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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논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험난한 산을 오르
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수없이 좌절했고 수없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과정의 반
복이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세분의 교수님의 가르침,가

족들의 격려,응급실 식구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 내용을 지도해 주셨고 포기 하려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든든한 지지자 김희
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찾아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쓸 수
있게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던 유지수 교수님과 날카로
운 시선으로 한계에 부딪힌 논문이 진행 될 수 있게 돌파구를 찾아 주셨던 박정
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학기 동안 같은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응급전공 동기들,실

수투성이 저희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엄마처럼 돌봐 주셨던 고일선 교수님과 큰
언니처럼 챙기면서 조언해 주시고 찾아갈 쉼터가 되어 주신 김은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다고 투정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듬어 주고 집안일을 대신하며 열심히 자료

를 찾아 주었던 사랑하는 남편 종수씨와 며칠 밤을 같이 세면서 문서 작업을 도
와준 동생 재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그리고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준 부
모님,언니,형부와 늘 바쁜 며느리 편의를 봐 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를 전합니
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많은 부분을 배려해주시

고 내 일처럼 관심 가져 주신 수간호사님을 비롯한 선후배 간호사님들과 의국 식
구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이분들의 도움으로 논문과 졸업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조석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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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응급실 업무 상황에 적합하고 과학적 원칙을 근거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은 일차
적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환자
를 관리 하는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을 돕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흉통은 복통에 이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가장 빈도 높은 주증
상이며,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흉통 중 가장 빈도 높은 질환이다.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예후와 합병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
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양한 의학적 실무지침이 개발되고 있으나 간호사의 의
사결정이나 업무를 지원해주기 위한 실무지침의 개발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다.따라서 본 연구는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정,평가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개
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진행 과정은 문헌고찰로 알고리즘 경로와 프로토콜 항목을 도출한 다음 I
대학병원에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15명과 비 관상동맥증
후군 10명의 임상 기록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실무에 맞
게 수정하여 예비 알고리즘과 예비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확정된 예비 알고리즘
과 예비 프로토콜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응급실 경력이 있는 간호학교수
와 응급실 임상 경력 8년 이상 응급실 간호사로 이루어진 13명의 전문가 집단으
로부터 타당도를 검증 및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을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문헌고찰을 통해 알고리즘 경로와 프로토콜 항목이 도출되었다.알고리즘은

1차 사정과 관리,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관리,2차 사정과 관리,허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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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의 가능성 및 감별진단,ST분절의 상승 심근경색의 구분 및 관리와 ST분절
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 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
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의 구분과 관리,입원 및 퇴원의 결정의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토콜은 알고리즘 각 단계에 따른 주 객관적 자료 수집,검사 종류와
분석,치료적 중재,간호적 중재,추후 관리 흐름에 대한 세부 항목 124개가 도출
되었다.

2.임상 기록지 분석으로 문헌고찰에 의해 도출된 알고리즘의 세부 경로가 실무
에 맞게 수정 되었고 예비 프로토콜 항목이 93개로 확정 되었다.

3.전문가 타당도는 알고리즘 총 평균 3.252,프로토콜 총 평균 3.406으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그러나 알고리즘의 4단계 평균이 2.846으로 낮은 점
수를 보여 4단계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의 전반적 흐름과 프로토콜의 세부 항목의
수정과 보완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4.최종 수정된 알고리즘은 1차 사정 및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관리,2
차 사정 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잠정적 진단 관리,ST분절 상승 심근 경색과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관리,입원 및 퇴원의 결정의 4단계
로 최종 개발되었으며 프로토콜 항목도 102개 항목으로 최종 개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급성 흉통환자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간호사
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응급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며 임상에서의 지속적 수정과 보완은 보다 유용한 실무 지침으로써 발전
을 또한 기대 할 수 있다.

핵심단어:급성 흉통환자,응급관리,알고리즘과 프로토콜,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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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흉통은 복통에 이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두 번째 빈도 높은 주 증상으로 미국
통계에 의하면 매년 800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병하고 있으며 연간 150만 명이
심근경색증을 경험한다(AmericanHeartAssociation[AHA],2003).이중 40%는 병
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며 경색 후 첫 2시간 내에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한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색 초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처치를 받는다
면 줄일 수 있다(성명숙,2003). 흉통은 빠른 사정과 검사를 통해 심인성 흉통인
지 비심인성 흉통인지를 구별해야 하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고 입원이
결정되어야 한다.이는 환자의 예후,호전과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이다.허혈성 심
질환이 의심되어 입원하는 환자의 절반은 비심장성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미
국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입원하여 검사로 사용된 직간접비용은 1년에 6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이렇듯 흉통환자의 위험도에 대한 과대평가는 불필요한 침습
적인 검사의 시행과 의료비용의 과다한 지출을 초래하고 반면에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는 환자에게 중대한 합병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홍성엽,김갑득,강
명희,2003).
응급실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가장 큰 단위로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환자의 처

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은정,1997).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일차적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응급실 간호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환자를 사정하고 적절한 중재를 동시에 제공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Danis,1996;김광주,1994).빠르고 정확
한 판단으로 응급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환자의 장애율과 사망률과 관련
된다(엄애현,1996;유계선,1996).
빠른 사정과 적절한 중재를 해야 하는 응급실 간호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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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애 요인으로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업무과다,시간부족,업무의 복잡성과 불
확실성 등이 있다(최미혜,2005).우리나라는 금년 8월 응급 전문 간호사 배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 응급전문 간호사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신체사정을 실시하고
관찰,측정,면담,조사 등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감별 진단을
내리고 상급간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실무 간
호를 제공하게 된다(한국 간호 평가원, 2005).따라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가 과다하고 복잡한 업무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cEnre,Lappn,2004).업무 지침은
근거중심의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표준을 제공하고 보다 용이하고 객관적인 임상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며 업무분담 규정 및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신승수,2003).
미국의 경우 병원에 내원하기 전 단계와 응급실 단계에서 전문 간호사,간호사,

의사,의사 보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과 중재를 위한 실무지침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는 체계적인 사정 및 관리에 대한 실무지침이
미비하고 특히 응급실 간호사의 경우 환자와 가장 먼저 만나 일차적인 임상판단
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간호사의 사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
환자 임상 기록지에도 간호사의 사정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국내 문헌
에도 응급환자의 특성에 적합한 간호사를 위한 사정 지침이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환자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시행(안미현,1997)
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응급실 간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는 비 외상성
심폐소생술의 간호업무 프로토콜 개발(홍승아,2005),호흡곤란환자의 응급환자 관
리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연구(양진주,2005)등 두건의 연구에 불과하다.
최근 응급실 실무에서 환자를 사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간호 영역별 프로토콜

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에서 간호 업무와 역할을 체계화하여 응급상
황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양진주,2005). 흉통은 응급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가장 빈도 높은 긴급한 상황으
로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 하였고(최미혜,2005)생명
의 위협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감별 진단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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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Boie,2005)이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기타 질환에 비해 급성 심정지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고,치료에 대한 반응 및 환자의 예후는 시간에 매우 민감
하며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긴급히 재관류 치료를 요구한다(AHA,2005)
이에 흉통을 주 호소로 내원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정,평가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알고리즘과 프로토
콜을 개발하여 응급실 간호 업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급성흉통을 주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정하고 평가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가.문헌 고찰을 통해 급성 흉통환자 응급관리 예비 알고리즘 경로와 프로토콜을
항목을 도출한다.
나.임상 기록지 분석으로 예비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을 확정한다.
다.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다.
라.최종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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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흉흉흉통통통으으으로로로 내내내원원원한한한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
흉통은 흉부 불편감 또는 흉벽,흉부기관,주변 구조물들을 포함하는 실제적,잠

재적 가능성 있는 조직손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해로운 자극에 대한 감각적 반
응의 표현이며(Uphold,2003),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죽상 경화성 판이 파열되면
서 생성된 혈전에 의해 심장혈관이 폐쇄되어 심근 저산소증과 심근의 괴사의 유
발로 발생된 질환으로 임상적으로 심근경색과 불안정 협심증을 이르러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이라 정의한다(Fuster,1999).
본 연구에서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는 응급실 방문 당시 초기 사정한 응

급실 간호사가 흉통이라 기록한 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최종 진단된
성인 환자를 말한다.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알고리즘은 임상 의사결정 경로를 도식화한 시각적 지침으로 ‘예/아니오’로 표시

될 수 있고 임상증상,검사 결과,치료 등이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포함 된다
(Paul,1999).
본 연구에서는 응급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임상 의사결정 경로로 주관적,객관적

자료의 수집,검사 종류와 분석,치료적 중재,추후 관리 흐름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한다.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프로토콜은 비효율적인 간호 업무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된 임상 실무 지

침으로(Courtney,2005)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경로와 연관되어 관리 흐름 단
계에 따른 주관적,객관적 자료 수집,검사 종류와 분석,치료적 중재,간호중재,
추후 관리 흐름에 대한 세부 항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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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흉흉흉통통통으으으로로로 내내내원원원한한한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흉통은 흉부 불편감 또는 흉벽,흉부기관,주변 구조물들을 포함하는 실제적,잠
재적 가능성 있는 조직손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해로운 자극에 대한 감각적 반
응으로(Uphold,2003)해부학적,생리학적 그리고 정신학적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 의해서 심각한 질환이 종종 경한 상태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고 진단이 잘못되거나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Tintinalli,2003).
흉통은 심혈관계,근골격계,소화기계,신경계,호흡기계의 이상에 대한 반응이며

(Constanse,2003)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질환으로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대동맥류 및 대동맥박리,폐색전증,긴장성 기흉,심낭 압
전,식도 파열 등이 있다(Boie,2005).
급성 심근 경색과 불안전 협심증을 포함하는 질환을 임상적으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정의한다.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원인은 죽상 경화성 판이 파열되면
서 좁아진 관상 동맥 내에 혈전을 생성하고 혈전에 의해 혈관이 폐쇄되어 심근
저산소증과 심근의 괴사를 동시에 일으키면서 흉통이 발생된다(Fuster,1999).급
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크게 ST분절의 상승이 있는 심근 경색과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심근경색이나 불안정 협심증으로 구분되며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은 부분적 혈관의 폐쇄로 미미한 심장 마커의 양성적 증가나 ST 분절
의 변화를 보이게 되고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심근의 급성 허혈이나 괴사된 경
우로 심전도상 ST분절의 상승과 Q파를 만들어 낸다(Devon,2005).
흉통환자는 우선적으로 고도의 분류를 받고 지체 없이 평가 되어야 하며 간호

사,의사,심전도 기사가 포함 되는 치료 팀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처음으로 흉
통환자를 접하게 되는 환자 분류 간호사나 초진 간호사는 환자를 심장 감시 측정
장치가 있는 침대로 옮기고 정맥로를 확보하고 산소를 투여하고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한다.1차적으로 사정되어야 할 것은 환자의 기도,호흡,순환의 확인 및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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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습과 활력징후에 대한 접근이고 1차 사정에서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파악되
지 않았거나 이미 제언된 경우 2차적으로 병력과 신체검사,화학적 검사,진단적
검사로 구성되는 광범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Tintinalli,2003).
응급실 간호사는 흉통환자를 사정함에 있어서,일반적으로 PQRST의 방법으로

환자를 사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증상에 대해서 P:유발인자/경감시키는 요인/악화
요인,Q:통증의 질,R:위치/방사통,S:심각도/관련증상,T:시간의 순서로 환자를 사
정하는 것이며(Newberry,2004),내과력,약물력,사회력,위험 인자,알레르기 여
부가 함께 사정될 수 있다...미국 심장 협회에서는 40세 이상의 연령,남성 또는
폐경 후 여성,고혈압,흡연,고지혈증,당뇨,,,체간비만,가족력과 앉아서 일하는 생
활습관이 주요 심장질환의 위험요소라 하였다.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위험 정도
를 분류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다.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Braunwald
stratification은 과거력,임상력,혈액 검사 및 심전도 상의 다양성에 기초해 환자
를 분류하고 있고,TIMI위험 점수는 불안정 협심증과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심
근 경색환자의 예후를 예측,평가하기 위한 점수화된 척도로 나이,심혈관 위험인
자,관상동맥 협착의 수,ST분절의 변화정도,심허혈성 증후,아스피린 사용 그리
고 CK-MB의 상승도가 평가 항목이 된다.
흉통의 분석을 위한 검사로 스트레스 검사,심초음파,혈관 조영술 또는 동위원

소 스캔이 고려 될 수 있고 이중 관상동맥 질환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표준은
혈관 조영술이다(강병철,2001).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되는 대부분의 흉통
환자는 심장지표를 포함한 혈청 검사와 심전도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전도 상에
ST 분절의 상승을 보이거나 새로운 좌각차단(LBBB)패턴이 보이는 경우 응급실
간호사는 혈관 조영술이나 혈관 용해제 시행을 예측해야 한다(Kusbeck,2005).
2003년 11월 NorthSnoreMedicalCenter는 경피적 심혈관 중재 프로그램을 만들
어 환자의 내원에서 검사실로 이동까지 시간을 40분에 가능하게 하였다.검사를
위한 주요항목이 포함된 도구가 만들어 졌는데 이를 사용하여 간호사는 실무지침
에 따라 환자를 사정,2～3분 안에 약물 투여하고 그 효과를 사정하고 검사에 필
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빠른 시간 안에 검사가 진행되게 한다.헤파린,에토프라놀,
니트로글리세린,아스피린,주사기,계산기,알코올 스펀지가 검사용 도구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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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Newbery,2005).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급성 심정지의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고 치료와 예후

