정상상상체체체온온온을을을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

저체온 담요 제공,저체온 유지.
중증두부외상에서 중등도 저체온요법(32-34도)
시행

○○○ ○○○ ○○○ ○○○ ○○○ ○○○ ○ ○ ○ ○○○ ○ ○ ○ ○

333...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을을을 예예예방방방한한한다다다...(((일일일반반반적적적 지지지지지지요요요법법법)))
333---111생리적 향상성유지 및 정상 혈량을 유지한다. ○○○ ○○○ ○○○ ○○○ ○ ○ ○ ○
333---222머리를 30도 상시킨다.

중립적인 두부 정렬
목의 심한 굴골이나 신전은 피한다.
골반,무릎 굴곡을 최소화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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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ICP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한다. ○○○ ○○○ ○○○ ○○○ ○○○ ○○○
333---444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골판을 누르지 않는다. ○○○ ○○○
333---555흉곽내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피한다.

기침,힘주어 배변보기,재채기,
기침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lidocaine을 투여한다.
변완화제 투여

○○○ ○○○ ○○○ ○○○ ○○○ ○○○

333---666진정제,마비제,진통제를 투여한다. ○○○ ○○○ ○○○ ○ ○ ○○○ ○ ○ ○
444...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을을을 치치치료료료한한한다다다...
444---111삼투성 mannitol을 투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444---222항경련제를 투여한다. ○○○ ○○○ ○○○ ○○○ ○○○ ○ ○ ○ ○ ○○○ ○○○ ○ ○ ○
444---333과호흡을 시킨다.PaCo220-30mmHg유지

다른 처치에도 뇌압이 증가하는 경우,중등도(동
공의 산대,제뇌 및 제피질자세,의식상태의 악
화)때 시행. 예방적 과호흡은 손상 후 첫 20시
간 동안은 피한다.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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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 고용량 Barbiturate 요법(barbiturate coma)을
실시한다. ○○○ ○○○ ○○○ ○○○ ○○○ ○○○ ○ ○ ○ ○ ○ ○ ○○○ ○○○ ○○○ ○○○ ○ ○ ○

444---555고장성 수액을 투여한다. ○○○ ○○○ ○ ○ ○ ○ ○ ○ ○ ○ ○ ○
444---666저체온요법를 실시한다. ○○○ ○○○ ○○○ ○○○ ○ ○ ○ ○○○ ○ ○ ○ ○
444---777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한다.

ICP20-25mmHg유지 ○○○ ○○○ ○○○ ○ ○ ○ ○ ○ ○ ○ ○

444---888Lasix를 투여한다. ○○○ ○○○ ○ ○ ○
444---999응급감압 천공술(치료)을 실시한다. ○○○ ○ ○ ○○○ ○ ○ ○
555...상상상처처처관관관리리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
555---111출혈은 지혈시키고,멸균 압박드레싱을 한다. ○○○ ○○○ ○○○ ○○○ ○○○
555---222CSF누출 있으면 느슨하게 멸균드레싱을 한다.○○○ ○○○ ○○○ ○○○ ○○○ ○○○ ○
555---333두피 열상을 봉합 한다. ○○○ ○○○ ○○○ ○ ○ ○
555---444상처는 세척하고 필요하면 정리(debrided)한다.○○○ ○○○ ○○○ ○○○ ○ ○ ○
666...처처처방방방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적적적절절절한한한 약약약물물물치치치료료료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666---111NS또는 0.45% 식염수+D5w를 투여한다. ○○○ ○○○ ○○○ ○○○ ○○○ ○○○ ○○○ ○ ○ ○○○ ○○○ ○○○ ○ ○ ○ ○ ○ ○
666---222Ringer·slactate를 투여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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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33처방에 따라 삼투성 제제 Mannitol을 투여한다.
Mannitol(0.25-1g/kg)을 bolus로 over5min투
여 혈청삼투압이 320mOsm/L을 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666---444처방에 따라 lasix를 투여한다. ○○○ ○○○ ○○○ ○○○ ○○○ ○○○ ○ ○ ○ ○○○ ○
666---555처방에 따라 고용량Barbiturate요법을 실시한다.

phenytoin,diazepam 투여해도 간질 발생하면
loadingdose;10mg/kg초기용량 투여,
5mg/kgevery1hr×3doses
maintenance:1mg/kg/hr

○○○ ○○○ ○○○ ○○○ ○○○ ○ ○ ○ ○ ○ ○ ○○○ ○○○ ○○○ ○○○ ○

666---666항 경련제 Phenytoin을 투여한다.
20mg/kg을 분당 50mg이하의 속도로 투여,
혈압이나 심전도 감시

○○○ ○○○ ○○○ ○○○ ○○○ ○○○ ○ ○ ○ ○ ○ ○○○ ○○○ ○○○ ○○○ ○ ○ ○ ○

666---777Benzodiazepines을 투여한다.
경련을 조절하기 위해 phenytoin과 함께 사용
경련 발생하면 10mg을 주고 멈추지 않으면
30mg까지 반복하여 정주하면서 호흡 관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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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88Steroid를 사용(실험적 혹은 논쟁중인 약물)한
다.두부외상환자에게 routine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666---999 통증 경감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acetaminophen은 경증의 통증에 사용 ○○○ ○○○ ○○○ ○○○ ○○○ ○ ○ ○○○ ○○○ ○ ○

666---111000고체온증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 ○○○ ○○○ ○○○ ○○○ ○ ○○○
666---111111흥분조절,불안감소를 위해 진정제,마비제를

투여한다. ○○○ ○○○ ○○○ ○○○ ○○○ ○ ○ ○ ○○○ ○○○ ○ ○

666---111222고혈당을 조절한다. ○○○ ○○○ ○ ○ ○ ○○○ ○○○ ○○○ ○ ○ ○
666---111333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한다.

pancuronium bromide,(기계환기 환자) ○○○ ○○○ ○○○ ○○○ ○○○ ○ ○○○ ○ ○

666---111444기관내관 삽입시 RSI약물을 사용한다.
barbiturate,thiopental,etomidate
succhinylcholin,vecuronium,lidocaine

○○○ ○ ○ ○

666---111555진토제를 투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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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222333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 때,큰모상하 종창 ○ ○ ○
111222...RRReeepppeeeaaatttBBBrrraaaiiinnnCCCTTT 적적적응응응증증증
(((환환환자자자상상상태태태 변변변화화화 있있있으으으면면면,,,첫첫첫 222444시시시간간간이이이내내내)))
111222---111이차적인 의식 악화,호전이 없을 때 ○ ○ ○ ○
111222---222 이차적인 뇌압상승 소견이 보일 때,신경학

적 악화 ○ ○ ○

111222---333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 ○ ○
111222---444초기 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좌상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 내에 F/U 한다. ○ ○

111333...두두두개개개골골골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333---111두피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 ○
111333---222boggyhematoma ○
111333---333CSF누출 ○○○ ○○○ ○○○ ○○○ ○○○ ○○○ ○○○ ○ ○ ○ ○ ○ ○ ○○○ ○○○ ○○○ ○ ○ ○
111333---444안와주위 멍 ○○○ ○○○ ○○○ ○○○ ○○○ ○○○ ○○○ ○ ○ ○ ○ ○ ○○○ ○○○ ○○○ ○ ○ ○
111333---555지속적인 의식저하, ○ ○
111333---666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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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11666두개기저부 골절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
을 투여한다.(ceftriaxone) ○○○ ○○○ ○○○ ○○○ ○ ○ ○

666---111777항 파상풍 면역제를 투여한다. ○○○ ○○○ ○○○ ○○○ ○
666---111888stressulcerprophylaxis를 투여한다. ○○○ ○
666---111999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다.

Labetalol,propranolol,Esmolol,nitroprusside
칼슘통로차단제나 질산염제제는 뇌압 상승시킬
수 있다

○○○ ○○○ ○ ○

666---222000쇽시 뇌관류 유지위해 승압제(Norepinephrine)
를 투여한다. ○ ○ ○ ○

777...약약약물물물부부부작작작용용용을을을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 ○○○ ○○○ ○○○ ○ ○ ○ ○ ○ ○○○ ○○○ ○○○ ○○○ ○ ○ ○
888...영영영양양양을을을 공공공급급급한한한다다다...
888---111 영양을 공급한다. ○○○ ○○○ ○○○ ○○○ ○ ○ ○ ○○○ ○○○ ○○○ ○ ○
888---222 체액과 전해질 관리,수분배설량 측정한다.

(소변량 관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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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간간간호호호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999---111 낙상방지,난간을 올려준다. ○○○ ○○○
999---222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조용한 환경 ○○○ ○○○
999---333 재활,ROM 운동을 해준다. ○○○ ○○○
999---444 비위관을 삽입한다.

압력을 낮추고 흡인의 위험 감소,영양공급 ○○○ ○○○ ○○○ ○○○ ○ ○○○ ○○○

999---555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
관 삽입 시 주의 한다. ○○○ ○○○ ○○○ ○ ○○○

999---666 DVT,폐색전증 예방위해 compressiondevices
을 적용한다. ○○○ ○

999---777 성격변화,인지변화,기억력장애,불안정 증가
가 두부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린다. ○○○ ○○○

999---888 과거에 사용하던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된
신체적,인지적 능력에 적응하도록 한다. ○○○ ○○○

999---999 가족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의 단기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격려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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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11000가족을 안심시킨다. ○○○
999---111111가족상담,지지집단 ○○○
111000...수수수술술술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000---111 함몰골절이 두개골판의 두께보다 더 함몰된

경우와 뇌경막이 파열된 경우,5mm이상 깊게
함몰시

○○○ ○○○ ○○○ ○○○ ○○○ ○ ○ ○ ○ ○ ○ ○

111000---222 개방성골절이면서 뇌척수액이 유출되거나 방
사선학적 소견상 기뇌증 ○ ○ ○ ○ ○

111000---333경막상 혈종;혼수,국소신경학적 결손 동반 ○○○ ○○○ ○○○ ○○○ ○○○ ○ ○ ○ ○ ○ ○ ○
111000---444경막하 혈종

혈종제거가 원칙,혈종의 양이 적고 두개내압
상승의 징후 없으면 관찰한다.

○○○ ○○○ ○○○ ○○○ ○○○ ○○○ ○ ○ ○ ○ ○ ○○○ ○ ○ ○

111000---555shift가 5mm 또는 그 이상 ○○○ ○ ○ ○ ○○○ ○ ○
111000---666뇌실질내 혈종;20cc이상 masseffect있음 ○○○ ○○○ ○○○ ○○○ ○○○ ○ ○ ○ ○
111000---777뇌좌상 ○○○ ○○○
111000---888응급감압 천공술(두개내압상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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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경경경과과과관관관찰찰찰을을을 위위위해해해 입입입원원원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111---111두개골 골절 ○ ○ ○ ○
111111---222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 ○ ○ ○
111111---333GCS15이하 ○ ○ ○
111111---444GCS13-14점
111111---555중등도 두부손상(GCS9-13)인 모든 환자 ○ ○ ○
111111---666일시적인 의식소실,외상 후 기억상실 ○ ○ ○
111111---777국소 신경학적 결손,CSF 이루,CSF 비루가

있을 때 ○ ○ ○ ○

111111---888 CT scanner가 없거나 소견이 비정상일 때 ○ ○ ○ ○
111111---999 과거력이 있을 때 (예,항응고제 복용) ○ ○ ○ ○
111111---111000두부손상이 관통상,동반 손상이 있을 때,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
알코올 숙취나 약물 중독이 심할 때,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내원하기 힘들 때

○ ○ ○

111111---111111귀가 조치 시 동반자를 신뢰하기 힘들 때 ○ ○
111111---111222외상 후 경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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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333지속적이 두통,오심,구토 ○
111111---111444학대가 의심될 때 ○
111222...귀귀귀가가가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222---111입원의 적응증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한다. ○
111222---222만일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고 증상이

없고 몇 시간 관찰 후에도 정상이다 ○ ○

111222---333중등도(GCS9-13)의 환자가 향상될 때
111222---444GCS점수가 15점이고,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
개골 골절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없는 경우 ○

111222---555정상 두부 CT 소견 ○○○ ○
111222---666GCS15점
111222---777저 위험 증상(무증상,경증의 두통,어지럼증
또는 작은 두피손상) ○

111222---888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돌 볼 수 있다. ○○○ ○○○ ○ ○ ○ ○
111222---999클리닉 추후관찰이 가능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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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11100030분이 내 거리에 거주,이상 있으면 조기 올
수 있다. ○

111333...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주주주의의의사사사항항항
메메메모모모지지지에에에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준준준다다다 ○○○ ○○○ ○○○ ○○○ ○ ○

111333---111 적어도 24시간 동아 두통,오심,어지럼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111333---222첫 2일 동안 대상자가 잠자는 중이라면 3-4시
간 간격으로 깨워서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있는
장소와 간호제공자의 이름을 물어본다.

○○○

111333---333통증경감을 위해 매 4시간마다 acetaminophen
을 복용할 것이다.acetaminophen보다 강한 진
통제나 진정제는 먹지 않는다.

○○○ ○○○ ○○○ ○ ○

111333---444첫 24시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정제,수
면제,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 ○

111333---555Aspirin같은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 ○
111333---666손상부위의 부종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적용

한다.더 부으면 병원으로 재 내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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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77712-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 ○○○
111333---888적어도 48시간 동안 힘주는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코를 풀거나 귀 청소를 하지 않는다. ○○○

111333---999두개골 골절환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코를
세게 잡거나 푸는 일,packing은 하지 않는다. ○○○

111444...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다다다시시시 병병병원원원을을을 방방방문문문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한한한다다다...
111444---111의식 저하,기면상태,점차 깨어나기 힘든 경

우 ○○○ ○○○ ○○○ ○ ○ ○ ○

111444---222맥박수 이상:분당 60회이하이거나 120회 이상 ○ ○ ○
111444---333비정상적인 호흡형태 ○ ○ ○
111444---444비정상적 행동 ○○○ ○ ○ ○ ○
111444---555비대칭 동공 크기,무반응,반사 이상,안구운

동이상 ○○○ ○○○ ○ ○ ○

111444---666팔 다리의 근력약화나 감각이상 ○○○ ○○○ ○○○ ○ ○ ○ ○
111444---777흐린 시야,복시 ○○○ ○○○ ○○○ ○ ○
111444---888경련,발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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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4---999 어눌한 언어 ○○○ ○○○ ○
111444---111000어지럼증이 심하여질 때 ○○○ ○
111444---111111두통 ,악화 ○○○ ○○○ ○ ○ ○ ○
111444---111222오심,구토 ○○○ ○○○ ○○○ ○ ○ ○ ○
111444---111333귀나 코로 분비물 누출 ○○○ ○ ○
111444---111444손상부위의 점점 심해지는 부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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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의학 교과서와 간호학,의학 학술지 총 28개 문헌고찰을 통해 각 항목
들의 분포를 23개 이상의 항목과 5개미만의 항목을 살펴보았다.23개 이상의
항목은 간호 사정에서 의식수준 확인,활력징후 측정,동공크기 모양,반응,대광
반사,외안근의 움직임 사정,혈역학적 감시,3개 항목이고,간호중재는 두개내압
상승치료에서 삼투성 mannitol투여 1개 항목이었다.이는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간호사정과 간호중재에서 저혈압 및 빈혈을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하고 뇌대사를
유지시키고 두개강내압을 조절함으로써 이차 두부손상을 예방해야하는 중요성을
여러 문헌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개 이하의 항목은 간호사정 영역 37개,간호중재 영역 57개 항목 이었다
<부록2,부록3>.5개미만의 항목 중 간호사정 영역중 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
객담,기침유무 확인,피부색,피부상태,욕창유무 확인은 두부손상응급환자의 초기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되며,명음통무 (AVPU
scale)방법을 사용하여 의식수준 확인의 항목이 5개미만을 받은 것은 GCS
방법으로 의식수준확인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뇌막자극 증상과 징후,
경부경직 확인은 경부손상이 배제되지 않은 한 경부경직의 확인 과정이
경추손상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분포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두개내압상승
확인 중 두통,오심,구토,경련,유두부종 확인,병력에서 성별 확인,알러지,금식
유뮤 확인,진단의학 검사 실시에서 Bun/cr,t-pro,Alb,CK/LD,CK/MB,
Troponin-I확인은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간호사정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많은
문헌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Brain CT 적응증은 총 23개의
세부항목에서 12개의 항목이 5개,Repeatbrain CT 적응증은 4개 항목 모두,
두개골 X-ray적응증은 9개 항목중,7개 항목,그리고 두개골 X-ray에서 확인
해야할 것에서는 6개 항목중 4개항목,경추 X-rayd적응증은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 5개 미만이었다.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진단 영상학 검사와 관련 항목이
간호학 교과서와 학술지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는 위와 같은 진단
영상학 검사를 통한 사정,진단이 의사의 업무로 간호학 문헌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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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미만의 항목 중 간호중재 영역에서 일반적인 간호 제공은 총 11개의 항목 중
8개 항목이 5개미만을 보였는데 특히 간호학 문헌의 분포가 높았다. 이는
Woodrow(2000)가 강조한 환자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손상예방에 대해
간호하는 해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간호가 응급환자 간호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아 5개미만의
분포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 하는 경우 14개 항목
모두와 귀가 적응증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5개 미만이었다.퇴원 환자
교육-주의사항,9개 항목 중 8개 항목,퇴원 환자 교육-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14개 항목 중 6개 항목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 두부손상 환자의 퇴원 교육이
중요함에도 다양한 문헌에서 낮은 분포를 보인 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22...예예예비비비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작작작성성성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추출된 2개의 영역은 간호사정 영역을 15개 항목,
109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간호중재 영역을 14개 항목,119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의 자문에 의해 삭제,수정,추가하여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110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간호중재 영역은
14개 항목,121개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부록4,부록5>.
자세히 살펴보면 응급실에서 간호사정 영역에서 피부색,피부상태,욕창유무 확

인에서 욕창유무 확인,두개내압상승 징후 확인에서 유두부종 확인은 적절하지 않
다는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삭제하였다.또한 진단영상학 검사 실시에서 Brain
MRI항목을 삭제하고 ‘골반 X-ray실시와,경추 X-ray적응증에서 ‘의식이 명료
하지 않은 환자에서 쇄골 상부의 손상’을 추가하였다.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과신전을 피하고 하악거상법 사용’을 삭제하고 ‘구강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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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를 사용한다’로 수정하였다 .척수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척추고정을 한
다’을 추가,흉부관리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문헌고찰 후 ‘흉부물리요
법과 체위변경을 한다’와 ‘두개내압 상승환자는 흡인시 조심스럽게 관찰한다’항목
을 추가하였다.ventilatorsetting은 응급실에서 기계 환기 적용은 많지 않으므로
삭제하기로 하였다.두개내압상승 예방에서 기침반사를 억제하기 하기 lidocaine
투여를 삭제하였다.두개내압상승 치료에서 ‘삼투성 mannitol투여’와,‘lasix투여’
항목을 ‘삼투성 mannitol또는 lasix를 투여한다’로 수정하였다.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에서는 항경련제의 투여 약물의 순서를 benzodiazepines, phenytoin,
barbituarate투여 순서로 수정하였다.‘신경근 차단제 pancronium 투여’에서는 본
연구대병원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vecuronium으로 변경하였다.일반적인 간호 제
공에서는 ‘재활,ROM(Rageofmovement)운동을 해준다’를 삭제하였고,‘전두개
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시 주의한다’를 ‘전두개와 기저부 두
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시 구강으로 삽입한다’로 수정하였다.‘DVT
(Deepveinthrombosis),폐색전증 예방위해 compressiondevices를 적용을 ‘DVT,
폐색전증 예방위해 antiembolicstocking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였다.수술 적응증에
서 ‘뇌좌상’을 삭제하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에 의한 수정을 통해 예비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부록6,부록7>.

222...최최최종종종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111...예예예비비비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전전전문문문가가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의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검증 되었다.

a.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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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9인,응급실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간호학 교수 1인,응급실 수간호사 1인,5년 이상 응급실에 근
무한 간호사 9인 총 20인에게 설문지<부록 10>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3>와 같다.

<<<표표표 333>>>전전전문문문가가가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222000)))
특성 구분 실수 %
성별 남

여
7
13

35
65

연령 35세 이하
36-40세
41세 이상

12
6
2

60
30
10

현재 근무기관 대학교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1
0
19

5
0
95

전문가 직종 간호사
수간호사
전문의
의과대학 교수
간호학 교수

9
1
5
4
1

45
5
25
20
5

현재 근무기관에서의
재직연수

60개월 이하
61-120월 이하
121-180개월 이하
181개월 이상

0
10
4
3

0
55
20
15

응급실 근무
연수

60개월 이하
61-120월 이하
121-180개월 이하
181개월 이상

3
16
1
0

15
8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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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110개 세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와 간호중재 영역 14개 항목,120개 세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는 다음<부록8,부록9>과 같다
전문가 타당도에서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에서 활력징후 측정,신경학적 상

태 확인,두개내압상승 징후 확인,RepeatBrainCT 적응증 모두가 100%의 전문
가 합의를 이루었는데,이는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간호사정에서 활력징후와 신경
학적 상태 확인,뇌손상의 억제,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두개내압상승의 징후
확인,BrainCT 실시를 통해 두개내 병소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
다.그 외 총 85개 항목이 100%에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간호중재 영역은 14개 항목 중 두개내압상승 예방,재내원 적응증 항목이 모두

100%의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는 두개내압상승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재내원해야 하는 적응증이 100%전문가 합의를 이룬 것은 두부손상 후 수
시간이나 수일 후에 새로운 증상 및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관찰의 지침을 교육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
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또한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이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
고 불안을 감소시킴으로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총 70개 항목이 100%에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삭제된 항목을 살펴보면 CVI80%이하 항목으로 간호사정 역역에서 성별 확인
이 75%,간호중재 영역에서 흉부물리요법과 잦은 체위변경이 75%,두개내압상승
치료에서 저체온 요법을 실시와 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가 70%의 가장 낮은 합의
를 보여 삭제되었다.이는 응급실에서의 실시되는 중재가 아닌 중환자실에서의 중
재로 응급실에 적합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처방에 따른
투약에서 NS또는 0.45% 식염수+D5w를 투여는 75%의 낮은 합의를 받아 삭제
되어,총 간호사정 1개 항목,간호중재 4개 항목,총 5개 항목이 제외되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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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최최최종종종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에 근거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두부
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표5,표6>.

<<<표표표 444>>>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후후후 삭삭삭제제제된된된 항항항목목목
영영영역역역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 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사사사정정정 병력을 확인한다. 성별을 확인한다. 75
중중중재재재 ABC를 중재를 한다. 흉부 물리요법과 잦은

체위변경을 한다. 75
두개내압상승을 치료
한다. 저체온 요법을 실시한다. 70

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한다. 70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치료를 제공한다.

NS또는 0.45% 식염수 +D5w
을 투여한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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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최최최종종종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세세세부부부 항항항목목목

111...AAABBBCCC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111---111기도를 사정한다.

기도폐쇄,분비물,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
111---222호흡양상을 사정한다.

적절한 호흡수,호흡량 등 양상 관찰
횡격막 호흡 유무 관찰

111---333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객담,기침유무를 확인한다.
111---444순환을 사정한다.

맥박 확인.쇼크의 증후가 있는지 확인
(뇌간손상 시 빠른 맥박,심한 발한)

222...의의의식식식수수수준준준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222---111의식수준의 신속한 평가와 재평가를 실시한다.

의식수준의 저하,변화 확인
(초기증상은 안절부절 못함,불안정 같은 변화)

222---222Glasgow ComaScale(GCS)의식수준을 확인한다.
222---333명음통무(AVPU Scale)를 사용하여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333...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한한한다다다...
444...노노노출출출 시시시킨킨킨 후후후,,,머머머리리리부부부터터터 발발발끝끝끝까까까지지지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444---111안면 포함하여,두부,두피 전체를 시진,촉진한다.

두피 열상,뇌조직,함몰골절,조직파편
444---222열상이나 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관찰되면 두부손상을 강력히 의심한다.
444---333비정상적 체위를 관찰한다.

피질박리 경직(비정상의 굴골),제뇌경직(비정상의 신전)
444---444두개골 골절의심 되는 징후를 확인한다.

안구주위의 점상출혈(Racooǹseyes)
귀 뒤쪽 유양돌기 주위의 점상출혈(Battlèssign)
결막하혈종.고실혈종,CSF이루,CSF비루

444---555Halo징후를 확인한다.
444---666다른 장기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444---777피부색,피부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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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상상상태태태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555---111동공 크기,모양,반응,대광반사,외안근의 움직임을 사정한다.
555---222운동,감각을 사정한다.

반마비(hemiplegia;편측마비),반부전마비(hemiparesis)
555---333척추 압통,머리의 비정상 기울어짐 등을 사정한다.

척추 손상 사정,경추 척추 사정
555---444반사의 소실 및 감소를 사정한다.

심부건 반사,각막반사,구토반사
555---555바빈스키 반사를 확인한다.
555---666대뇌기능을 검사한다.

기억력 변화,건망증의 유무,기간,언어장애,실어증 확인
555---777agitation또는 비정상 행동을 관찰한다.

성격변화,인격변화,정신의 황폐화,집중장애,조절 장애,착란
555---888brianstem 검사를 실시한다.

인형의 눈(doll̀seye),안구-전정반사,구토반사
555---999뇌신경 손상을 확인한다.

시력장애,복시,이명,안면운동의 비대칭,현훈,청력장애 등을 확인한다.
555---111000뇌막 자극 증상과 징후,경부경직을 확인한다.

neckstiffness,kerningsign,Brudzinskisign
666...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 징징징후후후를를를 확확확인인인하하하다다다...
666---111두개내압상승 징후를 확인한다.
666---222급격한 의식수준 감소를 확인한다.
666---333동공산대,pinpoint,동공무반응을 확인한다.
666---444운동기능 감소,비정상자세(제뇌,피질박리자세),이완(flaccidity)을 확인한다.
666---555Cushing3징후를 확인한다.:고혈압,서맥,호흡완서
666---666체온상승을 확인한다.
666---777호흡양상을 확인한다.

cheyne-stokes호흡,centralneurogenic
hyper-ventilation,ataxic또는 apneustic호흡

666---888두통,오심,구토,경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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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병병병력력력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777---111 연령을 확인한다.: 64.9세 ,61세 ,60세 고연령은 예후 나쁘다.
777---222 AAA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777---333 MMM 약물,음주 유무를 확인한다.(동공수축제,확장제 사용)
777---444 MMM 혈액응고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777---555 MMM 파상풍 면역접종 유무를 확인한다.
777---666 PPP과거병력을 확인한다.

고혈압,당뇨,심장병,폐질환,간질환,신장질환,정신분열증,수술력
(고혈압,당뇨 예후 나쁘다.)

777---777 LLL금식 유무와 이유를 확인한다.

777---888 EEE손상 기전을 확인한다.
교통사고,오토바이,추락,폭행,운동인지,충격체,충격속도,보호 장비의 사용여부,
자동차의 손상정도,사고당시 자세,외상전후의 상태,사고시간

777---999의식상실 유무,기간을 확인한다.
경막외 혈종에서는 명료기 있을 수 있다.

777---111000두통을 확인한다.
777---111111오심,구토를 확인한다.
777---111222발작여부를 확인한다.
777---111333어지럼증,쇠약 여부를 확인한다.
888...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감감감시시시를를를 한한한다다다...
888---111두개내압 감시한다.ICP20-25mmHg유지

두개내압감시의 적응증:다음 중 2가지 해당하면
입원당시 GCS8점 이하,운동자세,40세 이상,저혈압

888---222혈역학적 감시를 실시한다.
혈압감시,심전도 감시,산소포화도 감시

888---333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량을 감시한다.
mannitol.lasix를 투여 받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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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진진진단단단의의의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999---111 ABGA 가스 분석을 확인한다;고탄산혈증,저산소증을 확인한다.
999---222 전혈구(CBC)검사를 확인한다.