는 시간에 매우 민감하다.미국 심장 협회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의 응급 관리를 위
한 실무지침을 만들어 냈고 임상 근거에 기초에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이는 위
험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긴급히 재관류 치료의 요구를 사정하고 중재하기 위함이
다(Lewis,2005).급성 허혈성 질환이나 기흉,대동맥류나 폐색전증이 의심된다면
입원을 하여야 하지만 다른 내과적,정신과적 문제 등 허혈이 가능성이 적은 환자
에 있어서는 입원은 신중이 고려된다.흉통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
외에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 적으로 응급실
내 흉통환자 평가 구역을 만들거나 흉통환자를 위한 클리닉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알고리즘 형식의 전산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Finefroke,
1995;Bazarnick,2002).또한 응급실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의무기록 형식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병원도 있으며 이는 중복된 서류
작업과 중재를 없애므로 수행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급성 관상동
맥 증후군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했다(Repasky,2005).정확한 소인을 손
쉽게 파악하게 하여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Goldmen이 개발한 프
로토콜은 임상적인 증상과 심전도 자료에 따라 순환적인 구획을 만들어 전향적으
로 알고리즘을 유효하게 함으로써 심근 경색의 여러 가지 위험성에 따라 응급실
환자를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강병철,2001).
응급실내에 흉통 환자 평가 구역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구분해 내고 혈전 용해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흉통 환자
평가 구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실무지침에 따라 증상 발현 0,3,6,9시간 후의 연
속적인 CK-MB검사 수치를 관찰하고 단계적으로 환자가 운동 부하 검사와 심초
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환자를 사정하고 심전도와 검사를 분석하여 필요
시 재관류 요법이 시행되도록 의사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무지침에
의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의 퇴원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Finefroke,1995).
국외의 다양한 실무 연구와 맞물려 국내에선 응급실내에서 간호사들이 흉통환

자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의학적 연구는 시도되고 있지만



- 8 -

간호사의 실무지침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된 바 없으며 응급전문 간호사를 위
한 지침 또한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다.흉통환자의 치료 지체의 요인으로 응급실
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어렵고 중증도 분류소를 통해야 하며
구급대원의 인지 부족과 응급실 의사의 지식부족과 일반인들의 증상과 관련된 중
요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적 지식부족을 들었다(AHA,2003).초진을 담당
하게 되는 응급전문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를 위해 잘 만들어진 임상 실무 지침은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의사 결정력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 업무를 수행함으로
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BBB...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과과과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임상실무지침이란 특정 상태,절차나 또는 환자 집단을 위해 권고되는 행동과정
에 대한 기술이며,특정한 임상 환경에 있는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임상가나
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이다(Musil,2005).근거
중심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써 임상 실무지침은 이론과 실무 사이의 중요한
연계를 제공하고,연구 기반 지식을 실무에 적용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사용을 촉진한다.또한 실무 환경별 부적절한 격차를 감소시키며 양질
의 근거 중심의료를 증진시키고 중재에 대한 기전을 제공함으로 건강관리 전문가
들이 자신이 행하는 중재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박명화,2006).실
무지침의 구체적인 기능은 근거중심의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표준을 제정하고 보
다 용이하고 객관적인 임상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며 업무 분담 규정 및 업무수행
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또한 의료인 및 환자를 위한 교육도구로 사용될 수 있
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효과를 개선한다(신승수,2003).
실무지침은 환자의 구체적 상황을 관리하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

표준 진료 지침,알고리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박명화,2006).프로토콜은 주요 증
상이나 질병 과정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조직화된 방법으로 다른 지침에 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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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고 절차 중심적으로 흔히 특정 환자집단을 위하여 설계되며 구성요소로는
문제의 정의나 배경 정보,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사정,계획,환자와 가족 교
육,추후 관리가 포함 된다(Harris,1997).
이와 같은 프로토콜의 개발은 문제를 발견하고 근거를 획득하고 검색엔진을 통

해 근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근거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프로토콜의
근거를 합성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Carr,2000)알고리즘은
개발과정 중에서 근거를 찾는 과정이 개발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장금성,2006).다시 말하면 프로토콜은 주로 화술형이며 서술적이고 개방적
으로 주객관적 자료 수집과 진단을 포함한 사정과 치료,교육,추후관리,이송의
계획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알고리즘은 임상 의사결정 경로를 도식화한 시각
적 지침으로 ‘예/아니요’로 표시될 수 있고 임상증상,검사 결과,치료 등이 기본적
인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Paul,1999).알고리즘은 시작과 끝,과정 단계와 결
정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로 실무지침의 전체적인 권고 사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전체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박명화,2006).응급실 환자 간호를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응급실 간호사 업무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과학적
원칙에서 찾은 근거로 구성되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지
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흉통 환자의 임상실무지침은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사례 관리 경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단어는 서로 바꿀 수 있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 만성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사례 관리 경로 형식의 환자의 관리 계획은 알고
리즘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부족하다.전형적이고 세부적인 더 많은 특징
들은 프로토콜이 제공할 수 있다.미국 심장 협회에서 제공하는 실무지침은 class
Ⅰ,classⅡ,classⅢ의 등급으로 각각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흉통의 경우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치료 프로토콜의 사용은 지연을 줄여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Bazarnick,
2002).미국의 경우 많은 병원이 사례 관리나 간호 관리 지도와 같은 실무지침을
사용하고 있고 연구근거에 기반을 둔 지침은 응급실에서 간호의 일관성과 시간
절약을 도모하여 환자치료의 결과를 좋게 한다.응급실 의사와 의사보조,심혈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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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응급실 간호사,임상 병리사,혈관 조영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만든 흉통
환자를 위한 임상실무지침은 간호사,의사는 물론 지연 없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
어 일과 서식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이런 임상실무지침은 환자 분류에서 시작되
어 진단에까지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다(Repasky,2005).구체적으로 Bazarnick
(2002)의 흉통 사정도구는 nursingstandingorder,ED Doctororderset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Repasky(2005)의 흉통 사정도구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내
원시점부터 사정,간호 중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도구는 실제로 환자의 차
트에 첨부 되어 의사와 간호사가 쉽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Finefroke
(1995)은 응급실내에 흉통 환자 관리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사정도구와
입실 시간대별 간호 관리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는 퇴원 계획,환자 교육,임상 검
사 내용과 식이 및 안전 관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발전과 함께 실무지침을 최선의 활용 가능한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
발된 실무지침은 대부분 의학적 진료 분야에 속한 것으로 다른 문서들과 마찬가
지로 표준화된 간호 실무지침은 많지 않다(박명화,2006).미국과 캐나다는 28,000
개의 임상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NationalGuidelineClearing
House통하여 임상실무지침의 개발 방법 및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미국의
병원과 보건의료계에서 임상실무지침이 질 향상 및 의료비용 통제를 위해 자리
잡은 것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김남순,2003)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
추어 국내 간호 계에서 근거 중심 임상실무 프로토콜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그에 일환으로 응급실에서 주 증상에 관한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 연구로 호
흡곤란환자의 응급관리 알고리즘(양진주,2005)이 시행된 바 있으나 흉통에 대한
응급관리 임상 실무지침의 개발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이에 흉통 환자의 응급관리를 위해 조직화된 순서의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개

발하고자 한다.개발된 실무지침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응급전문 간호사와 응급실
간호사의 신속한 사정과 진단적 의사결정 및 실무중재를 도와 환자의 생명유지와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여 응급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에 기여함으로 유용한 도구
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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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급성흉통으로 내원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응급관리를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개발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문헌고찰을 통해 알고리즘 경로와 프로토콜 항목을 도출하고 임상 기록지 분석
으로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확정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죄종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가가가...제제제111단단단계계계
111)))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해해해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경경경로로로 도도도출출출
문헌 고찰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교과서적인 서적인 Rosen's emergency

medicine(sixedition)과 EmergencymedicineJudithTintinalli(fifthedition),미국
심장 협회에서 발간하여 전 세계적으로 흉통환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권위 있
는 서적인 ACLS:principleandpractice(2003AHA)(2005guidelineforCPRand
ECC포함)와 응급실 간호사들의 교과서적인 서적 Sheehy'semergencynursing,미
국 임상에서 응급실 간호사들과 전문 간호사들의 실무 치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Emergencynursingbible등 5가지 문헌과 주 증상과 진단명에 따른 저널 10가지를
분석하여 6단계 흐름의 알고리즘 경로를 도출하였다.

222)))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해해해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을을을 항항항목목목 도도도출출출
응급관리 프로토콜은 Rosen'semergencymedicine(sixthedition)과 Emergency

medicine Judith Tintinalli(fifth edition),ACLS :principle and practic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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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2005 guidelineforCPR and ECC 포함),Sheehy'semergency nursing,
Emergencynursingbible5개 문헌을 위주로 분석하고 주 증상과 진단명에 따른
저널 중에서 간호학적인 세부 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저널 4개를 참조하여 포
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프로토콜 기본 항목을 도출하였는데 기본 항목에는 사정,검
사,치료적 중재,간호학적 중재 항목이 포함되었다.

나나나...제제제 222단단단계계계:::임임임상상상 기기기록록록지지지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예예예비비비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및및및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확확확정정정
2006년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I대학 병원에 흉통을 주 호소로 내원한 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15명과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10명의 임
상 기록지를 임의 표출하여 검토하였다.임상 기록지 분석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6단계의 예비 알고리즘을 실무에 맞게 수정하고 문헌고찰로 도출된 프로
토콜 항목의 임상 빈도를 고려하여 예비 프로토콜 항목을 확정하였다.

다다다...제제제 333단단단계계계:::전전전문문문가가가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및및및 수수수정정정 보보보완완완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

다.응급의학과 전문의 3인,응급의학과 전공의 3인,응급실 근무 경력이 있는 간
호학 교수 1인,응급실 경력 8년 이상인 응급실 간호사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에게 4점 척도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평가하게 하
였다.이 질문지의 척도는 매우 적절하다 4점,비교적 적절하다 3점,비교적 적절
하지 않다 2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1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질문지를 분
석하여 합계 평균 3점 이상인 항목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수정하였다.

라라라...제제제 444단단단계계계:::최최최종종종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과과과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개개개발발발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

해 예비 알고리즘 단계를 수정하였고 예비 프로토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급성 흉통환자의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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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경경경로로로와와와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도도도출출출

문헌 고찰은 다음의 Rosen'semergencymedicine(sixthedition)과 Emergency
medicine Judith Tintinalli(fifth edition), ACLS: principle and practice(2003
AHA)(2005 guidelineforCPR and ECC 포함),Sheehy'semergency nursing,
Emergencynursingbible5가지 문헌과 주 증상과 진단명에 따른 저널 10가지를
분석하여 6단계로 이루어진 알고리즘과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사정,진단적 검
사,치료적 중재,간호학적 중재 항목이 포함된 프로토콜의 기본 항목을 도출하였
다.

111...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경경경로로로 도도도출출출
문헌 고찰을 통하여 흉통 환자의 1차 사정과 관리,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

분과 안정화를 위한 응급관리,2차 사정과 관리,급성 허혈성 흉통의 가능성 구분
및 감별 진단적 관리의 결정,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과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
험군 환자의 관리,입원 및 퇴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6단계의 흉통환자 관리흐름
을 도출하였다(표 1).
흉통환자의 관리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루어지거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가

결정 되어지는 것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세부 단계라고 표현하였
다.흉통환자 중 허혈성 흉통 가능성 환자와 감별진단 환자 구분(4단계)과 그 다
음 단계인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5-1단계)과 ST 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
로의 구분단계(5-2단계)는 환자가 하나의 시점에서 구분되어 각각의 세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묶어서 -(다시 기호)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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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문헌고찰을 통한 흉통환자의 관리 흐름 분석