헤마토크릿은 30%정도,헤모글로빈은 10gm/dl유지한다.
999---333 혈청 전해질 검사를 확인한다.;serum sodiume은 135-145mEq/l유지
999---444 Bun/Cr,t-pro,Alb,CK/LD,Ck-MB,Troponin-I를 확인한다.
999---555 혈중/요중 삼투압 검사를 확인한다.

혈청 삼투압은 290-300mOsm/l유지,320mOsm/l이하유지
999---666 혈당을 확인한다.
999---777 CSF비루,이루시 BST 검사를 확인한다.:glucose가 검출되면 CSF
111000...진진진단단단 영영영상상상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111000---111 BrainCT Scan검사를 실시한다.
111000---222 두개골 X-ray검사를 실시한다.
111000---333 경추 X-ray검사를 실시한다.
111000---444 흉부 X-ray를 실시한다.
111000---555 골반 X-ray를 실시한다.
111000---666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다.
111000---777 동맥조영술를 실시한다.
111111...BBBrrraaaiiinnnCCCTTT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111---111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던 경우
111111---222 GCS15점 이하
111111---333 GCS14점 이하
111111---444 GCS13점 이하
111111---555 GCS12점 이하
111111---666 GSC8점 이하
111111---777 의식수준 악화
111111---888 3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999 2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111000지속적인 신경학적 이상
111111---111111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성 동공,1mm이상 차이 날 때,대광반소 소실
111111---111222건망증,기억력 장애,소생술 후 반응이 없거나 혼수
111111---111333국소 신경학적 소견,혼란상태,행동변화
111111---111444극심한 어지럼증,반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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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555두통
111111---111666오심 구토
111111---111777두개골 골절이나 골절이 의심될 때
111111---111888외상 후 경련
111111---111999혈관 응고 장애의 과거력,사용
111111---222000약물,대사 장애,음주
111111---222111두부관통상,두부상처,두피 전층 열상,박탈성 외상
111111---222222전신마취 또는 환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
111111---222333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 때,큰모상하 종창
111222...RRReeepppeeeaaatttBBBrrraaaiiinnnCCCTTT 적적적응응응증증증 (((환환환자자자상상상태태태 변변변화화화 있있있으으으면면면,,,첫첫첫 222444시시시간간간이이이내내내)))
111222---111이차적인 의식 악화,호전이 없을 때
111222---222이차적인 뇌압상승 소견이 보일 때,신경학적 악화
111222---333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111222---444초기 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 좌상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 내에

F/U 한다.
111333...두두두개개개골골골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333---111두피 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111333---222boggyhematoma
111333---333CSF누출
111333---444안와주위 멍
111333---555지속적인 의식저하,
111333---666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111333---777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실 또는 기억상실,오심 또는 구토의 병력
111333---888관통상이 의심될 경우
111333---999환자 진찰이 매우 힘들 경우(예;알코올 중독)
111444...두두두개개개골골골 XXX---rrraaayyy에에에서서서 확확확인인인해해해야야야할할할 것것것
111444---111골절이 있다면 선상인지 함몰 형인지
111444---222석회화된 송과체가 중앙에 있는지
111444---333부비동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지
111444---444두개강내에 공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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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4---555안면골 골절 유무 및 이물질이 있는지
111444---666접형골,전두동의 액체 경계
111555...경경경추추추 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555---111손상의 기전상 경추손상이 강력히 의심될 때
111555---222환자의 신경학적 징후가 경추손상을 의심하게 할 때
111555---333환자의 의식이 악화될 때,
111555---444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서 쇄골 상부의 손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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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AAABBBCCC중중중재재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111---111기도확보,기도관리를 한다.

구강인두 유지기 삽입,기도 유지.
111---222필요하면 흡인을 한다.흡인 전 100%산소 공급한다.
111---333두개골 골절 환자에서 비강흡인을 하지 않는다.
111---444경추 예방 조치(부동)를 한다.두부고정을 한다.

경추손상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111---555척추 고정을 한다.

척수손상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111---555100% 산소로 환기시킨다.

저산소증 예방.
산소분압 최소 70mmHg이상유지

111---666필요하면 기관내관 삽관을 한다.
만일 GCS가 8점 이하,안면손상 등,기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관내관삽관 준비
처방된 이완성 약물제제를 사용한다.

111---777두개내압 상승 환자는 흡인 시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두개내압 상승예방을 위해 흡인 전후로 몇 분간 휴식
기침 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혈관 또는 기관내 투여

222...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
222---111순환을 유지한다.저혈압을 예방한다.

수축기 혈압을 90mmHg이하를 피한다.
MAP90mmHg이상,CPP는 60-70mmHg을 유지한다.

222---222수액을 공급하여 volume유지한다.
222---333빈혈을 교정하기위해 수혈을 한다.
222---444정상체온을 유지한다.

저체온 담요 제공,저체온 유지.
중증두부외상에서 중등도 저체온요법(32-34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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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을을을 예예예방방방한한한다다다...(((일일일반반반적적적 지지지지지지요요요법법법)))
333---111생리적 향상성유지 및 정상 혈량을 유지한다.
333---222머리를 30도 상승시킨다.

중립적인 두부정렬,목의 심한 굴골이나 신전은 피한다.
골반,무릎 굴곡 최소화(통나무 굴리기식 체위변경)

333---333ICP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한다.
333---444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골판을 누르지 않는다.
333---555흉곽내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피한다.

기침,힘주어 배변보기,재채기
변비 있으면 변완화제 투여

333---666진정제,마비제,진통제를 투여한다.
444...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을을을 치치치료료료한한한다다다...
444---111삼투성 mannitol 또는 lasix를 투여한다.
444---222항경련제를 투여한다.
444---333과호흡을 시킨다.PaCo230-35mmHg유지

다른 처치에도 뇌압이 증가하는 경우,
중등도(동공의 산대,제뇌 및 제피질 자세,의식상태의 악화)때 시행한다.
예방적 과호흡은 손상 후 첫 20시간동안은 피한다.

444---444고용량 Barbiturate요법(barbituratecoma)을 실시한다.
444---555고장성 수액 투여한다.

444---666응급감압 천공술를 실시한다.

555...상상상처처처관관관리리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555---111출혈은 지혈시키고,멸균 압박 드레싱을 한다,
555---222CSF누출 있으면 느슨하게 멸균드레싱을 한다.
555---333두피 열상을 봉합한다.
555---444상처는 세척하고 필요하면 정리(debrided)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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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처처처방방방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적적적절절절한한한 약약약물물물치치치료료료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666---111 처방에 따라 수액을 투여한다.
666---222 Ringer·slactate를 투여한다.
666---333 처방에 따라 삼투성 제제 Mannitol을 투여한다.

Mannitol(0.25-1g/kg)을 bolus로 over5min투여,
혈청삼투압이 320mOsm/L을 넘지 않도록 한다.

666---444 처방에 따라 lasix를 투여한다.
666---555 Benzodiazepines을 투여한다.

경련을 조절하기 위해 phenytoin과 함께 사용
경련 발생하면 10mg을 주고 멈추지 않으면 30mg까지 반복하여 정주
호흡 면밀히 관찰

666---666 항 경련제 Phenytoin을 투여한다.
20mg/kg을 분당 50mg이하의 속도로 투여.혈압이나 심전도 감시

666---777처방에 따라 고용량 Barbiturate요법(barbituratecoma)을 실시한다.
phenytoin,diazepam 투여해도 간질 발생하면
loadingdose;10mg/kg초기용량 투여
5mg/kgevery1hr×3doses,maintenance:1mg/kg/hr

666---888 통증 경감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한다.(acetaminopen)
666---999 고체온증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666---111000흥분조절,불안감소를 위해 진정제,마비제 투여한다.
666---111111고혈당을 조절한다.
666---111222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한다.(vecuronium)
666---111333기관내관 삽입시 RSI약물을 사용한다.

barbiturate,thiopental,etomidate,vecuronium,lidocaine
succhinylcholin은 두개내압상승을 유발한다.

666---111444진토제를 투여한다.
666---111555두개기저부 골절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다.(ceftriaxone)
666---111666항 파상풍 면역제를 투여한다.
666---111777stressulcerprophylaxis을 투여한다.
666---111888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다.labetalol,propranolol,Esmolol,nitroprusside.

칼슘통로차단제나 질산염제제는 뇌압 상승시킬 수 있다
666---111999쇽시 뇌관류 유지위해 승압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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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약약약물물물부부부작작작용용용을을을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888...영영영양양양을을을 공공공급급급한한한다다다...
888---111 영양을 공급한다.
888---222 체액과 전해질 관리한다.수분배설량 측정한다.

소변량 관찰
999...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간간간호호호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999---111 낙상방지,난간을 올려준다.
999---222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조용한 환경
999---333 비위관을 삽입한다.

압력을 낮추고 흡인 위험 감소,영양공급
999---444 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 시 구강으로 삽입한다.
999---555 DVT,폐색전증 예방위해 antiembolicstocking을 적용한다.
999---666 과거에 사용하던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된 신체적,인지적 능력에 적응하도록

한다.
999---777 가족을 안심시킨다.가족상담,지지집단을 제공한다.
999---888 성격변화,인지변화,기억력장애,불안정 증가가 두부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린다.
999---999 가족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의 단기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계속

해서 격려한다.
111000...수수수술술술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000---111함몰골절이 두개골 판의 두께보다 더 함몰된 경우와 뇌경막이 파열된 경우,

5mm이상 깊게 함몰시
111000---222개방성골절이면서 뇌척수액이 유출,또는 방사선학적상 기뇌증
111000---333경막상 혈종;혼수,국소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111000---444경막하 혈종;혈종제거가 원칙,혈종의 양이 적고 두개내압상승의 징후 없으면 관

찰한다.
111000---555midlineshift가 5mm 또는 그 이상이면 수술
111000---666뇌실질내 혈종;20cc이상 masseffect있는 경우
111000---777두개내압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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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경경경과과과관관관찰찰찰을을을 위위위해해해 입입입원원원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111---111 두개골 골절
111111---222 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111111---333 중등도 두부손상(GCS9-13)인 모든 환자
111111---444 GCS13-14점
111111---555 일시적인 의식소실,외상 후 기억상실이 있는 환자
111111---666 국소 신경학적 결손,CSF이루,CSF비루가 있을 때
111111---777 CT scanner가 없거나 소견이 비정상일 때
111111---888 과거력이 있을 때 (예,항응고제 복용)
111111---999 귀가 조치 시 동반자를 신뢰하기 힘들 때
111111---111000두부손상이 관통상,
111111---111111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내원하기 힘들 때
111111---111222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
111111---111333알코올 숙취나 약물 중독이 심할 때
111111---111444동반 손상이 있을 때,
111111---111555외상 후 경련
111111---111666지속적이 두통,오심,구토
111111---111777학대가 의심될 때
111222...귀귀귀가가가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222---111 입원 적응증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한다.
111222---222 만일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고 증상이 없고 몇 시간 관찰 후에도 정상이다.
111222---333 중등도(GCS9-13)의 환자가 향상될 때
111222---444 GCS점수가 15점이고,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

이 없는 경우
111222---555 GCS가 15점이고 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 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있으나,초기 CT상 정상 혹은 경미한 두개강내 병변이 있는 경우
111222---666 정상 두부 CT 소견
111222---777 GCS15점
111222---888 저 위험 증상(무증상,경증의 두통,어지럼증 또는 작은 두피손상)
111222---999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돌 볼 수 있다.
111222---111000클리닉 추후관찰이 가능하다
111222---11111130분이 내 거리에 거주,이상 있으면 조기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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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주주주의의의사사사항항항 ;;;기기기억억억하하하기기기 힘힘힘들들들므므므로로로 메메메모모모지지지에에에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준준준다다다...
111333---111적어도 24시간 동안 두통,오심,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111333---222첫 2일 동안 대상자가 잠자는 중이라면 3-4시간 간격으로 깨워서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있는 장소와 간호제공자의 이름을 물어본다.
111333---333통증경감을 위해 4시간마다 acetaminophen을 복용할 것이다.acetaminophen보다

강한 진통제나 진정제는 먹지 않는다.
111333---444첫 24시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정제,수면제,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다.
111333---555Aspirin같은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111333---666손상부위의 부종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적용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으면

병원으로 재 내원 한다.
111333---77712-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더 좋아졌다고 느낀 후에 다시 정상 활동을 시

작할 수 있다.
111333---888적어도 48시간 동안 힘주는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코를 풀거나 귀 청소를 하지

않는다.
111333---999두개골 골절환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코를 세게 잡거나 푸는 일,packing은 하

지 않는다.
111444...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다다다시시시 병병병원원원을을을 방방방문문문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한한한다다다...
111444---111의식 저하,기면상태 또는 점차 깨어나기 힘든 경우
111444---222비정상적인 맥박
111444---333비정상적인 호흡형태
111444---444비정상적 행동
111444---555비대칭 동공 크기,무반응,반사 이상,안구운동이상
111444---666팔 다리의 근력약화나 감각이상
111444---777흐린 시야,복시
111444---888경련,발작
111444---999어눌한 언어
111444---111000어지럼증이 심하여질 때
111444---111111두통 ,악화
111444---111222오심,구토
111444---111333귀나 코로 분비물 누출
111444---111444손상부위의 점점 심해지는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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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두부손상은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 중의 하나로서 빠른 진단 및
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두부손상은 어느 상황이나,어느 연령 때나 일어날 수 있는 특수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지식과 임상경험으로 환자를 제대로 사정하고 간호하는 것
은 간호사로서 중요한 업무적 책임이며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계획을 세우고 환자
사정과 감시,환자들이 회복되는 동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Woodrow
(2000).
두부손상환자의 사정 도구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김해리나(2004)에 의해 개발