AAA ===EEEmmmeeerrrgggeeennncccyyymmmeeedddiiiccciiinnneeeJJJuuudddiiittthhhEEE...TTTiiinnntttiiinnnaaalllllliii(((FFFiiifffttthhhEEEdddiiitttiiiooonnn)))
BBB===RRRooossseeennn'''ssseeemmmeeerrrgggeeennncccyyymmmeeedddiiiccciiinnneee(((CCCooonnnccceeeppptttsssaaannndddCCCllliiinnniiicccaaalllPPPrrraaaccctttiiiccceee)))
CCC===AAACCCLLLSSS:::PPPrrriiinnnccciiipppllleeesssaaannndddppprrraaaccctttiiiccceee
DDD ===SSShhheeeeeehhhyyy'''sssEEEmmmeeerrrgggeeennncccyyynnnuuurrrsssiiinnngggppprrriiinnnccciiipppllleeesssaaannndddppprrraaaccctttiiiccceee
EEE===EEEmmmeeerrrgggeeennncccyyynnnuuurrrsssiiinnngggbbbiiibbbllleeeTTThhhiiirrrdddeeedddiiitttiiiooonnn
ⅠⅠⅠ===AAA fffrrreeeqqquuueeennntttlllyyyuuussseeedddaaannndddrrreeevvviiissseeedddeeemmmeeerrrgggeeennncccyyy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ccchhheeessstttpppaaaiiinnnpppaaattthhhwwwaaayyy
ⅡⅡⅡ===CCCrrriiitttiiicccaaallldddeeeccciiisssiiiooonnnmmmaaakkkiiinnngggiiinnnttthhheee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aaacccuuuttteeemmmyyyooocccaaarrrdddiiiaaallliiinnnfffaaarrrccctttiiiooonnnaaannndddooottthhheeerrraaacccuuuttteeecccooorrrooonnnaaarrryyysssyyynnndddrrrooommmeeesss
ⅢⅢⅢ===TTThhheee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aaannnddd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ooofffcccaaarrrdddiiiooogggeeennniiicccssshhhoooccckkk
ⅣⅣⅣ===AAAcccuuuttteeecccooorrrooonnnaaarrryyysssyyynnndddrrrooommmeeecccrrriiitttiiicccaaalllpppaaattthhhwwwaaayyy
ⅤⅤⅤ===PPPrrreeedddiiiccctttiiivvveeeiiinnnssstttrrruuummmeeennnttt,,,cccrrriiitttiiicccaaalllcccaaarrreeepppaaattthhhwwwaaayyysss,,,aaalllgggooorrriiittthhhmmmsss,,,aaannndddppprrroootttooocccooolllsssiiinnnttthhheeerrraaapppiiiddd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ccchhheeessstttpppaaaiiinnn
ⅥⅥⅥ===TTTrrraaannnssslllaaatttiiiooonnnooofffcccrrriiitttiiicccaaalllpppaaattthhhwwwaaayyysssfffooorrraaacccuuuttteeecccooorrrooonnnaaarrryyysssyyynnndddrrrooommmeeeaaannndddfffooorrraaacccuuuttteeehhheeeaaarrrtttfffaaaiiillluuurrreeeiiinnntttoooaaadddmmmiiissssssiiiooonnnfffooorrrmmmsssaaannnddddddiiisssccchhhaaarrrgggeeeppplllaaannnnnniiinnnggg
ⅦⅦⅦ===AAA nnnuuurrrssseee---llleeedddrrraaapppiiidddaaacccccceeessssssccchhheeessstttpppaaaiiinnncccllliiinnniiiccc－－－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fffrrrooommm ttthhheeefffiiirrrsssttt333yyyeeeaaarrrsss
ⅧⅧⅧ===CCChhheeessstttpppaaaiiinnnaaannndddaaassssssoooccciiiaaattteeedddsssyyymmmppptttooommmsssooofffaaacccuuuttteeecccooorrrooonnnaaarrryyysssyyynnndddrrrooommmeeesss
ⅨⅨⅨ===FFFaaaccciiillliiitttaaatttiiinnngggtttrrreeeaaatttmmmeeennntttiiinnn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ssstttrrroookkkeeeooorrrccchhheeessstttpppaaaiiinnnttthhhrrrooouuuggghhhaaadddeeedddiiicccaaattteeedddEEEDDD ccchhheeessstttpppaaaiiinnn///ssstttrrroookkkeeeuuunnniiittt
ⅩⅩⅩ===FFFaaasssttttttrrraaaccckkkiiinnngggEEEDDD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ccchhheeessstttpppaaaiiinnn:::iiinnnttteeegggrrraaatttiiinnngggttthhheeeccchhheeessstttpppaaaiiinnn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uuunnniiitttaaannndddttthhheeeooobbbssseeerrrvvvaaatttiiiooonnnuuunnniiittt

문문문헌헌헌단단단계계계
서서서 적적적 저저저 널널널

AAA BBB CCC DDD EEE ⅠⅠⅠ ⅡⅡⅡ ⅢⅢⅢ ⅣⅣⅣ ⅤⅤⅤ ⅥⅥⅥ ⅦⅦⅦ ⅧⅧⅧ ⅨⅨⅨ ⅩⅩⅩ
1)1차 사정과 관리 (초기사정,빠른 사정) 1 1 1 1 1 1 1 1 1 1 1 1 1
2)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안정화를 위한 응급관리 2 2 2 2 2 2 2 2 2
3)2차 사정과 관리(광범위 평가) 3 3 3 1 3 1 1 2 1 1 1 1 3 1
4-1)감별진단과 관리 결정 4 4 4 3 4 2 4 2 4
4-2)급성허혈성 흉통 가능성 구분 4 4 4 3 4 2 3 2 2 2 2 4
5-1)ST 상승 급성 심근경색환자의 분류와 응급관리(시간 의존
적 치료 및 중재포함) 5 5 5 4 4 3 3 3 3 3 3 4

5-2)
1.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위험환자의 분류와
응급관리(시간 의존적 치료 및 중재 포함)
2.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위험군 환자의 분류와 응급관리

5 5 5 4 4 3 4 3 3 3

6)입원 및 퇴원 결정 6 6 6 5 4 3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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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11단단단계계계...흉흉흉통통통환환환자자자의의의 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흉통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고도의 분류를 받아 침대로 옮겨져 지체

없이 평가 되어야 한다.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호흡,순환,전반적 모습과 활력 징후등과 같은 빠른 사정과 동
시에 산소 투여와 심장 감시 장치 연결,정맥로의 확보와 심장 마커를 포함한 기
본 혈액 검사와 체위나 금식과 같은 간호중재가 시행된다.

222)))222단단단계계계...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호흡곤란,심인성 쇽의 징후,호흡부재,맥박의 부재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응급 상황의 경우 혈역학적 안정화를 위한 즉각적인 응급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
관리가 요구된다.

333)))333단단단계계계...222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보다 광범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2차 평가는 보다 자세한 병력과 신체검사,화학적 검사,진단
적 검사가 포함되며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과 감별진단의 가능성이 고려된 관리
중재가 제공된다.

444)))444단단단계계계...급급급성성성 허허허혈혈혈성성성 흉흉흉통통통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 구구구분분분과과과 감감감별별별 진진진단단단적적적 관관관리리리 결결결정정정
흉통 환자의 초기 판단 동안에 중요한 것은 허혈성 흉통의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위한 감별진단 위한 관리이다.

555)))555---111단단단계계계...SSSTTT 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 급급급성성성심심심근근근경경경색색색 구구구분분분과과과 관관관리리리
급성 심근경색 조기 진단의 중요성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최초 심전도 검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허혈성 통증을 지닌 환자는 응급센터 도착 10분 이내
에 12유도 심전도 검사가 시행되고 판독되어야 한다.ST분절의 상승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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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허혈성 약물 치료 및 증상발현 시간을 고려한 재관류 치료가 시행된다.

666)))555---222단단단계계계...SSSTTT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과과과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이이이 적적적은은은 저저저 위위위험험험군군군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12유도 심전도 상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환자는 지속적인 허혈의 징후나 혈역

학적 불안정 징후,심전도 상의 ST분절 상승 혹은 ST분절의 하강,Q파의 생성,
새로운 좌각차단(LBBB),T파 역위와 같은 연속적인 심전도상의 변화,트로포닌
양성 반응을 포함한 반복적인 심장 마커 검사를 통해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심
근경색이나 불안정 협심증 환자를 구분하여 항 허혈성 치료와 통증의 시작 시간
을 고려한 재관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초기 응급실에서의 심전도가 정상이거나 이전의 심전도와 변화가 없고 전형적

인 흉통의 징후,심장 마커의 양성 변화가 없으면서 과거력,위험요인이 없다면 허
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이며 관찰 기간 동안 진단적 스트레스 검
사가 시행될 수 있고 스트레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입원이 고려되고 음성의 경
우 귀가가 고려된다.

777)))666단단단계계계...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의의의 결결결정정정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빠른 재관류 치료를 포함한 응급관

리 후 심혈관계 중환자실로의 입원이 진행된다.허혈의 가능성이 적은 환자에 있
어서 퇴원이 신중히 고려되는데 퇴원 시에는 외래 방문 및 퇴원약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퇴원 간호가 요구된다.

문헌 고찰로 도출된 6단계의 경로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1과 같다.



- 17 -

그림 1.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알고리즘

1차 사정과 관리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관리

불안정 징후

>1개 이상
응급소생관리

초기 심전도 사정

ST 분절 상승

(연속된 2개 이상

유도에서 1mm이상) 

혹은 New LBBB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관리

흉통

2차 사정과 관리

허혈성 흉통이

의심되는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관리

항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

감별진단관리

1.고위험군 여부

2.트로포닌 양성

3.연속적인 심전도 변화

4.반복된 심장마커

양성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위험군관리

스트레스테스트

검사 양성

1111단계단계단계단계: 1: 1: 1: 1차사정과차사정과차사정과차사정과 관리관리관리관리

2222단계단계단계단계: : : : 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 불안정불안정불안정불안정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구분과구분과구분과구분과 안정화안정화안정화안정화

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응급관리응급관리응급관리응급관리

3333단계단계단계단계:2:2:2:2차차차차 사정과사정과사정과사정과 관리관리관리관리

4444단계단계단계단계::::허혈성허혈성허혈성허혈성 흉통흉통흉통흉통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및및및및 감별감별감별감별 진단적진단적진단적진단적

관리의관리의관리의관리의 결정결정결정결정

5555단계단계단계단계::::STSTSTST분절분절분절분절 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

환자환자환자환자 분류분류분류분류, , , , 관리관리관리관리 및및및및

STSTSTST분절분절분절분절 상승이상승이상승이상승이 없는없는없는없는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증후증후증후증후

군관리와군관리와군관리와군관리와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관상관상관상

동맥동맥동맥동맥 증후군의증후군의증후군의증후군의 가능가능가능가능

성이성이성이성이 적은적은적은적은 저저저저 위험군위험군위험군위험군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분류와분류와분류와분류와 관리관리관리관리

6666단계단계단계단계: : : : 퇴원퇴원퇴원퇴원 및및및및 입원의입원의입원의입원의

결정결정결정결정

항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 고려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입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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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항항항목목목 도도도출출출

다음의 Rosen'semergencymedicine(sixthedition),EmergencymedicineJudith
Tintinalli(fifthedition),ACLS:principleandpractice(2003AHA),2005Guidelines
forCPRandECC포함,Sheehy'semergencynursing,Emergencynursingbible
5가지 문헌을 위주로 분석하고 간호학적 세부 관리 내용의 포함을 위해 알고리즘
경로 분석에 포함된 저널 10개 중 간호 관리 내용이 있는 저널 4개를 추가 참조하
여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사정,검사,치료적 중재,간호학적 중재 항목이 포함
된 프로토콜 항목을 도출하였다(표2).
1차 사정과 관리,2차 사정과 관리 항목에는 앞서 언급한 4개 저널 중 3개의 저

널이 참조되었고 퇴원 환자 관리에는 저널 2개가 관리 항목 분석을 위해 참조 되
었다.
1단계는 1차 사정,의학적 중재,간호중재를 포함하여 24개 항목이 도출되었고

2단계는 불안정 징후와 안정화를 위한 응급 관리 23항목이 3단계는 2차 사정과
의학적 중재 및 간호중재 항목이 23항목,5-1단계는 항 허혈성치료 및 재관류 치
료 항목이 총 21항목,5-2단계 중재 및 허혈성 징후,전형적 심전도 변화 항목이
24항목,6단계 퇴원관리 9개 항목,총 124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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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
111단단단계계계:::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항항항 목목목 AAA BBB CCC DDD EEE ⅠⅠⅠ ⅣⅣⅣ ⅤⅤⅤ
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
기도,호흡,순환의 확인 0 0 0 0 0
전반적 모습 0 0
활력징후 0 0 0 0
환자의 인지력 0
의식수준 0
심폐음 청진 0 0 0 0
간단한 초기 병력검사 0 0 0
초점 신체사정 0 0
나이,성의 확인 0
응응응급급급 중중중재재재
심장 감시 장치 0 0 0 0 0
정맥로 확보 0 0 0 0 0
심장마커를포함한기본혈액검사(CK,CK-MB,troponinI혹은T,myoglobin) 0 0 0 0 0
산소의 투여 0 0 0 0 0
간간간호호호 중중중재재재
액세서리 제거 0
환의입히기 0
반좌위 체위 0 0
산소포화도 모니터(90%이하 주치의 연락) 0 0 0
자동 혈압 모니터 0
양쪽팔혈압사정 0
처음 심전도 자료 수집 0 0
변화된 심전도 자료 수집 0 0
안심 및 지지 0
안정 0
금식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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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계속)
222단단단계계계:::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항항항 목목목 AAA BBB CCC DDD EEE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징징징후후후
수축기 혈압<90 0 0 0
과도하게 빠르거나 느린 맥박 0 0 0
심실 빈맥,심실 세동 0 0 0
빠르거나 느린 호흡 0 0
호흡부재 및 호흡잡음 0 0 0 0
의식저하 0 0 0 0
산증 0 0 0
맥박의 부재 0 0 0
차갑고 축축한 피부 0 0 0
동공의 팽창 0
경정맥 팽창 0
소변량 감소,핍뇨 0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기도장치 0 0 0
산소화 0 0 0 0 0
기도삽관 및 기계호흡 0 0 0 0 0
심장 압박 0 0 0 0 0
중심 정맥관 삽입 0 0
폐동맥관 0
수액 일시 주사 0 0 0 0 0
심박 조율기 0
심장 동시 조율 전기 충격술 /제세동 0 0 0 0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동맥 우회술 0 0 0 0
약물 요법
혈관 수축제 0 0 0 0 0
항 부정맥제 0 0 0 0 0
아트로핀 0 0 0 0 0
칼슘제 0 0 0
마그네슘설페이트 0 0 0
중탄산나트륨 0 0 0