된 뇌손상 초기 사정 도구가 있는데, 김해리나(2004)는 22개의 국내,외 문헌고찰
을 분석하여 11개의 큰 영역,일반정보,건강관련 정보와 8개의 신체 체계,신경계,
호흡기계,순환기계,근골격계,위장계,비뇨,생식기계,피부계로 나누어 뇌손상 환
자의 초기 사정 도구를 개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간호사정,
간호중재에 대한 최신 문헌을 종합,분석하여 간호사정,간호중재 2개의 영역에서
각각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이를 ATLS 프로토콜에 따라 간호사정 영역을 ABC
사정,의식수준 확인,활력징후 측정,노출시킨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정,신경학
적 상태 확인으로 나누고 두개내압상승의 징후,병력,혈역학적 감시,진단의학 검
사,진단 영상학 검사,BrainCT의 적응증,RepeatBrainCT의 적응증,두개골
X-ray의 적응증,두개골 X-ray에서 확인해야할 것,경추 X-ray의 적응증을 추가
하였다. 간호중재 영역은 14개의 영역으로,ABC 중재,활력징후 유지,두개내압
상승 예방,두개내압상승 치료,상처관리,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약물 부작용 감
시,영양 공급,일반적인 간호,수술 적응증,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
귀가 적응증,퇴원환자 교육,퇴원환자의 교육 중,다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
로 나누었다.환자사정,진단 영상학 검사,귀가 또는 입원,관찰해야하는 환자의
적응증 항목은 SIGN에서 개발된 두부손상환자의 초기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항목이 일치하였다.김해리나는 뇌손상환자의 사정도구를 개발,개발된 초기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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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하여 임상현장에서 두부손상 환자를 사정하는데 평균 25.2분이 소요되
었는데,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응급실 임상현장에 적용한 실무적합성
검증을 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 문헌고찰 결과 23개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의식
수준 확인,활력징후 측정,동공크기 모양,반응,대광반사,외안근의 움직임 사정,
혈역학적 감시,두개내압 상승치료에서 삼투성 mannitol투여였다.전문가 타당도
에서 100%의 합의를 이룬 항목은 활력징후 측정,신경학적 상태 확인,두개내압상
승 징후 확인,RepeatbrainCT 적응증이었다.이는 두부손상 환자의 사정영역에
서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상태 확인을 확인해야한다는 Arbour,Cunning,Houdek,
andFrankle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으며,또한 뇌손상의 억제,뇌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두개압상 상승 증후 확인,또한 BrainCT 실시를 통해 두개내 병소를
확인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재내원 적응증 모두 100%의 전문가 합의를 이루
었는데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이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안을 감소시킴으
로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문헌고찰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
여주어 응급실에 두부손상으로 내원하여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재내원에 대한 환
자 교육과 주의사항에 대한 퇴원교육이 이루어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그 외 기
도,호흡,순환을 확인하고 기도,호흡,순환을 유지,노출시킨 후 머리부터 발끝까
지 관찰,신경학적 상태 사정은 95% 이상의 높은 합의률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ATLS 프로토콜에 의한 두부손상 환자의 사정과 중재가 중요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두부손상 환자의 간호사정과 간호중재는 간호학,의학

적 정보를 통합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간호학적,의학적 치료방향에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신규 간호사들 및 응급
실로 이동한 경력 간호사들에게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또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간호대학교수,응급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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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호사와 응급실 경력 5년 이상 임상간호사를 포함시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점은 임상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두
부손상 환자의 경증,중등증,중증의 중증도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지 않은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두부손상은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면서,외상 사망의
분포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며,6시간 이내의 사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발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은 임상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속한고 적극적인 두부손상 환자에 대한 중재를 통해 외상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응급분야에서 일반간호사의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급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응급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와 자율성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현심,2004)이다.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 수행 자율성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써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대상
자를 위한 신속한 관리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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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국내 교과서와 학술지 분석을 통해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간호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로,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로 내원하
는 두부손상환자를 위해한 간호사정,간호중재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체계적인 간호사정과
간호중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두부손상 환자의 중재와 치료 시 간호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응급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두부손상 응급
환자를 위한 간호실무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해당 임상문제 확인 과정은 간호사정,간호중재의

주요 문제와 범위를 관련 문헌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국내외
학술지,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를 고찰하여 두부손상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정 15개,간호중재14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각각 간호
사정 영역에서 109개 세부항목,간호중재 영역에서 119개의 세부 항목을 추출하여
이를 ATLS의 프로토콜에 따라 작성하였다.
이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에 통해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110개 세부

항목과 간호중재 영역 14개 항목,121개의 세부 항목으로 수정하여 예비가이드라인을
작성,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6년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20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였다.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하여 간호사정 109개,간호중재 117개,총 2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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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가이드라인은 두부손상 응급환자에 대한 문헌 간호학 교과서 7개,의학
교과서 6개와 간호학 학술지 6개,의학 학술지 9개,총 28개를 고찰하여 두부손상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정영역을 15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109개의 세부 항목
을 선정하였다.항목으로는 ABC 사정,의식수준 확인,활력징후 측정,노출시킨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정,신경학적 상태 확인,두개내압상승의 징후 확인,병력,
혈역학적 감시,진단의학 검사,진단 영상학 검사,BrainCT 적응증,RepeatBrain
CT 적응증,두개골 X-ray적응증,두개골 X-ray에서 확인해야할 것,경추 X-ray
적응증으로 나누었다.간호중재영역은 1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119개의 세부 항
목으로 선정하였다.항목으로는 ABC중재,활력징후 유지,두개내압상승 예방,두
개내압상승 치료,상처관리,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약물 부작용 감시,영양 공급,
일반적인 간호,수술위한 환자준비,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귀가 적
응증,퇴원환자 교육,퇴원환자의 교육 중,다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로 나누
었다.

2.예비 가이드라인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추출된 간호사정 15개 항목 109개
세부항목과 간호중재 14개 항목 119개 세부항목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간호사정 15개 항목 110개 세부항목과 간호중재 14개 항목 121개 세부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3.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간호사정 110개,간호중재 121개,
총 231개의 항목 중 100%의 항목은 간호사정 영역 15개 항목에서 활력징후 측정,
신경학적 상태 확인,두개내압상승 징후 확인,RepeatBrainCT 적응증 모두가
100%의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고,그 외 총 85개 항목이 100%에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간호중재 영역은 14개 항목 중 두개내압상승 예방,재내원 적응증 모두
100%의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으며,그 외 총 70개 항목이 100%에서 전문가 합의
를 이루었다.CVI80%이하로 삭제된 항목은 간호사정 역역에서 성별 확인,간호
중재 영역에서 흉부물리요법과 잦은 체위변경,두개내압상승치료에서 저체온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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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와 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가 삭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사정과 간호중재의 항목을 보면 간호사정영역에서
ABC 사정,의식수준 확인,활력징후 측정,노출시킨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정,
신경학적 상태 확인,두개내압상승의 징후,병력,혈역학적 감시,진단의학 검사,
진단 영상학 검사,BrainCT 적응증,RepeatBrainCT 적응증,두개골 X-ray적
응증,두개골 X-ray에서 확인해야할 것,경추 X-ray적응증으로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하는 두부손상환자의 초기 사정에 있어 필요한 항목들로 대부분 적절하다고
검증되었다.또한 간호중재의 항목은 ABC중재,활력징후 유지,두개내압상승 예
방,두개내압상승 치료,상처관리,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약물 부작용 감시,영양
공급,일반적인 간호,수술위한 환자준비,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해야하는 경우,귀
가 적응증,퇴원환자 교육,퇴원환자의 교육 중,다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경우로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서 대부분 적절하다고 검증되었다.따라서
본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응급실 임상환경과 응급실 환자의 특
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응급간호의 지침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결국 두부손상은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중의 하나이며 외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빠른 진단 및 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두부손상환자를 간호하는
응급실간호사의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임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간호사정에 따른 진단에 따라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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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본 연구를 확대하여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도록 제언한다.

2)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직접 응급실에서 사용하여,실무 적합성
평가 연구 ,임상적용 타당도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3)본 연구는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경증,중등증,중증으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할 것을 제언한다.

4)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으로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 수행 자율성 수
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를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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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C 사정한
다.

111---333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객담,기침유무를 확인한다.

2.의식수준을 확
인한다.

222---333명음통무(AVPU Scale)방법을 사용하여 의식수준을 확인한
다.

4.노출 시킨 후,
머리부터 발끝
까지 관찰한
다.

444---777피부색,피부상태,욕창 유무를 확인한다.

5.신경학적 상태
를 사정한다.

555---111000뇌막 자극 증상과 징후,경부경직을 확인한다.
neckstiffness,kerningsign,Brudzinskisign

6. 두개내압상승
징후를 확인한
다.

666---888 두통,오심,구토,경련,유두부종을 확인한다.

7.병력을 확인한
다.

777---222 성별을 확인한다.
777---333 AAA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777---888 LLL금식 유무와 이유를 확인한다.

9.진단의학 검사
를 실시한다.

999---444 Bun/Cr,t-pro,Alb,CK/LD,
Ck-MB,Troponin-I,Troponin-I를 확인한다.

11. Brain CT
적응증

111111---222 GCS15점 이하
111111---333 GCS14점 이하
111111---444 GCS13점 이하
111111---555 GCS12점 이하
111111---666 GSC8점 이하
111111---888 3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999 2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111888외상 후 경련
111111---111999혈관 응고 장애의 과거력,사용
111111---222000약물,대사장애,음주
111111---222222전신마취 또는 환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
111111---222333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 때,큰모상하 종창

12.Repeat Brain
CT 적응증

111222---111 이차적인 의식의 악화,호전이 없을 때
111222---222 이차적인 뇌압상승의 소견이 보일 때 .신경학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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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에에에서서서 555개개개미미미만만만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항항항목목목 (((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항항항목목목

111222---333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111222---444초기 brain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좌상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 내에 F/U 한다.
13. 두개골X-ray

적응증
111333---111두피 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111333---222boggyhematoma
111333---555지속적인 의식저하,
111333---666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111333---777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실 또는 기억상실,오심 또는 구

토의 병력
111333---888관통상이 의심될 경우
111333---999환자의 진찰이 매우 힘들 경우

14.두개골 X-ray
에서 확인해
야할 것

111444---111골절이 있다면 선상인지 함몰형인지 확인한다.
111444---222석회화된 송과체가 중앙에 있는지 확인한다.
111444---333부비동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지 확인한다.
111444---555안면골 골절 유무 및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15. 경추 X-ray
적응증

111555---333환자의 의식이 악화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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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에에에서서서 555개개개미미미만만만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항항항목목목

1.ABC 중재를 한
다.

111---333 두개골 골절 환자에서 비강흡인을 하지 않는다.
111---777 ventilatorsetting

PaCo235-40mmHg,PaO270mmHg이상 유지
PEEPmode는 ICP상승환자에서는 피한다.

222---333 빈혈을 교정하기위해 수혈을 한다.
333---444 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골판을 누르지 않는다.

6.처방에 따라 적
절한 약물치료를
제공한다.

666---111444기관내관 삽입 시 RSI약물을 사용한다.
barbiturate, thiopental, etomidate, succhinylcholin,
vecuronium,lidocaine

666---111555진토제를 투여한다.
666---111888stressulcerprophylaxis를 투여한다.
666---111999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다.

Labetalol,propranolol,Esmolol,nitroprusside
칼슘통로차단제나 질산염제제는 뇌압 상승시킬 수 있다

9.일반적인 간호
를 제공한다.

999---111 낙상방지,난간을 올려준다.
999---222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조용한 환경
999---333 재활,ROM 운동을 해준다.
999---666 DVT,폐색전증 예방위해 compressiondevices를 적용한다.
999---777 성격변화,인지변화,기억력장애,불안정 증가가 두부손상으

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린다.
999---888 과거에 사용하던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된 신체적,인지

적 능력에 적응하도록 한다.
999---999 가족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의 단기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격려한다.
999---111000가족을 안심시킨다.
999---111111가족상담,지지집단

10.수술 적응증 111000---777뇌좌상
111000---888응급감압 천공술(두개내압상승)

11.경과관찰을 위
해 입원해야 하
는 경우

111111---111두개골 골절
111111---222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111111---333GCS15이하
111111---444GCS13-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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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에에에서서서 555개개개미미미만만만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항항항목목목

111111---555 중등도 두부손상(GCS9-13)인 모든 환자
111111---666 일시적인 의식소실,외상 후 기억상실
111111---777 국소 신경학적 결손,CSF이루,CSF비루가 있을 때
111111---888 BrainCT scanner가 없거나 소견이 비정상일 때
111111---999 과거력이 있을 때 (예,항응고제 복용)
111111---111000두부손상이 관통상,동반 손상이 있을 때,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
알코올 숙취나 약물 중독이 심할 때,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내원하기 힘들 때

111111---111111귀가 조치 시 동반자를 신뢰하기 힘들 때
111111---111222외상 후 경련
111111---111333지속적이 두통,오심,구토
111111---111444학대가 의심될 때

12.귀가 적응증 111222---111 입원의 적응증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한다.
111222---222 만일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고 증상이 없고 몇 시

간 관찰 후에도 정상이다
111222---333 중등도(GCS9-13)의 환자가 향상될 때
111222---444 GCS점수가 15점이고,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없는 경우
111222---555 정상 두부 CT 소견
111222---666 GCS15점
111222---777 저 위험 증상(무증상,경증의 두통,어지러움증 또는 작은

두피손상)
111222---999 클리닉 추후관찰이 가능하다
111222---11100030분이 내 거리에 거주,이상 있으면 조기 올 수 있다.

13.퇴원 환자 교
육

111333---111 적어도 24시간 동아 두통,오심,어지럼증을 경험할 수 있
음을 인식시킨다.

111333---222 첫 2일 동안 대상자가 잠자는 중이라면 3-4시간 간격으로
깨워서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있는 장소와 간호제공자의 이
름을 물어본다.

111333---444 첫 24시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정제,수면제,알코올
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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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에에에서서서 555개개개미미미만만만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항항항목목목

111333---555 Aspirin같은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111333---666 손상부위의 부종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적용한다. 더 부

으면 병원으로 재 내원 한다.
111333---777 12-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
111333---888 적어도 48시간 동안 힘주는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코를

풀거나 귀 청소를 하지 않는다.
111333---999 두개골 골절환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코를 세게 잡거나

푸는 일,packing은 하지 않는다.
14.퇴원 환자 교
육 (다시 병원
을 방문해야 하
는 경우)한다.

111444---222 맥박수 이상:분당 60회이하이거나 120회 이상
111444---333 비정상적인 호흡형태
111444---999 어눌한 언어
111444---111000어지럼증이 심하여질 때
111444---111333귀나 코로 분비물 누출
111444---111444손상부위의 점점 심해지는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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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 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영영영역역역에에에서서서 삭삭삭제제제,,,수수수정정정,,,추추추가가가된된된 항항항목목목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항항항목목목

4. 노출시킨 후,머
리부터 발끝까지
관찰한다.

삭제:‘피부색,피부상태,욕창 유무를 확인한다’에서
‘욕창 유무’를 삭제

6.두개내압상승
징후를 확인하다.

삭제:‘두통,오심,구토,경련,유두부종을 확인한다’에서
유두부종을 삭제

10.진단영상학 검사
를 실시한다.

삭제:‘BrainMRI를 실시한다’
추가:‘골발 X-ray를 실시한다’

15.경추 X-ray 적
응증

추가:‘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서 쇄골 상부의 손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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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영영영역역역에에에서서서 삭삭삭제제제,,,수수수정정정,,,추추추가가가된된된 항항항목목목
항항항목목목 세세세부부부 항항항목목목

1.ABC 중재를 한
다.

수정:기도확보,기도관리를 한다.
‘과신전을 피하고 하악거상법 사용에서
‘과신전을 피하고 하악거상법을 사용한다’를
‘구강인두 유지기를 사용한다’로 수정

추가:척추고정을 한다
추가:흉부물리요법과 체위변경을 한다.
추가:두개내압 상승환자는 흡인시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삭제:　ventilatorsetting

4.두개내압상승
치료를 한다.

수정:삼투성 mannitol을 투여한다’와,‘lasix를 투여한다’를
‘삼투성 mannitol또는 lasix를 투여한다’로 수정

3.두개내압상승 예
방한다

삭제:‘두개내압상승 예방에서 흉곽내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피한
다’내용 중
‘기침반사를 위해 lidocaine을 투여한다’는 삭제

6.처방에 따라 적
절한 약물치료를
제공한다.

수정:신경근 차단제 pancronium을 투여한다
‘pancronium’을 ‘vecuronium’으로 수정

9.일반적인 간호
를 제공한다.

삭제:재활,ROM 운동을 해준다.
수정:‘DVT,폐색전증 예방위해 compressiondeivices를 적용한

다’를 ‘compressiondevices를 적용한다’로 수정
수정:‘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 시

주의한다’를
‘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 시
구강으로 삽입 한다’로 수정

10.수술 적응증 삭제:뇌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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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예예예비비비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항항항목목목

111...AAABBBCCC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111---111기도를 사정한다.

기도폐쇄,분비물,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
111---222호흡양상을 사정한다.

적절한 호흡수,호흡량 등 양상 관찰
횡격막 호흡 유무 관찰

111---333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객담,기침유무를 확인한다.
111---444순환을 사정한다.

맥박 확인.쇼크의 증후가 있는지 확인
(뇌간손상 시 빠른 맥박,심한 발한)

222...의의의식식식수수수준준준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222---111의식수준의 신속한 평가와 재평가를 실시한다.

의식수준의 저하,변화 확인
(초기증상은 안절부절 못함,불안정 같은 변화)

222---222Glasgow ComaScale(GCS)의식수준을 확인한다.
222---333명음통무(AVPU Scale)를 사용하여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333...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한한한다다다...
444...노노노출출출 시시시킨킨킨 후후후,,,머머머리리리부부부터터터 발발발끝끝끝까까까지지지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444---111안면 포함하여,두부,두피 전체를 시진,촉진한다.

두피 열상,뇌조직,함몰골절,조직파편
444---222열상이나 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관찰되면 두부손상을 강력히 의심한다.
444---333비정상적 체위를 관찰한다.

피질박리 경직(비정상의 굴골),제뇌경직(비정상의 신전)
444---444두개골 골절의심 되는 징후를 확인한다.

안구주위의 점상출혈(Racooǹseyes)
귀 뒤쪽 유양돌기 주위의 점상출혈(Battlèssign)
결막하혈종.고실혈종,CSF이루,CSF비루

444---555Halo징후를 확인한다.
444---666다른 장기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444---777피부색,피부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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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예예예비비비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계계계속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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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상상상태태태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555---111동공 크기,모양,반응,대광반사,외안근의 움직임을 사정한다.
555---222운동,감각을 사정 한다.

반마비(hemiplegia;편측마비),반부전마비(hemiparesis)
555---333척추 압통,머리의 비정상 기울어짐 등을 사정한다.

척추 손상 사정,경추 척추 사정
555---444반사의 소실 및 감소를 사정한다.

심부건 반사,각막반사,구토반사
555---555바빈스키 반사를 확인한다.
555---666대뇌기능을 검사한다.

기억력 변화,건망증 유무,기간,언어장애,실어증 확인
555---777agitation또는 비정상 행동을 관찰한다.

성격변화,인격변화,정신의 황폐화,집중장애,조절 장애,착란
555---888brianstem 검사를 실시한다.

인형의 눈(doll̀seye),안구-전정반사,구토반사
555---999뇌신경 손상을 확인한다.

시력장애,복시,이명,안면운동의 비대칭,현훈,청력장애 등을 확인한다.
555---111000뇌막 자극 증상과 징후,경부경직을 확인한다.

neckstiffness,kerningsign,Brudzinskisign
666...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 징징징후후후를를를 확확확인인인하하하다다다...
666---111두개내압상승 징후를 확인한다.
666---222급격한 의식수준 감소를 확인한다.
666---333동공산대,pinpoint,동공무반응을 확인한다.
666---444운동기능 감소,비정상자세(제뇌,피질박리자세),이완(flaccidity)을 확인한다.
666---555Cushing3징후를 확인한다.:고혈압,서맥,호흡완서
666---666체온상승을 확인한다.
666---777호흡양상을 확인한다.

cheyne-stokes호흡,centralneurogenic
hyper-ventilation,ataxic또는 apneustic호흡

666---888두통,오심,구토,경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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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병병병력력력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777---111 연령을 확인한다.: 64.9세 ,61세 ,60세 고연령은 예후 나쁘다.
777---222 성별을 확인한다.
777---333 AAA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777---444 MMM 약물,음주 유무를 확인한다.(동공수축제,확장제 사용)
777---555 MMM 혈액응고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777---666 MMM 파상풍 면역접종 유무를 확인한다.
777---777 PPP 과거병력을 확인한다.

고혈압,당뇨,심장병,폐질환,간질환,신장질환,정신분열증,수술력
(고혈압,당뇨 예후 나쁘다.)

777---888 LLL금식 유무와 이유를 확인한다.

777---999 EEE손상 기전을 확인한다.
교통사고,오토바이,추락,폭행,운동인지,충격체,충격속도,보호 장비의 사용
여부,자동차의 손상정도,사고당시 자세,외상전후의 상태,사고시간

777---111000의식상실 유무,기간을 확인한다.
경막외 혈종에서는 명료기 있을 수 있다.

777---111111두통을 확인한다.
777---111222오심,구토를 확인한다.
777---111333발작여부를 확인한다.
777---111444어지럼증,쇠약 여부를 확인한다.
888...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감감감시시시를를를 한한한다다다...
888---111 두개내압 감시한다.ICP20-25mmHg유지

두개내압감시의 적응증:다음 중 2가지 해당하면
입원당시 GCS8점 이하,운동자세,40세 이상,저혈압

888---222 혈역학적 감시를 실시한다.
혈압감시,심전도 감시,산소포화도 감시

888---333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량을 감시한다.
mannitol.lasix를 투여 받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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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진진진단단단의의의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999---111 ABGA 가스 분석을 확인한다;고탄산혈증,저산소증을 확인한다.
999---222 전혈구(CBC)검사를 확인한다.

헤마토크릿은 30%정도,헤모글로빈은 10gm/dl유지한다.
999---333 혈청 전해질 검사를 확인한다.;serum sodiume은 135-145mEq/l유지
999---444 Bun/Cr,t-pro,Alb,CK/LD,Ck-MB,Troponin-I를 확인한다.
999---555 혈중/요중 삼투압 검사를 확인한다.

혈청 삼투압은 290-300mOsm/l유지,320mOsm/l이하유지
999---666 혈당을 확인한다.
999---777 CSF비루,이루시 BST 검사를 확인한다.:glucose가 검출되면 CSF
111000...진진진단단단 영영영상상상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111000---111 BrainCT Scan검사를 실시한다.
111000---222 두개골 X-ray검사를 실시한다.
111000---333 경추 X-ray검사를 실시한다.
111000---444 흉부 X-ray를 실시한다.
111000---555 골반 X-ray를 실시한다.
111000---666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다.
111000---777 동맥조영술를 실시한다.
111111...BBBrrraaaiiinnnCCCTTT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111---111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던 경우
111111---222 GCS15점 이하
111111---333 GCS14점 이하
111111---444 GCS13점 이하
111111---555 GCS12점 이하
111111---666 GSC8점 이하
111111---777 의식수준 악화
111111---888 3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999 2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111000지속적인 신경학적 이상
111111---111111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성 동공,1mm이상 차이 날 때,대광반소 소실
111111---111222건망증,기억력 장애,소생술 후 반응이 없거나 혼수
111111---111333국소 신경학적 소견,혼란상태,행동변화
111111---111444극심한 어지럼증,반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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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555두통
111111---111666오심 구토
111111---111777두개골 골절이나 골절이 의심될 때
111111---111888외상 후 경련
111111---111999혈관 응고 장애의 과거력,사용
111111---222000약물,대사장애,음주
111111---222111두부관통상,두부상처,두피 전층 열상,박탈성 외상
111111---222222전신마취 또는 환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
111111---222333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 때,큰모상하 종창
111222...RRReeepppeeeaaatttBBBrrraaaiiinnnCCCTTT 적적적응응응증증증 (((환환환자자자상상상태태태 변변변화화화 있있있으으으면면면,,,첫첫첫 222444시시시간간간이이이내내내)))
111222---111 이차적인 의식 악화,호전이 없을 때
111222---222 이차적인 뇌압상승 소견이 보일 때,신경학적 악화
111222---333 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111222---444 초기 Brain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 좌상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

내에 F/U 한다.
111333...두두두개개개골골골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333---111 두피 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111333---222 boggyhematoma
111333---333 CSF누출
111333---444 안와주위 멍
111333---555 지속적인 의식저하,
111333---666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111333---777 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실 또는 기억상실,오심 또는 구토의 병력
111333---888 관통상이 의심될 경우
111333---999 환자의 진찰이 매우 힘들 경우(예;알코올 중독)
111444...두두두개개개골골골 XXX---rrraaayyy에에에서서서 확확확인인인해해해야야야할할할 것것것
111444---111 골절이 있다면 선상인지 함몰형인지
111444---222 석회화된 송과체가 중앙에 있는지
111444---333 부비동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지
111444---444 두개강내에 공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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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4---555안면골 골절 유무 및 이물질이 있는지
111444---666접형골,전두동의 액체 경계
111555...경경경추추추 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555---111손상의 기전상 경추손상이 강력히 의심될 때
111555---222환자의 신경학적 징후가 경추손상을 의심하게 할 때
111555---333환자의 의식이 악화될 때,
111555---444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서 쇄골 상부의 손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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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AAABBBCCC중중중재재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111---111기도확보,기도관리를 한다.

구강인두 유지기 삽입,기도 유지.
111---222필요하면 흡인을 한다.흡인 전 100%산소 공급한다.
111---333두개골 골절 환자에서 비강흡인을 하지 않는다.
111---444경추 예방 조치(부동)를 한다.두부고정을 한다.

경추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111---555척추 고정을 한다.

척수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111---555100% 산소로 환기시킨다.

저산소증 예.
산소분압 최소 70mmHg이상유지

111---666필요하면 기관내관 삽관을 한다.
만일 GCS가 8점 이하,안면손상 등,기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관내관삽관 준비
처방된 이완성 약물제제를 사용한다.

111---777흉부 물리요법과 잦은 체위변경을 한다.
111---888두개내압 상승 환자는 흡인 시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두개내압 상승예방을 위해 흡인 전후로 몇 분간 휴식
기침 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혈관 또는 기관내 투여

222...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
222---111순환을 유지한다.저혈압을 예방한다.

수축기 혈압을 90mmHg이하를 피한다.
MAP90mmHg이상,CPP는 60-70mmHg을 유지한다.

222---222수액을 공급하여 volume유지한다.

222---333빈혈을 교정하기위해 수혈을 한다.
222---444정상체온을 유지한다.

저체온 담요 제공,저체온 유지.
중증두부외상에서 중등도 저체온요법(32-34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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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을을을 예예예방방방한한한다다다...(((일일일반반반적적적 지지지지지지요요요법법법)))
333---111생리적 향상성유지 및 정상 혈량을 유지 한다.
333---222머리를 30도 상승시킨다.

중립적인 두부정렬,목의 심한 굴골이나 신전은 피한다.
골반,무릎 굴곡 최소화(통나무 굴리기식 체위변경)

333---333ICP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한다.
333---444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골판을 누르지 않는다.
333---555흉곽내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피한다.

기침,힘주어 배변보기,재채기
변비 있으면 변완화제 투여

333---666진정제,마비제,진통제를 투여한다.
444...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을을을 치치치료료료한한한다다다...
444---111삼투성 mannitol 또는 lasix를 투여한다.
444---222항경련제를 투여한다.
444---333과호흡을 시킨다.PaCo230-35mmHg유지

다른 처치에도 뇌압이 증가하는 경우,
중등도(동공의 산대,제뇌 및 제피질자세,의식상태의 악화)때 시행한다.
예방적 과호흡은 손상 후 첫 20시간동안은 피한다.

444---444고용량 Barbiturate요법(barbituratecoma)을 실시한다.
444---555고장성 수액 투여한다.
444---666저체온요법를 실시한다,
444---777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한다.ICP20-25mmHg유지한다.
444---888응급감압 천공술를 실시한다.
555...상상상처처처관관관리리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555---111출혈은 지혈시키고,멸균 압박 드레싱을 한다,
555---222CSF누출 있으면 느슨하게 멸균드레싱을 한다.
555---333두피 열상을 봉합을 한다.
555---444상처는 세척하고 필요하면 정리(debrided)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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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처처처방방방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적적적절절절한한한 약약약물물물치치치료료료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666---111 처방에 따라 수액을 투여한다.
666---222 NS또는 0.45% 식염수+D5w를 투여한다.
666---333 Ringer·slactate를 투여한다.
666---444 처방에 따라 삼투성 제제 Mannitol을 투여한다.