심낭 천자술 0 0 0
흉낭 카테터 흡인술 0 0 0
대동맥 내 풍선 펌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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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계속)

333단단단계계계:::222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항항항 목목목 AAA BBB CCC DDD EEE ⅠⅠⅠ ⅣⅣⅣ ⅤⅤⅤ

사사사정정정

자세한 병력 사정

PQRST(통증10점 척도) 0 0 0 0 0

내과력 0 0 0 0 0

약물력 0 0 0 0

가족력 0

위험인자 0 0 0 0

알레르기 0 0 0 0

신체 검진

시진,청진,촉진,타진 0 0 0 0 0

전반적인 신체 상태(ROS) 0 0 0 0

전신신체 사정(physicalexam) 0 0 0 0

지속적인 초점 신체사정 0 0 0

응응응급급급 중중중재재재

산소의 투여 0 0 0 0 0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및 효과의 사정 0 0 0 0 0

모르핀/아스피린 0 0 0 0 0

12유도심전도 0 0 0 0

흉부 방사선 0 0 0 0 0

혈전 용해제 부적합성 사정 0 0 0

간간간호호호 중중중재재재

심전도 변화의 관찰과 변화 시 심전도 검사 및 주치의 연락 0 0 0

간호력 사정(돌보는 사람,마지막 월경일) 0 0 0

금식의 유지 /안정의 유지 0 0

약물의 효과,부작용의 사정 0 0 0

중재계획에 대한 설명(간호계획 포함,질병에 대한 교육 자료나 설명)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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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계속)

555---111단단단계계계:::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의의의 응응응급급급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항항항 목목목 AAA BBB CCC DDD EEE

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산소 0 0 0 0 0

정맥 유지 0 0 0 0 0

모르핀 0 0 0 0

아스피린 금기 확인 및 투여 0 0 0 0 0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0 0 0 0 0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전 후 혈압의 사정 0 0 0

글라이코프로테인 Ⅱb/Ⅲa억제제 0 0 0

티클로피딘

클로피도그릴(프라빅스) 0 0

헤파린 혹은 저밀도 헤파린(에녹사파린) 0 0 0 0 0

베타차단제 0 0 0 0

안지오텐진 효소전환 억제제 0 0 0 0 0

칼슘채널 차단제 0 0 0

마그네슘 설페이트 0 0 0

HMG조효소 환원효소 억제제 0

당 -인슐린 -칼륨(Glucose-Insulin-Potassium) 0

재재재 관관관류류류 치치치료료료

혈전 용해 요법 적응증(증후 시작 12시간 이내)과 금기 사정 0 0 0 0 0

혈전 용해 요법 시행 전후 혈압의 사정 0 0 0 0

혈전 용해 요법 부작용 사정 0 0 0 0

혈전 용해 요법의 재관류 사정 0 0 0 0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의 적응증 사정(내원-시술시간 90분 이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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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계속)

555---222단단단계계계:::SSSTTT 분분분절절절의의의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 위위위험험험 환환환자자자 응응응급급급 관관관리리리

항항항 목목목 AAA BBB CCC DDD EEE

고고고 위위위험험험군군군

지속적인 허혈성 징후 0 0 0

혈역학적 불안정 징후 0 0

좌심실 기능 감소 0 0

급성 심근경색의 과거력 0 0

낮낮낮은은은 위위위험험험군군군

트로포닌 양성반응 0

반복적 심전도상의 변화 0 0 0

연속적인 심장 마커 양성변화의 고려 0 0 0

저저저위위위험험험군군군 환환환자자자 추추추후후후 관관관리리리

스트레스 테스트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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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계속)

555---222단단단계계계:::허허허혈혈혈성성성 징징징후후후 및및및 심심심전전전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항항항 목목목 AAA BBB CCC DDD EEE

전전전형형형적적적 흉흉흉통통통

누르고 조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 0 0 0 0 0

목,턱 어깨 팔 등 명치로의 방사통 0 0 0 0 0

발한 0 0 0 0 0

오심/.구토 0 0 0 0 0

호흡곤란 0 0 0 0 0

짧은 호흡 0 0

전신 무력감 0

심계항진 0

불안한 느낌 0

어찔어찔한 느낌 0 0

심심심전전전도도도 변변변화화화

ST분절 상승 1mm,연속된 2lead이상 0 0 0 0 0

새로운 좌각차단(LBBB) 0 0 0

역동적 T분절 변화 0 0 0 0

ST분절 하강 0 0 0 0

Q파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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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문헌고찰에 따른 프로토콜 항목(계속)

666단단단계계계:::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항항항 목목목 AAA ⅣⅣⅣ ⅥⅥⅥ

퇴퇴퇴원원원환환환자자자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주치의 간호사 이름 알림 0

질환에 대한 설명 0 0 0

합병증에 대한 설명(심정지 가능성 설명) 0

금연교육 0 0 0

식이 0

운동 0

퇴원 약의 종류와 작용 부작용 설명 0 0 0

외래 방문 교육 0 0 0

퇴원교육에 대한 이해도 사정과 기록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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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임임임상상상 기기기록록록지지지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예예예비비비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및및및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확확확정정정

111...임임임상상상 기기기록록록지지지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예예예비비비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및및및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확확확정정정
2006년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I대학 병원에 급성흉통을 주 호소로 내원한

환자의 진단명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응급실 입원 및 퇴원 기점 진단)인 15명의
환자와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 환자(응급실 입원 및 퇴원 기점 진단)10명의
임상 기록지를 검토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흐름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경로를 수정하였으며 프로토콜을 위한 항목의 임상 빈도를 조사한 후
프로토콜을 개발 하였다.

111)))임임임상상상기기기록록록지지지로로로 분분분석석석된된된 급급급성성성 흉흉흉통통통환환환자자자의의의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관관관리리리 흐흐흐름름름 분분분석석석
응급실 퇴실 및 입원 기점에서 진단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15명과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10명의 임상 기록지를 검토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도
출된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관리 되었는지 흐름을 분석하였다(표3).
예비 알고리즘의 단계로 일반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불안정한 환자도 혈역학적

안정을 위한 응급소생중재를 제공받아 안정된 이후에는 2차 사정과 관리 단계로
진행하였으므로 2단계와 3단계를 상호 유동적 진행 형식으로 알고리즘의 흐름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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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알고리즘

111단단단계계계 :::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222단단단계계계 :::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333단단단계계계 :::222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444---111단단단계계계 :::감감감별별별 진진진단단단적적적 관관관리리리
444---222단단단계계계 :::허허허혈혈혈성성성 흉흉흉통통통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 구구구분분분
555---111단단단계계계 :::SSSTTT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관관관리리리(((시시시간간간 의의의존존존적적적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중중중재재재

포포포함함함)))
555---222단단단계계계 111:::SSSTTT 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 위위위험험험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관관관리리리(((시시시간간간 의의의존존존적적적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중중중재재재 포포포함함함)))
555---222단단단계계계 222:::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이이이 적적적은은은 저저저 위위위험험험군군군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관관관리리리
666단단단계계계 :::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의의의 결결결정정정

환환환자자자

단단단계계계

임임임상상상 기기기록록록지지지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111111111222111333111444111555111666111777111888111999222000222111222222222333222444222555

111단단단계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22단단단계계계 ○ ○ ○ ○ ○ ○ ○ ○

333단단단계계계 ○ ○ ○ ○ ○ ○ ○ ○ ○ ○ ○ ○ ○ ○ ○ ○ ○ ○ ○ ○ ○ ○ ○

444---111
단단단계계계 ○ ○ ○ ○ ○ ○ ○ ○ ○ ○

444---222
단단단계계계 ○ ○ ○ ○ ○ ○ ○ ○ ○ ○ ○ ○ ○ ○ ○

555---111
단단단계계계 ○ ○ ○ ○

555---222
단단단계계계111 ○ ○ ○ ○ ○

555---222

단단단계계계222
○ ○ ○ ○

666단단단계계계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사
망
사
망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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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임임임상상상 기기기록록록지지지로로로 분분분석석석된된된 급급급성성성 흉흉흉통통통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확확확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관관관리리리 항항항목목목
분분분석석석

임상 기록지 분석으로 문헌고찰에 의해 도출된 항목들의 빈도가 조사 되었다.
임상 기록지 분석을 통해 새로 첨부된 항목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시 동의서
확인 및 준비 간호,입원 시 입원 안내 항목이고 수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변화된 심전도의 수집은 1차 사정에서 시작하여 2차 사정 이후,환자의 내원에
서 입원이나 퇴원으로 응급실을 떠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으므로 금
식,안정 항목과 함께 지속적 관리 항목으로 분류하였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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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
<<<nnn===222555>>>

111단단단계계계:::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nnn===111555>>>

비비비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nnn===111000>>>

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
기도,호흡,순환의 확인 15 10
전반적 모습 15 10
활력증후 15 10
환자의 인지력 1 0
의식수준 8 7
심폐음 청진 15 10
간단한 초기 병력검사 15 10
초점 신체사정 15 10
나이,성의 확인 14 10

응응응급급급 중중중재재재
심장 감시 장치 15 10

정맥로 확보 15 10
심장 마커를 포함한 기본 혈액 검사
(CK,CK-MB,troponinI혹은 T,myoglobin) 14 10

산소의 투여 15 10

간간간호호호 중중중재재재
액세서리 제거 15 10
환의입히기 0 2
반좌위 체위 12 10
산소포화도 모니터(90%이하 주치의 연락) 15 10
자동혈압 모니터 15 10
양쪽팔혈압사정 0 10
처음 심전도 자료 수집 15 10
변화된 심전도 자료 수집 13 10
안심 및 지지 3 1
안정 15 10
금식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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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계속)
<<<nnn===888>>>

222단단단계계계:::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nnn===555>>>

비비비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nnn===333>>>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징징징후후후
SBP<90 4 1
과도하게 빠르거나 느린 맥박 4 2
심실 빈맥,심실 세동 2 0
빠르거나 느린 호흡 2 0
호흡 잡음 1 0
의식저하 3 0
산증 3 0
맥박의 부재 1 0
차갑고 축축한 피부 3 0
동공의 팽창 2 0
경정맥 팽창 0 0
소변량 감소,핍뇨 1 0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기도장치 0 0
산소화 2 3
기도삽관 및 기계호흡 2 0
심장 압박 2 0
중심 정맥관 삽입 2 0
폐동맥관 0 0
수액 일시 주사 5 1
심박 조율기 0 1
심장 동시 조율 전기 충격술 /제세동 2 0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동맥 우회술 1 0
약물 요법
혈관 수축제 3
항 부정맥제 2 2
아트로핀 3 1
칼슘제 0 0
마그네슘설페이트 0 0
중탄산나트륨 2 0

심낭 천자술 0 0
흉낭 카테터 흡인술 0 0
대동맥 내 풍선 펌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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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계속)
<<<nnn===222555>>>

222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nnn===111555>>>

비비비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nnn===111000>>>

사사사정정정
자세한 병력 사정
PQRST통증10점 척도 15 10
내과력 15 10
약물력 15 10
가족력 15 0
위험인자 0 10
알레르기 15 0

신체 검진
시진,청진,촉진,타진 15 10
전반적인 신체 상태(Review OfSystem) 15 10
전신신체 사정(PhysicalExam) 15 10
지속적인 초점 신체사정 15 10

관관관리리리
응급관리
산소의 투여 15 9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및 효과의 사정 15 5
모르핀/아스피린 15 3
12유도심전도 15 10
흉부 방사선 15 10
혈전 용해제 부적합성 사정 1 0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심전도 변화의 관찰과 변화 시 심전도 검사
및 주치의 연락 15 10

간호력 사정(돌보는 사람,마지막 월경일) 15 10

금식의 유지 /안정의 유지 15 10
약물의 효과,부작용의 사정 15 6
중재계획에 대한 설명(간호계획 포함,질병
에 대한 교육 자료나 설명)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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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계속)
<<<nnn===111555>>>

555---111단단단계계계:::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의의의 응응응급급급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산소 15
정맥로 유지 15
모르핀 3
아스피린 금기 확인 및 투여 12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15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전 후 혈압의 사정 15
글라이코프로테인 Ⅱb/Ⅲa억제제 1
티클로피딘 0
클로피도그릴 9
헤파린 혹은 저밀도 헤파린(에녹사파린) 9
베타차단제 0
안지오텐진 효소전환 억제제 0
칼슘채널 차단제 0
마그네슘 설페이트 0
HMG조효소 환원효소 억제제 0
당 -인슐린 -칼륨(Glucose-Insulin-Potassium) 0

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계속)
<<<nnn===777>>>

555---111단단단계계계:::재재재관관관류류류 치치치료료료의의의 응응응급급급중중중재재재 항항항목목목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혈혈혈전전전용용용해해해요요요법법법<<<222>>> 경경경피피피적적적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중중중재재재술술술<<<555>>>

재재재 관관관류류류 치치치료료료
혈전 용해 요법 적응증(12시간 이내)과 금기 사정 2
혈전 용해 요법 시행 전후 혈압의 사정 2
혈전 용해 요법 부작용 사정 2
혈전 용해 요법의 재관류 사정 2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의 적응증 사정
(내원 -시술시간 90분 이내) 5
중재술 동의서 확인 5
중재술을 위한 간호(피부준비,준비 물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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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계속)
<<<nnn===999>>>

＊＊＊ 저저저 위위위험험험군군군으으으로로로 분분분류류류되되되어어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테테테스스스트트트를를를 받받받아아아야야야 할할할 444명명명의의의 환환환자자자 중중중 222명명명은은은 입입입원원원 후후후 검검검사사사가가가 시시시
행행행되되되었었었고고고,,,222명명명은은은 퇴퇴퇴원원원 후후후 외외외래래래에에에서서서 시시시행행행되되되었었었다다다...