Mannitol(0.25-1g/kg)을 bolus로 over5min투여,
혈청삼투압이 320mOsm/L를 넘지 않도록 한다.

666---555 처방에 따라 lasix를 투여한다.
666---666 Benzodiazepines을 투여한다.

경련을 조절하기 위해 phenytoin과 함께 사용
경련 발생하면 10mg을 주고 멈추지 않으면 30mg까지 반복하여 정주
호흡 면밀히 관찰

666---777 항 경련제 Phenytoin을 투여한다.
20mg/kg을 분당 50mg이하의 속도로 투여.혈압이나 심전도 감시

666---888처방에 따라 고용량 Barbiturate요법(barbituratecoma)을 실시한다.
phenytoin,diazepam 투여해도 간질 발생하면
loadingdose;10mg/kg초기용량 투여
5mg/kgevery1hr×3doses,maintenance:1mg/kg/hr

666---999 통증 경감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한다.(acetaminophen)
666---111000고체온증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666---111111흥분조절,불안감소를 위해 진정제,마비제를 투여한다.
666---111222고혈당을 조절한다.
666---111333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한다.(vecuronium)
666---111444기관내관 삽입시 RSI약물를 사용한다.

barbiturate,thiopental,etomidate,vecuronium,lidocaine
succhinylcholin은 두개내압상승을 유발한다.

666---111555진토제를 투여한다.
666---111666두개기저부 골절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다.(ceftriaxone)
666---111777항 파상풍 면역제를 투여한다.
666---111888stressulcerprophylaxis를 투여한다.
666---111999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다.labetalol,propranolol,Esmolol,nitroprusside.

칼슘통로차단제나 질산염제제는 뇌압 상승시킬 수 있다
666---222000쇽시 뇌관류 유지위해 승압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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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약약약물물물부부부작작작용용용을을을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888...영영영양양양 공공공급급급한한한다다다...
888---111 영양을 공급한다
888---222 체액과 전해질 관리한다.수분배설량 측정한다.

소변량 관찰
999...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간간간호호호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999---111 낙상방지,난간을 올려준다.
999---222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조용한 환경
999---333 비위관을 삽입한다.

압력을 낮추고 흡인 위험 감소,영양공급
999---444 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 시 구강으로 삽입한다.
999---555 DVT,폐색전증 예방위해 antiembolicstocking을 적용한다.
999---666과거에 사용하던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된 신체적,인지적 능력에 적응하도록

한다.
999---777 가족을 안심시킨다.가족상담,지지집단을 제공한다.
999---888 성격변화,인지변화,기억력장애,불안정 증가가 두부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린다.
999---999 가족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의 단기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계속

해서 격려한다.
111000...수수수술술술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000---111함몰골절이 두개골 판의 두께보다 더 함몰된 경우와 뇌경막이 파열된 경우,

5mmm이상 깊게 함몰시
111000---222개방성골절이면서 뇌척수액이 유출,또는 방사선학적상 기뇌증
111000---333경막상 혈종;혼수,국소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111000---444경막하 혈종;혈종제거가 원칙,혈종의 양이 적고 두개내압상승의 징후 없으면 관

찰한다.
111000---555midlineshift가 5mm 또는 그 이상이면 수술
111000---666뇌실질내 혈종;20cc이상 masseffect있는 경우
111000---777두개내압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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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경경경과과과관관관찰찰찰을을을 위위위해해해 입입입원원원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111---111 두개골 골절
111111---222 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111111---333 중등도 두부손상(GCS9-13)인 모든 환자
111111---444 GCS13-14점
111111---555 일시적인 의식소실,외상후 기억상실이 있는 환자
111111---666 국소 신경학적 결손,CSF이루,CSF비루가 있을 때
111111---777 CT scanner가 없거나 소견이 비정상일 때
111111---888 과거력이 있을 때 (예,항응고제 복용)
111111---999 귀가 조치 시 동반자를 신뢰하기 힘들 때
111111---111000두부손상이 관통상,
111111---111111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내원하기 힘들 때
111111---111222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
111111---111333알코올 숙취나 약물 중독이 심할 때
111111---111444동반 손상이 있을 때,
111111---111555외상 후 경련
111111---111666지속적이 두통,오심,구토
111111---111777학대가 의심될 때
111222...귀귀귀가가가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222---111입원 적응증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한다.
111222---222만일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고 증상이 없고 몇 시간 관찰 후에도 정상이다.
111222---333중등도(GCS9-13)의 환자가 향상될 때
111222---444GCS점수가 15점이고,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

이 없는 경우
111222---555GCS가 15점이고 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 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있으나,초기 CT상 정상 혹은 경미한 두개강내 병변이 있는 경우
111222---666정상 두부 CT 소견
111222---777GCS15점
111222---888저위험 증상(무증상,경증의 두통,어지러움증 또는 작은 두피손상)
111222---999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돌 볼 수 있다.
111222---111000클리닉 추후관찰이 가능하다
111222---11111130분이 내 거리에 거주,이상 있으면 조기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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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주주주의의의사사사항항항 ;;;기기기억억억하하하기기기 힘힘힘들들들므므므로로로 메메메모모모지지지에에에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준준준다다다...
111333---111적어도 24시간 동안 두통,오심,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111333---222첫 2일 동안 대상자가 잠자는 중이라면 3-4시간 간격으로 깨워서 자신의 이름과 현

재 있는 장소와 간호제공자의 이름을 물어본다.
111333---333통증경감을 위해 4시간마다 acetaminophen을 복용할 것이다.acetaminophen보다

강한 진통제나 진정제는 먹지 않는다.
111333---444첫 24시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정제,수면제,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다.
111333---555Aspirin같은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111333---666손상부위의 부종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적용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으면

병원으로 재 내원 한다.
111333---77712-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더 좋아졌다고 느낀 후에 다시 정상 활동을 시작

할 수 있다.
111333---888적어도 48시간 동안 힘주는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코를 풀거나 귀 청소를 하지 않

는다.
111333---999두개골 골절환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코를 세게 잡거나 푸는 일,packing은 하지

않는다.
111444...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다다다시시시 병병병원원원을을을 방방방문문문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한한한다다다...
111444---111의식 저하,기면상태 또는 점차 깨어나기 힘든 경우
111444---222비정상적인 맥박
111444---333비정상적인 호흡형태
111444---444비정상적 행동
111444---555비대칭 동공 크기,무반응,반사 이상,안구운동이상
111444---666팔 다리의 근력약화나 감각이상
111444---777흐린 시야,복시
111444---888경련,발작
111444---999어눌한 언어
111444---111000어지럼증이 심하여질 때
111444---111111두통 ,악화
111444---111222오심,구토
111444---111333귀나 코로 분비물 누출
111444---111444손상부위의 점점 심해지는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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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C를 사정
한다.

기도를 사정한다. 100
호흡양상을 확인한다. 90
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객담,기침 유무를
확인한다. 95

순환을 사정한다. 100
2.의식수준을 확
인한다.

의식수준의 신속한 평가와 재평가를 실시한다. 100
Glasgow ComaScale(GCS)의식수준을 확인한다. 100

명음통무(AVPU)을 사용하여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90
3.활력징후를 측
정한다.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100

4.노출 시킨 후
머리부터 발끝
까지 관찰한
다.

안면 포함하여 두부 두피 전체를 시진,촉진한다. 100
열상이나 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100
비정상적인 체위를 관찰한다. 100
두개골 골절의심 되는 징후를 확인한다. 100
Halo징후를 확인한다. 95
다른 장기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100
피부색,피부상태를 확인한다. 100

5.신경학적 상태
를 사정한다.

동공크기,모양,반응,대광반사,외안근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100

운동,감각을 사정한다. 100
척추 압통,머리의 비정상 기울어짐 등을 사정한다. 100
반사의 소실 및 감소를 사정한다. 100
바빈스키 반사를 확인한다. 100
대뇌기능을 검사한다. 100
agitation또는 비정상 행동을 관찰한다. 100
Brainstem 검사를 실시한다. 100
뇌신경 손상을 확인한다. 100

6. 두개내압상승
징후를 사정한
다.

뇌막 자극 증상과 징후,경부경직을 확인한다. 100
두개내압 상승 징후를 확인한다. 100
급격한 의식수준 감소를 확인한다. 100
동공산대,pinpoint,동공 무반응을 확인한다. 100



-103-

<<<부부부록록록 888>>>간간간호호호사사사정정정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CCCVVVIII:::888000%%%)))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운동기능 감소,비정상 자세(제뇌,피질박리자세),
이완을 확인한다. 100

Cushing 3징후:고혈압,서맥,호흡완서를 확인한다. 100
체온상승을 확인한다. 100
호흡양상을 확인한다. 100
두통,오심,구토,경련을 확인한다. 100

7.병력을 확인한
다.

연령을 확인한다. 95
성별을 확인한다. 75
A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95
M 약물,음주 유무를 확인한다. 100
M 혈액응고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100
M 파상풍 면역접종 유무를 확인한다. 100
P과거병력을 확인한다. 100
L금식 유무와 이유를 확인한다. 95
E손상 기전을 확인한다. 100
의식상실 유무와 기간을 확인한다. 100
두통 유무를 확인한다. 100
오심,구토 유무를 확인한다. 100
발작여부 확인한다. 100
어지러움증,쇠약 유무를 확인한다. 95

8.혈역학감시를
한다.

두개내압 감시한다. 90
혈역학적 감시를 한다. 100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량을 감시한다. 100

9.진단의학검사를
실시한다.

ABGA 검사를 실시한다. 100
전혈구 검사를 실시한다. 100
혈청 전해질 검사를 실시한다. 100
Bun/Cr,T-pro,Alb,CK/LD,CK-MB,T-I 100
혈중,뇨중 삼투압 검사를 실시한다. 100
혈당 검사를 실시한다. 100
CSF비루,이루시 BST 검사를 확인한다. 95

10.진단영상검사
를 실시한다. BrainCT Scan검사를 실시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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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X-ray를 실시한다. 100
경추 X-ray를 실시한다. 100
흉부 X-ray를 실시한다. 100
골반 X-ray를 실시한다. 100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다. 100
동맥조영술 검사를 실시한다. 90

11.BrainCT 적
응증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던 경우 85
GSC15점 이하 85
GCS14점 이하 95
GCS13점 이하 95
GCS12점 이하 95
GCS8점 이하 100
의식수준 악하 95
3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00
2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95
지속적인 신경학적 이상 90
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성 동공,1mm 이상
차이날 때,대광반사 소실 100
건망증,기억력 장애,소생술 후 반응이 없거나
혼수 100
국소 신경학적 소견,혼란 상태,행동변화 100
극심한 오지럼증,반마비 100
두통 100
오심,구토 95
두개골 골절이나 골절이 의심될 때 100
외상후 경련 100
혈관 응고 장애의 과거력,사용 100
약물,대사장애,음주 100
두부관통상,두부상처,두피전층의 열상,박탈성
외상 100
전신마취 또는 환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 95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때 100

12.Repeat
BarinCT적응증

이차적인 의식 악화,호전이 없을때 100
이차적인 뇌압상승 소견이 보일때,신경학적 악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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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초기 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좌상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내에 F/u 100

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100
13.두개골 X-ray
적응증

두피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100
Boggyhematoma 100
CSF누출 100
안와 주위 멍 100
지속적인 의식저하 100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100
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실 또는 기억상실,오심,
또는 구토의 병력 100

관통상이 의심될 경우 100
환자의 진찰이 매우 힘들경우 90

14.두개골X-ray
에서 확인할
것

골절이 있다면 선상인지 함몰인지 100
석회화된 송과체가 중앙에 있는지 95
부비동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지 95
듀개강내에 공기가 있는지 100
안면골 골절 유무 및 이물질이 있는지 100
접형골,전두동의 액체 경계 100

15.경추 X-ray적
응증

손상의 기전상 경추 손상이 강력히 의심 될 때 100
환자의 신경학적 징후가 경추손상을 의심하게 할 때 100
환자의 의식이 악화될 때 90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서 쇄골 상부의 손상이
있을 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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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CCCVVVIII:::888000%%%)))
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1.ABC중재를
한다.

기도 확보,기도관리 90
필요하면 흡인을 한다. 100
두개골 골절 환자에서 비강 흡인을 하지 않는다 95
경추 예방조치를 한다. 100
척추 고정 100
100% 산소로 환기시킨다. 100
필요하면 기관내관 삽관을 한다. 100
흉부 물리요법과 잦은 체위변경을 한다. 75
두개내압 상승 환자는 흡인 시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95

2.활력징후를
유지한다.

순환을 유지한다.저혈압을 예방한다. 100
수액을 공급하여 volume을 유지한다. 100
빈혈을 교정하기 위해 수혈을 한다. 95
정상체온을 유지한다. 95

3. 두개내압상
승을 예방한
다.

생리적 향상성을 유지 및 정상 혈량을 유지한다. 100
머리를 30도 상승 시킨다. 100
ICP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한다. 100
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골판을 누르지 않는다. 100
흉곽내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피한다. 100
진정제,마비제,진통제를 투여한다. 100

4. 두개내압상
승을 치료한
다.

삼투성 mannitol,또는 lasix를 투여한다. 100
항경련제를 투여한다. 100
과호흡을 시킨다. 100
고용량 barbiturate요법을 실시한다. 90
고장성 수액을 투여한다. 85
저체온 요법을 실시한다. 70
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한다. 70
응급감압술 천공술을 실시한다. 85

5.상처관리를
한다.

출혈은 지혈시키고,멸균 압박 드레싱을 한다. 100
CSF누출이 있으면 느슨하게 멸균 드레싱을 한다. 85
두피 열상은 봉합한다. 100
상처는 세척하고 필요하면 정리(debried)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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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CCCVVVIII:::888000%%%)))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6.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제공
한다.

처방에 따라 수액을 투여한다. 95
NS또는 0.45% 식염수 +D5W 을 투여한다. 75
Ringer̀slactate를 투여한다. 90
처방에 따라 삼투성 제제 mannitol을 투여한다. 100
처방에 따라 lasix를 투여한다. 95
처방에 따라 benzodiazepine을 투여한다. 100
항 경련제(phenytoin)를 투여한다. 100
처방에 따라 고용량 barbiturate요법을 실시한다. 95
통증경감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100
고체온증이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95
흥분조절,불안감소를 위해 진경제,마비제
투여한다. 100

고혈당을 조절한다. 95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한다. 95
기관내관 삽입시 RSI약물을 투여한다. 95
진토제를 투여한다. 100
두개기저부 골절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100

항 파상풍 면역제를 투여한다. 100
stressulcer예방약을 투여한다. 90
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다. 95
숔시 뇌관류를 위해 승압제를 투여한다. 100

7. 약물부작용
을 관찰한
다.

약물 부작용을 관찰한다. 95

8.영양을 공급
한다.

영양을 공급한다. 85
체액과 전해질을 관리한다.수분배설량을 측정한다. 95

9.일반적인 간
호를 제공한
다.

낙상방지,난간을 올려준다. 100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95
비위관을 삽입한다. 90
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은 구강으로 한다. 100

DVT,폐색전증 예방을 한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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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CCCVVVIII:::888000%%%)))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과거에 사용하던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된 신체적,
인지적 능력에 적응하도록 한다. 90

가족을 안심시킨다.가족 상담,지지 집단을 제공한다. 95

성격변화,인지변화,기억력장애,불안정 증가가
두부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린다. 100

가족구성원에게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의
단기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격려한다. 95

10.수술 적응
증

함몰골절이 두개골 판의 두께보다 더 함몰된 경우와
뇌경막이 파열된 경우,5mm 이상 깊게 함몰시시 95

개방성 골절이면서 뇌척수액이 유출되거나 방사선학적
소견상 기뇌증 95

경막상 혈종 95
경막하 혈종 95
midlineshift가 5mm 또는 그 이상인 경우 95
뇌실질내 혈종 95
두개내압 상승 95

11.경과관찰을
위한 입원
적응증

두개골 골절 100
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100
중증도 두부손상(GCS9-13)인 모든 환자 100
GCS13-14점 95

일시적인 의식소실,외상후 기억상실이 있는 환자 90

국소 신경학적 결손,CSF이루,비루가 있을 때 100
CT scanner가 없거나 소견이 비정상일 때 95
과거력이 있을 때(예 항응고제 복용) 100
귀가 조치시 동반자를 신뢰하기 힘들 때 90
두부손상이 관통상 100
돌발 상황발생시 즉시 내원하기 힘들 때 95
중증도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 100
알코올 숙취나 약물 중독이 심할 때 100
동반 손상이 있을 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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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CCCVVVIII:::888000%%%)))계계계속속속
항항항목목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

외상후 경련 100
지속적인 두통,오심 ,구토 100
학대가 의심 될 때 100

12.귀가 적응
증

입원 적응증이 안될 때 100
만일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고 증상이 없고
몇 시간 관찰 후에도 정상일 때 100

중증도(GCS9-13)의 환자가 향상될 때 90
GCS점수가 15점이고,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없는
경우

100

GCS점수가 15점이고 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있으나,초기
CT 상 정상 혹은 경미한 병변이 있는 경우

100

정상 두부 CT소견 90
GCS15점 100
저 위험 증상(무증상,경증의 두통,어지럼증 또는
작은 두피손상) 100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돌 볼 수 있다. 100
클리닉 추후관찰이 가능하다. 100
30분 이내 거리에 거주,이상 있으면 조기 올 수
있다. 90

13.퇴원 환자
교육- 주
의사항

적어도 24시간 동안 두통,오심,어지럼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100

첫 2일 동안 대상자가 잠자는 중이라면 깨워서
지남력을 확인한다. 100
통증경감을 위해 4시간마다 acetaminophen을
복용할 것이며 이보다 강한 진통제나 진정제는
먹지 않는다.

90

첫 24시간동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정제,수면제,
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100

asprin같은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100
손상부위의 부종이 심해지면 100
12-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 100
적어도48시간 동안 힘주는 활동은 피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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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환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코를 세게
잡거나 푸는 일,packing을 하지 않는다. 100

14. 퇴원교육-
재내원 적
응증

의식저하,기면상태 또는 점차 깨어나기 힘든 경우 100
비정상적인 맥박 100
비정상적인 호흡형태 100
비정상적 행동 100
비대칭 동공크기,무반응,반사이상,안구운동이상 100
팔 다리의 근력약화나 감각이상 100
흐린 사야,복시 100
경련,발작 100
어눌한 언어 100
어지럼증이 심하여 질 때 100
두통 악화 100
오심,구토 100
귀나 코로 분비물 누출 100
손상부위의 점점 심해지는 부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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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000>>>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응급전공 5학기 유지성입니다.

응급실에서의 두부손상 응급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논문
으로 두부손상 응급환자의 사정과 중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각각의 항목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항목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적절하다.
5.매우 적절하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응급전공 유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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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성별 남__________

여__________

2.연령 만_________세

3.최종학력 전문대 졸업_________
대학 졸업___________
대학원 졸업_________

4.현재 직위명 일반간호사________________
수간호사_________________
전공의___________________
전문의___________________
의과대학 교수____________
간호학 교수______________

5.총 임상경력 ________년 ________개월
6.응급실 근무 경력 _______년 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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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AAABBBCCC사사사정정정 111...AAABBBCCC중중중재재재
111---111기도를 사정한다.

(기도폐쇄,분비물,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111---111기도확보,기도관리

구강인두 유지기를 삽입,유지한다.
111---222호흡양상을 사정한다.

적절한 호흡수,호흡량 등 양상을 관찰한다.
횡격막 호흡 유무를 관찰한다.
호흡은 정상이나 실조를 나타내며 빨라지기도 함
cheyne-stokesrespiration
centralneurogenichyperventilation
ApneusticBreathing
Clusterbreathing,Biot̀s(ataxic)breathing

111---222필요하면 흡인을 한다.흡인 전 100%산소 공급한다.
111---333두개골 골절 환자에서 비강흡인을 하지 않는다.
111---444경추 예방 조치(부동)를 한다.두부고정을 한다.

경추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111---555척추 고정,척수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111---666100% 산소로 환기시킨다.

저산소증을 예방한다.
산소분압을 최소 70mmHg이상 유지한다.

111---333부속근 사용유무,호흡음,객담,기침유무 111---777필요하면 기관내관 삽관을 한다.
만일 GCS가 8점 이하,안면손상 등,기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관내관삽관을 준비한다.
처방된 이완성 약물제제를 사용한다.

111---444순환을 사정한다.
맥박을 확인한다.쇼크의 증후가 있는지 확인한다.
뇌간손상 시 빠른 맥박,심한 발한

222...의의의식식식수수수준준준을을을 확확확인인인한한한다다다... 111---888흉부 물리요법과 잦은 체위변경을 한다.

222---111의식수준의 신속한 평가와 재평가를 실시한다.
의식수준의 저하,변화를 확인 한다.
(초기증상은 안절부절 못함,불안정 같은 변화)

111---999두개내압 상승 환자는 흡인 시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두개내압 상승예방을 위해 흡인 전후로 몇 분간 휴식
기침 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혈관,기관내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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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Glasgow ComaScale(GCS)의식수준을 확인한다. 222...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를를를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
222---333명음통무(AVPU Scale)를 사용하여 의식수준을확인한다. 222---111순환을 유지한다.저혈압을 예방한다.

수축기 혈압을 90mmHg이하를 피한다.
MAP90mmHg이상,CPP는 60-70mmHg을 유지한다.

333...활활활력력력징징징후후후 측측측정정정한한한다다다...
444...노노노출출출 시시시킨킨킨 후후후,,,머머머리리리부부부터터터 발발발끝끝끝까까까지지지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444---111안면 포함하여,두부,두피 전체를 시진,촉진한다.

두피 열상,뇌조직,함몰골절,조직파편 222---222수액을 공급하여 volume유지한다.
444---222열상이나 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관찰되면 두부손상을 강력히 의심한다.
222---333빈혈을 교정하기위해 수혈을 한다.
222---444정정정상상상체체체온온온을을을 유유유지지지한한한다다다...

저체온 담요 제공,저체온 유지.
중증두부외상에서 중등도 저체온요법(32-34도)시행

444---333비정상적 체위를 관찰한다.
피질박리 경직(비정상의 굴골),제뇌경직(비정상의 신전)

444---444두개골 골절의심 되는 징후를 확인한다.
안구주위의 점상출혈(Racooǹseyes)
귀 뒤쪽 유양돌기 주위의 점상출혈(Battlèssign)
결막하혈종.고실혈종,CSF이루,CSF비루

333...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 예예예방방방한한한다다다...(((일일일반반반적적적 지지지지지지요요요법법법)))
333---111생리적 향상성유지 및 정상 혈량을 유지한다.
333---222머리를 30도 상시킨다.

중립적인 두부정력,목의 심한 굴골이나 신전은 피한다.
골반,무릎 굴곡의 최소화(통나무 굴리기식)한다.

444---555Halo징후 333---333ICP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한다.
444---666다른 장기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333---444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골판을 누르지 않는다.
444---777피부색,피부상태를 확인한다. 333---555흉곽내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피한다.

기침,힘주어 배변보기,재채기
변비 있으면 변완화제 투여

555...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상상상태태태를를를 사사사정정정한한한다다다...

555---111동공 크기,모양,반응,대광반사,외안근의 움직임 333---666진정제,마비제,진통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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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운동,감각을 사정 한다.

반마비(hemiplegia;편측마비),반부전마비(hemiparesis)
444...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 치치치료료료한한한다다다...
444---111삼투성 mannitol 또는 lasix를 투여한다.

555---333척추 압통,머리의 비정상 기울어짐 등을 사정한다.
(척추 손상 사정,경추 척추 사정)

444---222항경련제를 투여한다.
444---333과호흡을 시킨다.

다른 처치에도 뇌압이 증가하는 경우,중등도(동공의 산
대,제뇌 및 제피질 자세,의식상태의 악화)때 시행한다.
PaCo230-35mmHg 유지한다. 예방적 과호흡은 손상
후 첫 20시간동안은 피한다.

555---444반사의 소실 및 감소를 사정한다.
(심부건 반사,각막반사,구토반사)

555---555바빈스키 검사
555---666대뇌기능을 검사한다.

기억력 변화,건망증의 유무,기간,언어장애,실어증을
확인

444---444고용량 Barbiturate요법(barbituratecoma)(치료)
444---555고장성 수액 투여한다.

555---777agitation또는 비정상 행동을 관찰한다.성격변화,인격
변화,정신의 황폐화,집중장애,조절 장애,착란 444---666저체온요법

555---888brianstem 검사를 실시한다.
인형의 눈(doll̀seye),안구-전정반사,구토반사

444---777뇌척수액 배액법을 실시한다.ICP 20-25mmHg유지한
다.

555---999뇌신경 손상을 확인한다.
시력장애,복시,이명,안면운동의 비대칭,현훈,청력장애
등을 확인한다.

444---888응급감압 천공술
555...상상상처처처관관관리리리를를를 한한한다다다...
555---111출혈은 지혈시키고,멸균 압박드레싱을 한다.

555---111000뇌막 자극 증상과 징후,경부경직을 확인한다.
neckstiffness,kerningsign,Brudzinskisign

555---222CSF누출 있으면 느슨하게 멸균드레싱을 한다.
555---333두피 열상 봉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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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두두두개개개내내내압압압상상상승승승의의의 징징징후후후를를를 확확확인인인하하하다다다... 555---444상체는 세척하고 필요하면 정리(debrided)한다.
666---111두개내압상승의 징후를 확인한다. 666...처처처방방방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적적적절절절한한한 약약약물물물치치치료료료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666---222급격한 의식수준의 감소 666---111처방에 따라 수액을 투여한다.
666---333동공산대,pinpoint,동공무반응 666---222NS또는 0.45% 식염수+D5w을 투여한다.
666---444운동기능 감소,비정상자세(제뇌,피질박리자세),

이완(flaccidity)
666---333Ringerlactate를 투여한다.
666---444처방에 따라 삼투성 제제 Mannitol투여한다.

Mannitol(0.25-1g/kg)을 bolus로 over5min투여
혈청삼투압이 320mOsm/L을 넘지 않도록 한다.

666---555Cushing3징후:고혈압,서맥,호흡완서
의식수준장애가 선행하여 나타나며,의식수준 장애가 두
부손상과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666---555처방에 따라 Furosemide투여한다.

666---666Benzodiazepines투여한다.
경련을 조절하기 위해 phenytoin과 함께 사용
경련 발생하면 10mg을 주고 멈추지 않으면 30mg까지
반복하여 정주하면서 호흡 면밀히 관찰

666---666체온상승
666---777호흡양상을 확인한다.

cheyne-stokes호흡,centralneurogenic
hyper-ventilation,ataxic또는 apneustic호흡 666---777항 경련제 Phenytoin투여한다.

20mg/kg을 분당 50mg이하의 속도로 투여한다.
혈압이나 심전도 감시

666---888두통,오심,구토,경련
777...병병병력력력
777---111연령: 64.9세 ,61세 ,60세 예후 나쁘다. 666---888처방에 따라 고용량 Barbiturate요법(barbituratecoma)

phenytoin,diazepam 투여해도 간질 발생하면 loading
dose;10mg/kg초기용량 투여,5mg/kgevery1hr× 3
dosesmaintenance:1mg/kg/hr

777---222성별
777---333AAA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777---444MMM 약물,음주 유무를 확인한다.(동공수축제,확장제 사

용) 666---999통증 경감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한다.(acetaminop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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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55MMM 혈액응고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666---111000고체온증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한다.
777---666MMM 파상풍 면역접종 유무를 확인한다. 666---111111흥분조절,불안감소를 위해 진정제,마비제를 투여한다.
777---777PPP　과거병력을 확인한다.고혈압,당뇨,심장병,폐질환,

간질환,신장질환,정신분열증(고혈압,당뇨 예후 나쁘다.)
수술력

666---111222고혈당을 조절한다.
666---111333신경근 차단제 투여한다.(vecuronium)

777---888LLL금식 유무와 이유 666---111444기관내관 삽입시 RSI약물 사용:
barbiturate,thiopental,etomidate,vecuronium,lidocaine
succhinylcholin은 두 개내압상승을 유발한다.