표 4.임상 기록지로 분석된 급성 흉통환자의 프로토콜 항목(계속)
<<<nnn===333>>>

555---222단단단계계계:::SSSTTT 분분분절절절의의의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위위위험험험 환환환자자자 응응응급급급 관관관리리리
(((아아아래래래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사사사정정정은은은 999명명명 모모모두두두 이이이루루루어어어짐짐짐,,,양양양성성성 반반반응응응 환환환자자자 수수수)))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고고고 위위위험험험군군군

지속적인 허혈성 징후 6

혈역학적 불안정 4

좌심실 기능 감소 6

급성 심근경색의 과거력 3

낮낮낮은은은 위위위험험험군군군

트로포닌 양성반응 5

반복적인 심전도상의 변화 4

연속적인 심장 마커의 양성변화의 고려 3

저저저위위위험험험군군군 환환환자자자 추추추후후후 관관관리리리

스트레스 테스트 0(*)

666단단단계계계:::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환환환 자자자항항항 목목목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증증증후후후군군군

퇴퇴퇴원원원환환환자자자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주치의 간호사 이름 알림 0
질환에 대한 설명 3
합병증에 대한 설명(심정지 가능성 설명) 3
금연교육 2
식이 0
운동 0
퇴원 약의 종류와 작용 부작용 설명(니트로글리세린 복용법에 대한 설명 포함) 3
외래 방문 교육 2
퇴원교육에 대한 이해도 사정과 기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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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예예예비비비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개개개발발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경우 본원의
사정상 스트레스 검사가 응급실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일단 입원을 권유받아 병동
에서 시행되거나 추후 외래 방문에서 이루어져 알고리즘 경로를 수정하였다(표
4).
문헌고찰과 임상 기록지 분석을 통해 예비 알고리즘을 그림2와 같이 개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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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예비 알고리즘

1차 사정과 관리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관리

불안정 징후

>1개 이상
응급소생관리

초기 심전도 사정

ST 분절 상승

(연속된 2개 이상

유도에서 1mm이상) 

혹은 New LBBB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관리

흉통

2차 사정과 관리

허혈성 흉통이

의심되는가?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 관리

항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

감별진단관리

1.고위험군 여부

2.트로포닌 양성

3.연속적 심전도 변화

4.반복된 심장마커

양성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위험군관리

스트레스 테스트 및 입원의 고려

1111단계단계단계단계: 1: 1: 1: 1차차차차 사정과사정과사정과사정과 관리관리관리관리

2222단계단계단계단계: : : : 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 불안정불안정불안정불안정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구분과구분과구분과구분과 안정안정안정안정

화를화를화를화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응급관리응급관리응급관리응급관리

3333단계단계단계단계:2:2:2:2차차차차 사정과사정과사정과사정과 관리관리관리관리

4444단계단계단계단계::::허혈성허혈성허혈성허혈성 흉통흉통흉통흉통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및및및및 감별감별감별감별 진단적진단적진단적진단적

관리의관리의관리의관리의 결정결정결정결정

5555단계단계단계단계::::STSTSTST분절분절분절분절 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

환자환자환자환자 분류와분류와분류와분류와 관리관리관리관리 및및및및

STSTSTST분절분절분절분절 상승이상승이상승이상승이 없는없는없는없는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증후증후증후증후

군군군군 관리와관리와관리와관리와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관상관상관상

동맥동맥동맥동맥 증후군의증후군의증후군의증후군의 가능가능가능가능

성이성이성이성이 적은적은적은적은 저저저저 위험군위험군위험군위험군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분류와분류와분류와분류와 관리관리관리관리

6666단계단계단계단계: : : : 퇴원퇴원퇴원퇴원 입원의입원의입원의입원의 결정결정결정결정

항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 고려
항허혈성 치료 고려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입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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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예예예비비비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확확확정정정

문헌의 빈도와 임상에서 빈도가 높은 항목을 1차적으로 선택하였고 본 지침은
임상 실무 치침으로서 적절성에 우선순위를 둔만큼 문헌에서의 중요도 보다 임상
에서 많이 수행한 항목을 위주로 확정되었다.

예비 프로토콜 항목의 확정을 위한 연구자의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문헌 고찰에서 각 항목 당 적어도 2개 이상 나왔던 항목과 임상에서 50%이상
의 빈도로 수행되었던 항목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

2.문헌에는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임상에서 75%이상 수행되었
던 항목을 2차적으로 채택하였다.

3.혈역학적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는 임상 기록지 분석에서 50%이상의 빈도수가
아니라도 불안정한 징후에 따라 적절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고 판단되어 문헌 고찰에서 2번 이상 나왔고 임상 기록지에 한번 이상 수행된
항목은 모두 포함시켰다.

문헌 고찰과 임상 기록지 분석을 통해 확정된 예비 프로토콜은 다음 표5와 같다.



- 37 -

표 5.예비 프로토콜
111단단단계계계 :::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 관관관리리리
기도,호흡,순환의 확인
활력징후
전반적 모습,심폐음 청진
나이 및 성 확인
간단한 초기 병력검사,초점 신체 사정

심장 감시 장치(자동 혈압,산소 포화도 모니터 포함)
정맥로 확보,심장 마커 포함 기본 혈액검사
산소의 투여,반좌위 체위,액세서리 제거
처음 심전도 및 변화된 심전도 자료 수집 중재의 시작
안정,금식의 지속적 중재의 시작

222단단단계계계 :::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관관관리리리
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징징징후후후 예예예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수축기 혈압<90이하
맥박 부재,빠르거나 느린 맥박
심실빈맥,심실세동,
의식저하
빠르거나 느린 호흡,호흡잡음 호흡부재
차갑고 축축한 피부,산증

산소화,기도 삽관 및 기계호흡,심장 압박
심장 도시 조율 전기 충격술,제세동
중심 정맥관 삽입,수액 일시 주사,
약물치료(혈관 수축제,항부정맥제,아트로
핀,중탄산나트륨),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동맥 우회술,대동맥 내 풍선 펌프

2차
사정
으로

3333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2222차 차 차 차 사정과 사정과 사정과 사정과 관리관리관리관리

2222차 차 차 차 사정사정사정사정 관리관리관리관리

1.자세한 병력 사정
(PQRST,내과력,약물력,위험인자,알레르기)

2.신체검진 -시진,청진,촉진,타진
전반적인 신체 상태 문진(Review ofsystem),
전신신체사정(Physicalexamination)
지속적인 초점 신체 사정
3.간호력(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정,마지막 월경일)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및 효과의 사정
모르핀,아스피린
흉부 방사선,12유도 심전도
약물효과 부작용의 사정
심전도 변화의 관찰 및 변화시 주치의 연락
간호계획 및 중재에 대한 설명(간호진단)

555---111단단단계계계,,,555---222단단단계계계111:::SSSTTT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 급급급성성성심심심근근근경경경색색색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SSSTTT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
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과과과 급급급성성성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이이이 적적적은은은 저저저위위위험험험군군군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예예예 ---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재재재관관관류류류 치치치료료료 아아아니니니오오오
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치치치료료료-니트로글리세린정주,
니트로글리세린투여,전후의혈압사정,
헤파린혹은저밀도헤파린투여,
클로피도그릴(프라빅스)
산소유지,정맥유지,아스피린투여확인
재재재관관관류류류치치치료료료---혈혈혈전전전용용용해해해요요요법법법
적응증및금기의사정,전후혈압의사정,
부작용의사정,재관류의사정
재재재관관관류류류치치치료료료---경경경피피피적적적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중중중재재재술술술
적응증사정,동의서,준비간호(피부준비,물품준비)

111...고고고위위위험험험군군군
1)지속적인허혈의징후-누르고조이고쥐어짜는듯한통증,
목,턱어깨,팔과명치로의방사통,발한,오심,구토,호흡곤란,짧은호흡
2)혈역학적불안정징후
3)좌심실기능감소
4)심근경색의과거력
222...트트트로로로포포포닌닌닌양양양성성성반반반응응응
333...반반반복복복적적적인인인심심심전전전도도도상상상의의의변변변화화화-ST분절상승(1㎜이상,2개유도이상)
새로운좌각차단,ST분절하강,역동적T파의변화,Q파
444...연연연속속속적적적인인인심심심장장장마마마커커커의의의양양양성성성변변변화화화

555---222단단단계계계 222:::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이이이 적적적은은은 저저저 위위위험험험군군군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예예예 -항 허혈성 치료,재관류 치료 고려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입원고려

666단단단계계계 :::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의의의 결결결정정정
입입입원원원 퇴퇴퇴원원원

입원 안내 퇴원교육 -질환 설명,합병증 교육,금연 교육,퇴원약 교육,외래 방문 교육

444단단단계계계 :::허허허혈혈혈성성성 흉흉흉통통통의의의 가가가능능능성성성 구구구분분분 &&& 감감감별별별 진진진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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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전전전문문문가가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및및및 수수수정정정 보보보완완완

경로의 타당도 점수는 1단계,2단계,3단계,5-1단계,5-2단계,6단계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4단계는 평균 2.846으로 낮은 타당
도를 보였다(표6).따라서 4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흐름이 이루어지도
록 4단계 이후의 흐름을 수정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단계에서 허혈성 흉통의 구분이라는 말이 매우 애매한 판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4～5단계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와
가능성이 낮은 환자(저 위험군)를 하나의 형태로 묶어 관리하는 것 보다는 1차와
2차 사정 단계에서 나온 사정 결과로(심전도와 위험인자,전형적 흉통 징후)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진행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5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위험군 환자를 비 급성 관상동
맥 증후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1차 사정의 결과로 혈역학적 불안정한 환자가 구분되고 2차 사정을 통해 허혈

성 심질환과 기타 감별 질환으로 구분되므로 1,2단계를 한 단계로 묶고 3,4단계
를 하나의 단계로 통합하자는 4명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1,2단계를 하나의 단
계로 3,4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수정하여 1차 사정을 통해 혈역학적으로 불안정
한 환자는 응급 소생관리를 받고 안정적인 환자는 2차 사정과 관리 단계로 진행
하는 것으로 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알고리즘 경로가 수정되었다.
5-2단계에서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중 갑작스러

운 심정지 합병증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위험 수준을 나누는 위험군(Tintinnli,
2003)과 허혈성 심질환 자체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군을 분류하는 위험군 분류의
명칭이 매우 애매하고 혼돈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최종 알고리즘에는 저 위험
군을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낮은 위험군이라고 명명하였다.
프로토콜 항목의 점수는 3.153이상으로 비교적 적절한 내용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타당도를 보인 2단계와 3단
계 항목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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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항목과 관리단계에서 징후와 관리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과(emergency)긴급한 중재 관리
가 요구되는 항목(urgency)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분
하였는데 응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된 증후는 심실빈맥,심실세동,
맥박부재,호흡부재이고 긴급한 중재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은 의식저하,수축기 혈
압<90이하,빠르거나 느린 호흡,호흡잡음,차갑고 축축한 피부,빠르거나 느린 맥
박,산증이다.혈역학적 불안정 관리 단계에서 간호사는 섭취량 및 배설량의 사정
및 소변줄 삽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항목을 추가 하
였다.
3단계의 경우 과거력이 포함되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전문가의 의견

에 따라 내과력 항목을 과거력을 포함한 내과력으로 수정하였다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응급소생관리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관동맥 우회술은 응급실에서
실제 수행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준비,관동맥 우회술 준
비로 수정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하였고 1차 사정과 관리 단계는 매우
빠르게 사정하여 혈역학적 불안정한 징후를 사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
므로 안정 및 지지,변화된 심전도 자료 수집,금식은 2차 사정 단계에 포함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사정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알고리즘의 4단계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구분

하는 흐름으로 변경되었는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흉통환자를 진단,구분하
기 위한 항목을 크게 전형적 흉통,심전도 변화,위험인자 3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
을 것 같다는 5명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알고리즘을 수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프
로토콜을 진단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수정 하였다.위험인자는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고혈압,당뇨,고지혈증,흡연,65세 이상 나이(ACLS guidelineforCPR
andECC,2005)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알고리즘은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4단계 경로로 최종 수정 되었으며 그 흐름에
맞게 프로토콜 항목도 수정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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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내내내용용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nnn===111333>>>

표표표 777...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내내내용용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nnn===111333>>>

항항항 목목목 평평평균균균값값값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1)흉통 환자의 1차 사정과 관리 단계로이 흐름은 적절하다 3.461±0.359

2)1차 사정 후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안정화를 위한 관리
진행으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538±0.590

3)혈역학적 안정 환자의 2차 사정과 관리 단계로의 진행은 적절하다. 3.307±0.261

4)2차 사정 후 허혈성 흉통의 구분 및 감별진단의 관리 결정단계로 흐름은
적절하다. 2.846±0.489

5)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관리를 위해 ST 상승 심근경색(5-1단계)과
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5-2단계 1)및 저 위험도
환자의 분류(5-2단계 2)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153±0.435

6)ST분절 상승이 없으면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의 분류와 관리 흐름은 적절하다. 3.076±0.412

7)ST 상승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 관리 후 입원으로 진행 흐름과
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 및 입원 진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의 응급관리
후 입원 및 퇴원단계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384±0.275

항항항 목목목 평평평균균균값값값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1단계)1차 사정 및 응급관리 3.461±0.422

2단계)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관리 3.153±0.301

3단계)2차 사정과 관리 3.153±0.374

5-1단계)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의 항 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 3.615±0.354

5-2단계 1)ST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의 응급관리 항목 3.615±0.275

5-2단계 2)저 위험군 환자의 입원 권유 혹은 스트레스 테스트 고려 3.230±0.325

6단계)입원 안내 및 퇴원교육 3.615±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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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최최최종종종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및및및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은 2개의 사정 단계(1단계,2단계),급성 관상동
맥 증후군 관리 단계(3단계),입원 및 퇴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최종 결정의 단
계(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차 사정은 초기의 빠른 사정으로 환자의 혈역학적
불안정 징후를 사정하여 응급소생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단계로 프로
토콜에 있는 혈역학적 불안정 징후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프로토콜에 나열된 응
급 소생처치가 환자상태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혈역학적으로 안정된 환자는
2차 사정 관리 단계로 진행되는데 2단계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
해 보다 광범위한 사정 및 관리 단계로 볼 수 있다.3단계는 2단계의 사정으로 급
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된 환자(전형적 흉통,위험인자,허혈성 심전도
변화를 보이는 환자)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낮은 환자의 진단적 관
리 단계로 프로토콜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추정 진단 항목,세부 치료적 중
재 업무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4단계는 응급관리 후 최종적으로 입원하거나 퇴
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흉통환자의 응급관리 마지막 단계로 프로토콜에서 입원
및 퇴원 간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와 원통형 모형은 시작과 종료,사각모형은 사정,관리와 같은 처리의

부호이며 마름모는 판단적 부호고 흐름은 ‘예’‘아니오’로 이루어진 화살표로 진행
된다.
전문가 타당도의 검증 및 예비 알고리즘 흐름과 프로토콜 항목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된 급성 흉통 환자의 응급관리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3과 같고 프
로토콜은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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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최종 알고리즘

흉통

1차 사정과 관리

혈역학적

불안정 징후

>1개 이상

2차 사정과 관리

1.허혈성흉통여부

2.심전도 변화 여부

3.위험인자 여부

응급소생관리

초기 12 유도 심전도 사정

1.ST 분절 상승

(연속된 2개 이상

유도에서 1mm이상) 

2. 새로운 LBBB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관리

항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 시행

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관리

감별진단관리

낮은 위험도 환자 관리

1.트로포닌 양성

2.연속적 심전도 변화

3. 심장 마커 양성

1.허혈성 증후 여부

2.혈역학적 불안정 징후 사정

3.좌심실 기능 감소

4. 트로포닌 양성

5.연속적 심전도 변화

6.심장 마커 양성

항허혈성 치료및 재관류 치료 고려

1111단계단계단계단계

1111차사정및차사정및차사정및차사정및

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

불안정환자불안정환자불안정환자불안정환자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2222단계단계단계단계

2222차사정차사정차사정차사정 및및및및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관상관상관상

동맥동맥동맥동맥 증후군증후군증후군증후군

잠정적잠정적잠정적잠정적 진단진단진단진단

관리관리관리관리

3333단계단계단계단계

STSTSTST분절분절분절분절 상승상승상승상승

심근경색과심근경색과심근경색과심근경색과

STSTSTST분절분절분절분절 상승상승상승상승

이이이이 없는없는없는없는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증증증증

후군후군후군후군 관리관리관리관리

4444단계단계단계단계

입원및입원및입원및입원및

퇴원결정퇴원결정퇴원결정퇴원결정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입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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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종 프로토콜

〔〔〔〔1111단계단계단계단계〕〕〕〕

1111차 차 차 차 사정사정사정사정

    및및및및

    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혈역학적

안정안정안정안정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구분구분구분구분

1차

사정

기도,호흡, 순환의 확인
활력징후, 전반적 모습
나이 및 성 확인
간단한 초기 병력검사
초점 신체 사정
심폐음 청진

1차

사정을

통한

불안정

징후

1. 응급

응급

소생

관리

산소화

기도 삽관 및 기계호흡

심장 압박

심장동시조율 전기충격

술, 제세동

중심 정맥관 삽입

수액 일시 주사

약물치료(혈관 수축제, 

항부정맥제, 아트로핀, 

중탄산나트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술 준비

관동맥 우회술 준비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섭취량 배설량 사정

(소변줄 삽입 고려)

맥박부재

호흡부재

심실세동

심실빈맥

1차

관리

심장 감시 장치
(자동혈압, 산소 포화
도 모니터 포함)
액세서리 제거
정맥로 확보
심장 마커 포함 기본 
혈액검사
산소의 투여
반좌위 체위,
처음 심전도  자료 수집

2. 긴급

수축기혈압<90이하
과도하게 빠르거
나 느린 맥박
의식저하
호흡잡음
빠르거나 느린 호흡
차갑고 축축한 피부
산증

2222단계단계단계단계

2222차 차 차 차 사정사정사정사정

및및및및

    급성급성급성급성

허혈성허혈성허혈성허혈성

징후의징후의징후의징후의

    잠정적잠정적잠정적잠정적

진단진단진단진단

2차

사정

1. 자세한 병력 사정

(PQRST,과거력을 포함한 

내과력, 약물력, 위험인자, 

알레르기)

2. 신체검진

-  시진, 청진, 촉진, 타진,

-  전반적인 신체 상태 문진

-  전신신체사정

3. 간호력사정

(돌보는사람 ,마지막월

경일포함)

2차

사정을

통한

급성

허혈성

징후의

사정

허혈성 흉통

감별진단

누르고 조이고 쥐어짜
는 듯한 통증
목, 턱, 어깨, 팔과 명치
로의 방사통
심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짧은 호흡

심전도 변화

ST분절 상승
(2개유도1㎜이상) 
새로운 좌각 차단, 
ST분절 하강,
역동적 T파의 변화, 
Q파

2차

관리

12유도 심전도
흉부 방사선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및 효과의 사정
모르핀, 아스피린
약물효과 부작용의 사정
심전도 변화의 관찰 
 및 주치의 연락
간호계획 및 중재에 
 대한 설명(간호진단)
변화된 심전도 자료 
 수집, 안정, 금식의 
 지속적 중재

허혈의

가능성
이

낮은
위험도
환자
관리

1.트로포닌 양성반응
2.반복적 심전도 변화
  사정
3.연속적 심장 마커 
  양성 변화 확인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고지혈증
흡연
65세 이상 나이

3333단계단계단계단계
STSTSTST분절 분절 분절 분절 
상승상승상승상승
심근심근심근심근

경색과경색과경색과경색과
STSTSTST분절 분절 분절 분절 
상승이 상승이 상승이 상승이 
없는 없는 없는 없는 
급성급성급성급성
관상관상관상관상
동맥동맥동맥동맥

증후군 증후군 증후군 증후군 
관리관리관리관리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항허혈성 치료

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응급관리

1.허혈의 징후 관찰

2.혈역학적 불안정 징후의 사정

3.좌심실 기능 감소 사정

4.트로포닌 양성 반응

5.연속적 심전도 및 심장 마커

 변화 사정

니트로글리세린 정주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전후의 혈압 사정
헤파린 혹은 저밀도 헤파린 투여
글리피도그릴(프라빅스)
(산소유지, 정맥유지, 아스피린 투여 확인)

재관류 치료

1. 혈전 용해 요법
-적응증 및 금기의 사정
-전후 혈압의 사정
-부작용의 사정
2.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적응증 사정 -동의서
-준비 간호(피부준비, 물품준비)

4444단계단계단계단계
입원 입원 입원 입원 및 및 및 및 

퇴원 퇴원 퇴원 퇴원 결정결정결정결정
입원 입원 안내 퇴원

퇴원 교육

질환 및 합병증설명,금연 교육,퇴원약 교육,외래 방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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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논논논 의의의

111...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과과과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개개개발발발 과과과정정정

흉통은 심혈관계,근골격계,소화기계,신경계,호흡기계의 이상에 대한 반응이다
(Constanse,2003).흉통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감별 질환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들 질환으로는 급성 관상동맥 질환,대동맥류,폐색전증,긴장성 기흉,
심낭 압전,식도 파열 등이 있다(Boie,2005).본 연구는 흉통을 주소로 하는 다양
한 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기타 질환에 비해 높으며 치
료와 예후가 시간에 매우 민감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HA,2005)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Thomas(1999)의 임상 실무지침 개발 단계인 1단계 다수의 임상 권고사항의 효
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동일한 연구 문헌조사,2단계 예비 실무지침 작성,3단계 예
비 실무지침 내용 타당도 및 수용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4단계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의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개정하는 과정과 같이 본 연구도 문헌고
찰,임상 기록지 분석 및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개발되어 임상실무치침 개발연구
와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문헌고찰은 학문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실무지침을 개발을 의미하며 임상 기록

지 분석은 우리나라 임상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실무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함
이었으며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한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수정 보완은
실무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다는 점에 의의를 들 수 있다..

222...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과과과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과과과 활활활용용용성성성

급성흉통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생명의 위협을 판단하기 위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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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진단을 확립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2차 사정(Tintinalli,2003),이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분류 되어 시행되는 항 허혈성 치료 및 재관류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응급실이라는 환경이 생명의 위기에 상황이 많고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강승미,2003),진단 의학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
지만 간호사들이 진단 및 감별진단에 따른 응급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
발적이지 못하고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기존의 알고리즘과 프로
토콜이 의학적 진단과 치료중심의 의사 결정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응급실 간호사를 관점으로 구체적인 치료적,
진단적,간호적 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의 내원에서 퇴원이나 입원시점까
지 간호사의 의사결정을 돕고 간호 업무의 방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으로서
의 기능이 가능하다.임상에서의 지속적 활용에 따른 수정과 보완은 보다 적절하
고 유용한 실무 지침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응급실 간호사를 위한 보
수교육 자료나 응급전문 간호사의 실무 교육 자료로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의사결정과정을 도식화 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면(Paul,1999)프로토

콜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 내용이 포함된다(Harris,1997).기존의 연구
가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 하나의 형식으로 개발된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흉통환자의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상호 보완적 형식으로 이루어져 알
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 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간호중재 항목의 개발되고 간호진단을 포함된 알
고리즘과 프로토콜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급성 흉통환자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간호사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고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응급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며 알
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임상에서의 지속적 수정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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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흉통을 주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정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관
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첫째,5가지 서적과 주 증상 및 진단명에 따른 10가지 저널을 분석하여 6단계로
이루어진 알고리즘 경로를 도출하고 5가지 서적을 중심으로 하고 알고리즘 도출
을 위해 간호학적 중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4개 저널을 단계에 따라 추가 참조
하여 프로토콜의 기본 항목을 도출하였다.
알고리즘의 세부단계는 1단계 흉통환자의 1차 사정 및 관리,2단계 혈역학적 불

안정 환자의 구분과 안정화를 위한 응급관리,3단계 2차 사정과 관리,4단계 급성
허혈성 흉통의 가능성 구분 및 감별 진단적 관리의 결정,5-1단계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의 구분과 응급관리,5-2단계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
맥증후군 위험환자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의 응급관
리,6단계 입원 및 퇴원의 결정의 6단계로 구성되며 프로토콜항목은 각 단계에 진
단적 사정,사정에 따른 진단,적절한 치료적 중재 및 간호 중재를 포함한 내용으
로 124개 항목이 도출 되었다

둘째,임상 기록지 분석으로 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이 확정되었다.
임상 기록지 분석은 2006년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I대학병원 응급실에 급성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15명과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10명,총 25명의 임상 기록지의 분석하였다.이 과정으로 문헌고찰에
의해 도출된 알고리즘을 실무에 적합하게 수정되었고 프로토콜 항목은 문헌고찰
과 임상 기록지 분석을 통합하고 수정 삭제하여 예비 항목이 선택되어졌다.임상
기록지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단계 중에서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 관리 단계와 2
차 사정과 관리 단계가 상호 유동적 연결 관계로 수정되었고 저 위험군의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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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테스트 검사의 경우 입원이나 추후 외래방문에서 수행되는 빈도가 높아 응급
실에서 반듯이 시행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되었다.
예비 프로토콜의 93가지 항목은 다음 3가지 원칙에 맞는 항목들로 선정되었다.
1.문헌 고찰에서 각 항목 당 적어도 2개 이상 나왔던 항목과 임상에서 50%이상
수행되었던 항목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

2.문헌에는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선택되진 않았으나 임상에서 75%이상 수행되었
던 항목을 2차적으로 채택하였다.