777---999EEE손상의 기전을 확인한다.
교통사고,오토바이,추락,폭행,운동인지,충격체,충격
속도,보호 장비의 사용여부,자동차의 손상정도,사고당
시 자세,외상전후의 상태,사고시간 666---111555진토제를 투여한다.

777---111000의식상실 유무,기간을 확인한다.
경막외혈종에서는 명료기 있을 수 있다.

666---111666두개기저부 골절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
한다.(ceftriaxone)

777---111111두통 666---111777항 파상풍 면역제를 투여한다.
777---111222오심,구토 666---111888stressulcerprophylaxis투여한다.
777---111333발작여부 666---111999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다.

labetalol,propranolol,Esmolol,nitroprusside
칼슘통로차단제나 질산염제제는 뇌압 상승시킬 수 있다

777---111444어지럼증,쇠약
888...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감감감시시시를를를 한한한다다다...
888---111두개내압 감시한다.

ICP20-25mmHg유지
두개내압감시의 적응증:다음 중 2가지 해당하면
입원당시 GCS8점 이하,운동자세,40세 이상,저혈압

666---222000쇽시 뇌관류 유지위해 승압제를 투여한다.
777...약약약물물물부부부작작작용용용을을을 관관관찰찰찰한한한다다다...
888...영영영양양양 공공공급급급한한한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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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22혈역학적 감시

혈압감시,심전도 감시,산소포화도 감시
888---111영양을 공급한다.
888---222체액과 전해질 관리한다.수분배설량 측정한다.

(소변량 관찰)888---333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량을 감시한다.
mannitol.lasix를 투여 받는 환자 999...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간간간호호호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한한한다다다...

999...진진진단단단의의의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999---111낙상방지,난간을 올려준다.
999---111ABGA 가스 분석;고탄산혈증,저산소증을 확인한다. 999---222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조용한 환경
999---222전혈구(CBC)검사

헤마토크릿은 30%정도,헤모글로빈은 10gm/dl유지한다.
999---333비위관을 삽입한다.
압력을 낮추고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영양공급 위함

999---333혈청 전해질 검사;
serum sodiume은 135-145mEq/l유지 999---444전두개와 기저부 두개골 골절환자에서 위장내관 삽입 시

구강으로 삽입한다.999---444Bun/Cr,t-pro,Alb,CK/LD,Ck-MB,Troponin-I
999---555혈중/요중 삼투압 검사;혈청 삼투압은 290-300mOsm/l

유지,320mOsm/l를 넘지 않는다.
999---555DVT,폐색전증 예방 한다.

antiembolicstocking을 적용한다.
999---666혈당 측정한다. 999---666과거에 사용하던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된 신체적,

인지적 능력에 적응하도록 한다.999---777CSF비루,이루시 BST 검사:glucose가 검출되면 CFS
111000...진진진단단단 영영영상상상학학학 검검검사사사를를를 실실실시시시한한한다다다... 999---777가족을 안심시킨다.가족상담,지지집단을 제공한다.
111000---111BrainCT Scan검사 999---888성격변화,인지변화,기억력장애,불안정 증가가 두부손

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린다.111000---222두개골 X-ray검사
111000---333경추 X-ray검사 999---999가족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의 단기목

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격려한다.111000---444흉부 X-ray
111000---555골반 X-ray 111000...수수수술술술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준준준비비비를를를 한한한다다다...수수수술술술 적적적응응응증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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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666심전도 검사 111000---111함몰골절이 두개골 판의 두께보다 더 함몰된 경우와

뇌경막이 파열된 경우,5mm이상 깊게 함몰시111000---777동맥조영술
111111...BBBrrraaaiiinnnCCCTTT의의의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000---222 개방성골절이면서 뇌척수액이 유출되거나 방사선학적

소견상 기뇌증111111---111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던 경우
111111---222GCS15점 이하 111000---333경막상 혈종;혼수,국소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111111---333GCS14점 이하 111000---444경막하 혈종;혈종제거가 원칙,혈종의 양이 적고 두

개내압상승의 징후 없으면 관찰한다.111111---444GCS13점 이하
111111---555GCS12점 이하 111000---555midlineshift가 5mm 또는 그 이상이면 수술
111111---666GSC8점 이하 111000---666뇌실질내 혈종;20cc이상 masseffect있는 경우
111111---777의식수준의 악화 111000---777두개내압상승
111111---8883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경경경과과과관관관찰찰찰을을을 위위위해해해 입입입원원원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111111---9992점 이상 GCS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111111---111두개골 골절
111111---111000지속적인 신경학적 이상 111111---222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111111---111111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성 동공,1mm이상 차이 날 때,

대광반소 소실
111111---333중등도 두부손상(GCS9-13)인 모든 환자
111111---444GCS13-14점

111111---111222건망증,기억력 장애,소생술 후 반응이 없거나 혼수 111111---555일시적인 의식소실,외상 후 기억상실이 있는 환자
111111---111333국소 신경학적 소견,혼란상태,행동변화 111111---666국소 신경학적 결손,CSF이루,CSF비루가 있을 때
111111---111444극심한 어지럼증,반마비 111111---777BrainCT scanner가 없거나 소견이 비정상일 때
111111---111555두통 111111---888과거력이 있을 때 (예,항응고제 복용)
111111---111666오심 구토 111111---999귀가 조치 시 동반자를 신뢰하기 힘들 때
111111---111777두개골 골절이나 골절이 의심될 때 111111---111000두부손상이 관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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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888외상 후 경련 111111---111111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내원하기 힘들 때
111111---111999혈관 응고 장애의 과거력,사용 111111---111222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
111111---222000약물,대사 장애,음주 111111---111333알코올 숙취나 약물 중독이 심할 때
111111---222111두부관통상,두부상처,두피 전층 열상,박탈성 외상 111111---111444동반 손상이 있을 때,
111111---222222전신마취 또는 환기가 필요로 하는 환자 111111---111555외상 후 경련
111111---222333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 때,큰모상하 종창 111111---111666지속적이 두통,오심,구토

111111---111777학대가 의심될 때
111222...RRReeepppeeeaaatttBBBrrraaaiiinnnCCCTTT 적적적응응응증증증 환환환자자자상상상태태태 변변변화화화 있있있으으으면면면,,,첫첫첫 222444시시시간간간이이이내내내 111222...귀귀귀가가가 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222---111입원의 적응증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한다.
111222---111이차적인 의식의 악화,호전이 없을 때 111222---222만일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고 증상이 없고 몇

시간 관찰 후에도 정상이다.111222---222이차적인 뇌압상승의 소견이 보일 때,신경학적 악화
111222---333신경학적 상태 악화 변화 111222---333중등도(GCS9-13)의 환자가 향상될 때
111222---444초기 BrainCT Scan에서 비정상,골절,뇌좌상이나 혈

종이 있는 경우 12-24시간내에 F/U 한다.
111222---444GCS점수가 15점이고,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개골 골

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없는 경우
111222---555GCS가 15점이고 신경학적 국소소견과 두 개골 골절이

없으며,두부외상의 증상이 있으나,초기 CT상 정상 혹
은 경미한 두개강내 병변이 있는 경우111333...두두두개개개골골골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333---111두피 전층의 열상,심한 두피의 좌상 또는 팽윤 111222---666정상 두부 CT 소견
111333---222boggyhematoma 111222---777GCS15점
111333---333CSF누출 111222---888저 위험 증상(무증상,경증의 두통,어지럼증 또는 작은

두피손상)111333---444안와주위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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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555지속적인 의식저하, 111222---999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돌 볼 수 있다.
111333---666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111222---111000클리닉 추후관찰이 가능하다
111333---777회복된 환자 중에서 의식소실 또는 기억상실,오심 또

는 구토의 병력
111222---11111130분이 내 거리에 거주,이상 있으면 조기 올수있다.
111333...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주주주의의의사사사항항항

기기기억억억하하하기기기 힘힘힘들들들므므므로로로 메메메모모모지지지에에에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준준준다다다...111333---888관통상이 의심될 경우
111333---999환자의 진찰이 매우 힘들 경우(예;알코올 중독)

111333---111적어도 24시간 동안 두통,오심,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111444...두두두개개개골골골 XXX---rrraaayyy에에에서서서 확확확인인인해해해야야야할할할 것것것

111444---111골절이 있다면 선상인지 함몰형인지 111333---222첫 2일 동안 대상자가 잠자는 중이라면 3-4시간 간격
으로 깨워서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있는 장소와 간호제공
자의 이름을 물어본다.

111444---222석회화된 송과체가 중앙에 있는지
111444---333부비동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지
111444---444두개강내에 공기가 있는지 111333---333 통증경감을 위해 4시간마다 acetaminophen을 복용할

것이다.acetaminophen보다 강한 진통제나 진정제는
먹지 않는다.

111444---555안면골 골절 유무 및 이물질이 있는지
111444---666접형골,전두동의 액체 경계
111555...경경경추추추 XXX---rrraaayyy적적적응응응증증증 111333---444첫 24시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정제,수면제,알

코올성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111555---111손상의 기전상 경추손상이 강력히 의심될 때
111555---222환자의 신경학적 징후가 경추손상을 의심하게 할 때 111333---555Aspirin같은 다른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111555---333환자의 의식이 악화될 때, 111333---666손상부위의 부종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적용한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으면 병원으로 재내원 한다.111555---444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서 쇄골 상부의 손상 시
111333---77712-24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더 좋아졌다고 느낀

후에 다시 정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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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cccooommmmmmeeennntttsss;;;

중중중재재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cccooommmmmmeeennntttsss;;;

111333---888적어도 48시간 동안 힘주는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코
를 풀거나 귀 청소를 하지 않는다.

111333---999두개골 골절환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코를 세게 잡
거나 푸는 일,packing은 하지 않는다.

111444...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 교교교육육육
(((다다다시시시 병병병원원원을을을 방방방문문문해해해야야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한한한다다다...

111444---111의식 저하,기면상태 또는 점차 깨어나기 힘든 경우
111444---222비정상적인 맥박
111444---333비정상적인 호흡형태
111444---444비정상적 행동
111444---555비대칭 동공 크기,무반응,반사 이상,안구운동이상
111444---666팔 다리의 근력약화나 감각이상
111444---777흐린 시야,복시
111444---888경련,발작
111444---999어눌한 언어
111444---111000어지럼증이 심하여질 때
111444---111111두통 ,악화
111444---111222오심,구토
111444---111333귀나 코로 분비물 누출
111444---111444손상부위의 점점 심해지는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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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nnnuuurrrsssiiinnngggggguuuiiidddeeellliiinnneeesss
fffooorrr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hhheeeaaadddiiinnnjjjuuurrriiieeesss...

Yu,Jisoung
DepartmentofEmergencyCare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aim ofthisresearchwastoenhancethequalityofserviceprovidedfor
patientswithheadinjuriesinemergencyroomsatemergencysituations.

Forthisresearch,assessmentofpatientswithheadinjurieswasbasedon7
nursingtextbooks,6medicalsciencetextbooks,6nursingresearchpapersand
9 medicalresearch papers.From these28 resources,15 categoriesin nurse
assessmentswith109sub-categoriesand14categoriesofnurseinterventions
with119sub-categorieswereabstracted.

Then from a specialist group of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s,15
categorieswith 110sub-categoriesofnurseassessmentsand 14categories
with121sub-categoriesofnurseinterventionswereselectedandusingthese
pre-guidelines,a finalguideline was prepared.A testforvalidity by the
specialistgrouptestedofthe20itemsfortheguidelineswasdonebetween
June19and29,2006.
Afterthe assessmentand amendments,the finalnursing guidelin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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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which contain 109 categories of nurse assessments and 117
categoriesofnurseinterventionsfor226categoriesintotal.

Theoutcomeoftheresearchisasfollows:

1)The15categoriesselectedfornurseassessmentwith109sub-categories
included,stateofABC,verifyingconsciousness,checkingabiotrophysymptoms,
stateofthebodyfrom headtotoewhenexposed,checkofthestateofnervous
coordination,check forsymptoms ofIIC,case history,check hemodynamic
stability,check diagnosismedicalscience,checking imaging diagnosis,diseases
forwhichbrainCT scanisefficacious,diseasesforwhichcontinuousbrainCT
scanisefficacious,diseasesforwhichskullX-rayisefficacious,checkinglist
forskullX-rayanddiseasesforwhichcervicalvertebralX-rayisefficacious.
Fornurseintervention 14 categoriesand 119 sub-categorieswereselected.
These interventions includedABC intervention,maintenance of vitalsigns,
prevention ofincreased intercranialpressure(IIC),treatmentofIIC,wound
management,administration of drugs after prescription,checking for any
side-effects,supply nutrients,providebasiccare,possiblehospitalization for
observation,diseasesforwhichhomecomingisefficacious,dischargeeducation
for the patient,and reasons for re-hospitalization as part of discharge
education.

2) From the specialists’deliberations,instead of15 categories with 109
sub-categoriesfornurseassessmentand14categorieswith119sub-categories
for nurse interventions, 15 categories with 110 sub-categories fornurse
assessmentand14categorieswith121sub-categoriesfornurseinterventions
wereselectedandthepre-guidelinewasdevelopedbasedonthat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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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fterthevalidity testby thespecialists,outof231sub-categoriesin
total,1 sub-category in nurse assessmentand 4 sub-categories in nurse
interventionsweredeletedastheyhadaCVIoflessthan80%.Thefinalguide
lineincluded226sub-categoriesintotal.

Thisprojectwasdonetodevelopnursingguidelinesforpatientswithhead
injuriesinemergencysituations.
Theseguidelineswillenablenursestoassessandintervenewithpatients

withheadinjuriestoprovidecareinanycasesinanysitu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headinjury,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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