3.혈역학적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는 임상에서 50%이상의 빈도수가 아니라도 불
안정한 징후와 관련된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임
상 기록지에 한번 이상 수행된 항목은 모두 포함시켰다.

셋째,예비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은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전문가 타당도는 2006년 6월 09일부터 6월 15일까지 13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응급의학과 전문의 3인,응급의학과 전공의 3인,응급실 임상경력 8년 이상인
간호학 교수 1인,8년 이상 응급실 근무 중인 간호사 6인)에게 4점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묻는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알고리즘 흐름
의 경우 4단계 평균 점수가 2,846으로 비교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
문가의 의견에 따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분류,다
시 말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감별질환이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낮은 위험군의 분류로 나누었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감별 기준을 심전도 변
화와 전형적 흉통의 양상,위험인자 항목으로 정하였다.프로토콜 항목도 알고리즘
흐름에 맞게 수정하였다.또한 5명의 전문가의 제언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를 하나
의 단계로,3단계와 4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줄여 최종 수정된 알고리즘은 4단계로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고 ‘위험군’명칭이 매우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 알고리
즘에는 구분가능하게 저 위험군을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낮은 위험군이라고
명명하였고 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 단계 흐름으로 분류하였다.
프로토콜의 항목은 모두 비교적 적절하다는 내용타당도를 보였다.그러나 혈역

학적으로 불안정한 항목과 관리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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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긴급한 중재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의 항목(urgency)을 구분해야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응급 항목과 긴급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넷째,최종 개발된 알고리즘은 1차 사정 및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관리,2
차 사정 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잠정적 진단관리,ST분절 상승 심근경색과
ST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관리,입원 및 퇴원 결정의 4단계로
개발되었으며,최종 프로토콜은 알고리즘 각 단계에 따른 판단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102개 세부 항목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위와 같이 문헌고찰과 임상 기록지
분석 및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개발되었음으로 응급 간호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
행하는 응급전문 간호사와 응급실 일반간호사들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무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제제언언언

1)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시행하지 않았음으로 여러
임상 환경에서 적용 적절성 확인 연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는 급성 흉통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응급관리를 위한 알고리
즘과 프로토콜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아닌 다른 감별질환을 위한 응급관리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개발을 제언한다.



- 49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강병철.(2001).Emergencymedicine응급질환의 진단 및 치료 (5thed)Judith
E.Tintinalli.한우리

김광주.(1994).응급실 간호사의 기본 역할 및 응급 의사소통.대한간호학회지,
33(1),20-29

김남순.(2003).외국 사례와 국내 현황 비교를 통한 임상 진료지침 발전 방안.서
울대학교 암 연구소

김은정.(1998).응급실 일반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업무분석.연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명화.(2006).근거중심 간호의 이해와 적용.서울:군자출판사
성명숙,신경림,안무업,장희성 외.(2002).sheehy's응급간호학.군자출판사
신승수.(2003).근거 중심 임상지침개발.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33-54
안미현.(1998).응급환자 간호사정 도구 개발,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주.(2005).호흡곤란 환자 응급간호 관리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전남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엄애현.(1996).응급실 내원 환자의 간호 요구도 조사.응급간호 학회지,5,22-45
우수희.(2005).협심증 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련 요인에 관한연구.연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유계선.(1996).응급실 내원 환자의 질병 중증도에 관한 조사.응급간호 학회지,5,

3-21
장금성,김남영,김윤민,류세앙,박순주,백명,양진주 외.(2006).근거 중심 간호.전남대

학교 출판부
홍성엽,김갑득,강명희.(2003).급성 흉통의 진단적 프로토콜에 대한 전향적 연구.

응급의학 학회지,14(3),297-303
천미혜.(2005).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50 -

논문
한국 간호 평가원.(2005).전문 간호사 핵심능력 및 분야별 직무 기술서
홍승아.(2005).응급실에서의 비 외상성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업무 프로토

콜 개발.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Safi,S.A.,Alcofahi,A.S.,El-Eid,H.S.(2005).Publicresponsetochest

pain in Jordan. Europe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4,
139-144.

AmericanHeartAssociation (2003).ACLS:principlesandpractice.American
HeartAssociation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5). 200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CPRandECC.AmericanHeartAssociation

American HeartAssociation.(2003).Heartand stroke statics-2003 update.
chicago,IL.AmericanHeartAssociation

Bazarnick,L.,Napolitano,P.,Capodanno,J.,Graf,D.(2002).Facilitating
treatmentinpatientswithstrokeorchestpainthroughadedicatedED
chestpain/strokeunit.JournalofEmergencyNursing,28(4),301-309.

Bemis,P.A.(2006).Emergencynursing bible (3rd ed).NationalNursein
BusinessAssociation.

Boie,E,T.(2005).Initialevaluation ofchestpain.Emergency Medicine
ClinicsofNorthAmerica,23,937-957

Carr, K. C. (2000). Development an evidence based practice protocol:
implications formidwiferypractice.Journal MidwiferyWomenHealth,
45(6),544-551

Countney,M.(2005).Evidence fornursing practice.Marrickville,Churchill
LivingStone

Danis,D.(1996).Thespectrum ofemergencynursing.JournalofEmergency
Nursing,22(6),476



- 51 -

Devon,H.A.,Ryan,CJ.(2005).Chestpainandassociatedsymptomsofacute
coronarysyndromes.JournalofCardiovascularMedicine,20(4),232-238.

Gogo,P.M.(2006).Theevaluation and managementofcardiogenicshock.
CriticalPathwaysinCardiology,5(1),1-6.

Finefrock,S.C.(1995).FasttrackingED patientswithchestpain:integrating
the chestpain evaluation unitand the observation unit.Journalof
EmergencyNursing,21(5),417-422.

Fuster,V,.Fayad,Z,.Badimon,J.(1999).Acutecoronarysyndrome.Biology.
Lancet,353,ＳⅡ5-ＳⅡ9

Harris,J.S (1997).Development use and evaluation of clinicalpractice
guidelines.JoccupEnvironMed,39,23-84

Herzog,E.,Aziz,E.,Bangalore,S.,Varley,C.,Rozanski,A.,Kukin,M.(2005).
Translationofcriticalpathwaysforacutecoronarysyndromeandfor
acuteheartfailureintoadmissionformsanddischargePlanning.Critical
PathwaysinCardiology,4(2),59-63.

Kusbeck,S.(2005).AreyougivingolderMIpatientspoorcare?Changeyour
practicednow.ED nursing,9(2),14-15

Lewis,W.R.,Amsterdam,E.A.(2005).Predictiveinstrument,criticalcare
pathways,algorithms,and protocolsin therapid evaluation ofchest
pain.CriticalPathwaysinCardiology,4(1),30-36.

Marx,J.A.(2005).Rosen'sEmergencymedicineconceptandclinicalpractice
(6thed).Mosby

McEnroe,A.D.,Lappin,J.S.(2004).Actfastwhenyourpatienthasdyspnea.
Nursing,34(7),36-41

Muscil,C.M.(2005).Bestnursingpracticebasedonevidence.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 학술대회

Newberry,L.(2003).Sheehy'semergencynursingprincipleandpractice(5th



- 52 -

ed).EmergencyNursingAssociation.Mosby
Newberry,L.,Barnett,G.K.,Ballard,N.(2005).A new mnemonicforchest

painassessment.JournalofEmergencyNursing,31(1),84-85.
Ornato,J.P.(2001).Criticaldecisionmakinginthemanagementofpatients

withacutemyocardialinfarctionandotheracutecoronary syndromes.
EmergencyMedicineClinicsofNorthAmerica,19(2),283-291.

Paul,S.(1999).Developing practiceprotocolsforadvancedpracticenursing.
AACN ClinicalIssuesCriticalCareNursing,10(3),343-355

Pottle,A.(2005).A nurse-ledrapidaccesschestpainclinic－experiencefrom
the first3 years.European JournalofCardiovascular Nursing,4,
227-233.

Repasky,T.M.(2005).A frequentlyusedandrevisedemergencydepartment
chestpainpathway.JournalofEmergencyNursing,31(4),368-370.

Saint-Jacques,H.,Burroughs,V.J.,Watkowska,J.,Valcarcel,M.,Moreno,P.,
Maw,M.(2005).Acutecoronarysyndromecriticalpathway:Chestpain
caremap,A qualitative re search study－Provider-levelintervention.
CriticalPathwaysinCardiology,4(3),145-160.

Thomas,L.(1999).clinicalpracticeguidelineEvidencebasednursing.Nurse
Standard,2(2),38-39

Tintinalli,J.E.(2003).Emergency medicine (6th ed)American Collegeof
EmergencyPhysicians

Uphold,C.R,.Graham,M.V.(2003).ClinicalGuidelineinfamilypractice(4th
ed)2.Barmarrae



- 53 -

부부부록록록 111...전전전문문문가가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성별 ( )
2.나이 (만 )
3.최종 학력
전문대졸 ＿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

4.현재 직위명
일반간호사 ＿
수간호사 ＿
전공의 ＿
전문의 ＿

5.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 ____년
6.응급실 근무 경력 ____년
다다다음음음 장장장은은은 급급급성성성 흉흉흉통통통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 관관관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예예예비비비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과과과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입입입니니니다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급급급성성성 흉흉흉통통통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과과과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개개개발발발(((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이라는 주
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흐름도와 프로토콜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타당도 점수에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V)하여 주십시오.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항목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점점점수수수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의의의 도도도움움움과과과 협협협조조조에에에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222000000666년년년 666월월월 조조조석석석희희희

점점점수수수 구구구분분분
1 전혀 적절하지 않다.
2 비교적 적절하지 않다.
3 비교적 적절하다.
4 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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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타당당당도도도 점점점수수수

1.알고리즘의 타당도를 평가 하고자 합니다.응급 관리 단계로의 진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
어 지십니까?해당란에 V표 하여 주세요.의견 있으시면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점점점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111 전전전혀혀혀 적적적절절절하하하지지지 않않않다다다...
222 비비비교교교적적적 적적적절절절하하하지지지 않않않다다다...
333 비비비교교교적적적 적적적절절절하하하다다다...
444 매매매우우우 적적적절절절하하하다다다...

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의의의견견견

1)흉통환자의 1차 사정과 관리단계로의 흐름이 적절하다

2)1차 사정 후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안정화를
위한 소생관리 진행으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혈역학적 안정 환자의 2차 사정과 관리 단계로의 진행
은 적절하다

4)2차 사정 후 허혈성 흉통의 가능성 구분 및 감별 진
단적 응급관리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5)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를 위해 ST 상승 심근경
색과(5-1단계)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5-2단계 1)및 저 위험도 환자의 분류(5-2단계 2)로의 흐
름은 적절하다

6)ST분절 상승이 없으면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
성이 적은 저 위험도 환자의 분류와 관리 흐름은 적절하
다.
7)ST 상승 심근경색의 응급 관리 후 입원으로 진행 흐
름과 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
및 입원 진행,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의 응급관리 후 입원 및 퇴원단계로의 흐
름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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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은 각 단계별로 시행되는 프로토콜 항목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적절하
다고 판단되어 지십니까?해당란에 V표 하여 주세요.

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의의의견견견
111단단단계계계)))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관관관 관관관리리리
사사사정정정
기도,호흡,순환의 사정
활력 증후
전반적 모습
심폐음 청진
간단한 초기 병력 검사
초점 신체 사정
나이 성의 확인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심장 감시 장치(자동혈압,산소 포화도 모니터 포함)
정맥로 확보.심장 마커 포함 기본 혈액 검사
산소의 투여,반좌위 체위
처음심전도및변화된심전도자료수집,안정,금식의지속적중재시작
222단단단계계계)))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관관관리리리
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징징징후후후
수축기 혈압<90이하
과도하게 빠르거나 느린 맥박,
심실빈맥,심실세동
의식저하
빠르거나 느린 호흡
호흡잡음 혹은 호흡부재
산증
차갑고 축축한 피부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산소화,기도 삽관 및 기계 호흡
심장 압박
중심 정맥관 삽입
심장 동시 조율 전기 충격술,제세동
수액 일시 주사
대동맥내 풍선 펌프
약물치료(혈관 수축제,항 부정맥제,아트로핀,중탄산나트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관동맥 우회술
333단단단계계계)))222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사사사정정정
1.자세한 병력 사정
PQRST,내과력,약물력,위험인자,알레르기

2.간호력(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정,마지막 월경일 사정)
3.신체검진
시진,청진,촉진,타진
전반적인 신체 상태 문진(Review ofsystem)
전신신체사정(Physicalexamination)
지속적인 초점 신체 사정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흉부 방사선,심전도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및 효과의 사정
모르핀,아스피린
약물효과 부작용의 사정
심전도변화의 관찰 및 주치의 연락
간호계획 및 중재에 대한 설명(간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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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의의의견견견

555---111단단단계계계)))SSSTTT 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재재재 관관관
류류류 치치치료료료
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니트로글리세린 정주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전 후의 혈압사정
헤파린 혹은 저밀도 헤파린 투여
클로피도그릴(프라빅스)
(산소,정맥 유지,아스피린 투여 확인)
혈혈혈전전전 용용용해해해 요요요법법법
적응증 및 금기의 사정
전후 혈압의 사정
부작용의 사정
재관류의 사정
경경경피피피적적적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중중중재재재술술술
적응증 사정
동의서
준비 간호(피부준비,물품준비)

555---222단단단계계계111)))SSSTTT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222)))및및및
저저저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정정정 및및및 중중중재재재(((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 이이이상상상의의의
양양양성성성 증증증후후후 환환환자자자는는는 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재재재관관관류류류 치치치료료료 고고고려려려)))
111...고고고위위위험험험군군군
111)))지지지속속속적적적인인인 허허허혈혈혈의의의 증증증후후후
누르고 조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목,턱 어깨 팔과 명치로의 방사통
발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짧은 호흡
222)))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위위위의의의 표표표 222참참참조조조)))
333)))좌좌좌심심심실실실 기기기능능능감감감소소소 증증증후후후
444)))심심심근근근경경경색색색의의의 과과과거거거력력력
222...트트트로로로포포포닌닌닌 양양양성성성반반반응응응
333...반반반복복복적적적인인인 심심심전전전도도도상상상의의의 변변변화화화
ST분절 상승(1mm이상,2개 유도 이상)
새로운 좌각 차단(LBBB)
ST분절 하강
역동적T파의 변화
Q파
444...연연연속속속적적적인인인 심심심장장장 마마마커커커의의의 양양양성성성 반반반응응응

555---222단단단계계계222)))저저저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입입입원원원 권권권유유유 혹혹혹은은은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테테테
스스스트트트 시시시행행행---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고고고려려려

666단단단계계계)))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
입원안내
퇴원-퇴원 교육
교육 내용(질환 설명,합병증 설명,금연 교육,퇴원약 교
육,외래 방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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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전전전문문문가가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결결결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111333>>>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성별 남 3(23.07%)

여 10(76.92%)
나이 30세 이하 1(7.69%)

31～ 35세 9(69.23%)
35세 이상 3(23.07%)

학력 전문대졸 0(0%)
대학 졸업 7(53.84%)

대학원 졸업 6(46.15%)
직위 간호학 교수 1(7.69%)

일반 간호사 6(46.15%)
수간호사 0(0%)

응급의학전공의 3(23.07%)
응급의학전문의 3(23.07%)

총 임상 경력 간호사 :10년 이하 1(7.69%)
11～ 20년 6(46.15%)
21년 이상 0(0%)

의사 :5년 이하 2(15.38%)
6～ 10년 4(30.76%)
11년 이상 0(0%)

응급실 임상 경력 간호사 :10년 이하 2(15.38%)
11～ 20년 5(38.46%)
21년 이상 0(0%)

의사 : 5년 이하 4(30.76%)
6～ 10년 2(15.38%)
11년 이상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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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문문문항항항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111111111222111333 평평평균균균

1)흉통환자의 1차 사정과 관리단계로의
흐름이 적절하다 3 3 4 4 3 4 4 3 3 4 4 2 4 3.461

2)1차 사정 후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의
구분과 안정화를 위한 소생 관리 진행으로
의 흐름은 적절하다

3 4 4 4 4 3 4 2 3 4 4 3 4 3.538

3)혈역학적 안정 환자의 2차 사정과 관리
단계로의 진행은 적절하다 3 3 4 3 3 4 4 3 3 3 3 3 4 3.307

4)2차 사정 후 허혈성 흉통의 가능성 구
분 및 감별 진단적 응급관리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 4 4 3 3 3 3 3 3 1 1 3 3 2.846

5)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를 위해
ST 상승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5-1단
계)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5-2단계 1)및 저 위험도 환자의
분류(5-2단계 2)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 4 4 4 2 3 3 3 4 2 2 3 4 3.153

6)ST분절 상승이 없으면서 관상동맥증후
군의 가능성이 적은 저 위험도 환자의 분
류와 관리 흐름은 적절하다.

3 4 3 4 2 3 3 3 4 2 2 3 4 3.076

7)ST 상승 심근경색환자의 응급 관리
후 입원으로 진행 흐름과 ST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관리 및 입
원 진행,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
이 적은 저 위험군 환자의 응급관리 후
입원 및 퇴원단계로의 흐름은 적절하다

3 4 4 3 3 3 4 3 4 3 3 3 4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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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111111111222111333 평평평균균균

111단단단계계계)))111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사사사정정정
기도,호흡,순환의 사정,활력 증후
전반적 모습,나이 성의 확인
간단한 초기 병력 검사
초점 신체 사정,심폐음 청진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심장 감시 장치
(자동혈압,산소포화도모니터 포함)
정맥로 확보,심장 마커 포함 기본 혈액 검사
산소의 투여,반좌위 체위
처음심전도및변화된심전도자료수집,
안정,금식의지속적중재시작

4 4 4 4 3 4 4 4 3 2 2 3 4 3.461

222단단단계계계)))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구구구분분분과과과 안안안정정정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 징징징후후후
수축기 혈압<90이하
과도하게 빠르거나 느린 맥박,
심실빈맥,심실세동
의식저하
빠르거나 느린 호흡
호흡잡음 혹은 호흡부재
산증,차갑고 축축한 피부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산소화,기도 삽관 및 기계 호흡
심장 압박
중심 정맥관 삽입
심장 동시 조율 전기 충격술,제세동
수액 일시 주사
대동맥내 풍선 펌프
약물치료
(혈관 수축제,항 부정맥제,아트로핀,중탄산나
트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관동맥 우회술

3 3 4 4 3 3 4 2 3 3 3 3 3 3.153

333단단단계계계)))222차차차 사사사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사사사정정정
1.자세한 병력 사정
PQRST,내과력,약물력,위험인자,알레르기
2.간호력(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정,마지막
월경일 사정)
3.신체검진
시진,청진,촉진,타진
전반적인 신체 상태 문진
전신신체사정,지속적인 초점 신체 사정

응응응급급급관관관리리리
흉부 방사선,심전도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및 효과의 사정
모르핀,아스피린
약물효과 부작용의 사정
심전도변화의 관찰 및 주치의 연락
간호계획 및 중재에 대한 설명

3 3 4 3 4 4 3 3 4 2 2 3 3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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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계계계속속속)))

문문문 항항항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111111111222111333 평평평균균균

555---111단단단계계계)))SSSTTT 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 심심심근근근경경경색색색 환환환자자자
의의의 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재재재관관관류류류 치치치료료료
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니트로글리세린 정주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전 후의 혈압사정
헤파린 혹은 저밀도 헤파린 투여
클로피도그릴(프라빅스)
(산소,정맥 유지,아스피린 투여 확인)
혈혈혈전전전 용용용해해해 요요요법법법
적응증 및 금기의 사정
전후 혈압의 사정
부작용의 사정
재관류의 사정
경경경피피피적적적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중중중재재재술술술
적응증 사정
동의서
준비 간호(피부준비,물품준비)

3 4 4 4 4 4 4 3 4 4 4 2 3 3.615

555---222단단단계계계111)))SSSTTT분분분절절절 상상상승승승이이이 없없없는는는 급급급성성성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 증증증후후후군군군 및및및 저저저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정정정 및및및 중중중재재재(((다다다음음음 중중중 하하하나나나 이이이상상상의의의 양양양
성성성 증증증후후후 환환환자자자는는는 항항항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및및및 재재재관관관
류류류 치치치료료료 고고고려려려)))
111...고고고위위위험험험군군군
111)))지지지속속속적적적인인인 허허허혈혈혈의의의 증증증후후후
누르고 조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목,턱 어깨 팔과 명치로의 방사통
발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짧은 호흡
222)))혈혈혈역역역학학학적적적 불불불안안안정정정(((위위위의의의 표표표 222참참참조조조)))
333)))좌좌좌심심심실실실 기기기능능능감감감소소소 증증증후후후
444)))심심심근근근경경경색색색의의의 과과과거거거력력력
222...트트트로로로포포포닌닌닌 양양양성성성반반반응응응
333...반반반복복복적적적인인인 심심심전전전도도도상상상의의의 변변변화화화
ST분절 상승(1mm 이상,2개유도 이상)
새로운 좌각 차단(LBBB)
ST분절 하강
역동적T파의 변화
Q파
444...연연연속속속적적적인인인 심심심장장장 마마마커커커의의의 양양양성성성

4 4 4 4 4 4 4 3 4 3 3 3 3 3.615

555---222단단단계계계222)))저저저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입입입원원원 권권권유유유
혹혹혹은은은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테테테스스스트트트 시시시행행행--- 항항항 허허허혈혈혈성성성
치치치료료료 고고고려려려

4 4 4 3 3 2 3 3 4 3 3 3 3 3.230

666단단단계계계)))입입입원원원 및및및 퇴퇴퇴원원원
입원안내
퇴원-퇴원 교육
교육 내용(질환 설명,합병증 설명,금연
교육,퇴원 약 교육,외래 방문 교육)

4 4 4 4 4 3 3 3 4 3 3 4 4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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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AAAlllgggooorrriiittthhhmmm aaannndddppprrroootttooocccooolllfffooorrreeemmmeeerrrgggeeennncccyyy
cccaaarrreeeooofffpppaaatttiiieeennntttooofffaaacccuuuttteeeccchhheeessstttpppaaaiiinnn
---FFFooocccuuussseeedddooonnnaaacccuuuttteeecccooorrrooonnnaaarrryyysssyyynnndddrrrooommmeee

CCChhhooo,,,SSSeeeoookkkHHHeeeeee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EEEmmmeeerrrgggeeennncccyyycccaaarrreee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NNNuuurrrsssiiinnnggg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clinicalpracticeguidelinepreparedonthebasisofthescientificprinciple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the emergency department,can be a useful
guidelinethatmayhelpnursesintheemergencydepartmentwhotakecareof
patientswhoselivesarethreatenedevenwithoutreceivingtheprimarydiagnosis,
makedecisionsandsupporttheirworks.Chestpainisthesecondmostfrequent
chief complaint to abdominalpain for patients who visit the emergency
department,andacutecoronarysyndromeisthemostfrequentdiseaseinchest
pain.Sinceearlydiagnosisandtreatmentofacutecoronarysyndromearevery
directlycoupledwiththeconvalescence,prognosisandcomplicationofpatients,
variousclinicalpracticeguidelinesforpromptlycopingwiththosesymptomshave
been developed. Nonetheless, there have been no researches about the
developmentofpracticalaffairguidelineforsupportingnurses’decision-makingor
undertaking theirdutiesin Korea.Therefore,thisstudy isamethodological
study thatdevelopsthealgorithm and protocolofemergency treatmentfor
offeringappropriatenursing interventionbyrapidlyandaccuratelyassessing,
evaluating,anddiagnosingpatientswhovisitahospitalfrom chest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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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rdertoproceedtothestudy,algorithm pathsandprotocolitemswere
deducedfrom literaturestudy,andthen,thealgorithm andprotocolwhichwere
deducedfrom theanalysisontheclinicalrecordpaperabout15patientswith
acutecoronaryand10patientswithnon-acutecoronarysyndromeofthose
visited an I-university hospitalfrom chestpain,weremodified to practical
affairs,andpreliminaryalgorithm andpreliminaryprotocolwerecompleted The
validity ofthedevelopedpreliminary algorithm andpreliminary protocolwas
verifiedandmodifiedby13professionalsthatcompriseddoctorsandresidents
of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professors of nursing who
experienced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nurs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withmorethan8year’sclinicalexperienceintheroom.Inthat
way,thefinalalgorithm andprotocolweredeveloped.throughtheproceduresof
verifyingandmodifying,complementitsvalidityfrom theprofessionalgroup.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Preliminary algorithm andprotocolwhichwasdeducedby literaturestudy
algorithm comprised six steps including the firstassessmentand care,the
classificationandcareofpatientswhoarehemodynamicallyunstable,thesecond
assessmentandcare,diagnosisofthepossibilityanddiscernmentofischemic
chestpain,theclassificationandtreatmentofacutemyocardialinfarctionwith
ST segmentelevation(STEMI)andthecareofacutecoronarysyndromewithout
ST segmentelevationandtheclassificationandcareofpatientsinthelow risk
groupofwhichpossibilityofacutecoronarysyndromeislow,andthedecision
ofhospitalizationanddischargingfrom hospital.Asforprotocol,124itemswere
selected asdetailed itemsforthecollection ofsubjectiveand objectivedata
according to each step of algorithm,test type and analysis,therapeutic
intervention,nursingintervention,andthefollow-upcareflow.

2.Preliminaryalgorithm whichwasdeducedbyliteraturestudywas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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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analysison theclinicalrecordpaperandPreliminary protocolitems
werefixedas93detaileditems

3.Thevalidityofprofessionalswasevaluatedtobemoderatelyappropriateas
itwasproven3.252ontheaverageforalgorithm,and3.406ontheaveragefor
protocol.However,theaverageofthefourstepsofalgorithm postedalower
scoreof2.846,thus,themodification oftheoverallflow ofalgorithm and
details ofprotocolwas made by focusing on the foursteps according to
professionals’opinion.

4.Thefinalmodified algorithm version wasdeveloped to havefoursteps
includingthefirstassessmentandtheclassificationandcareofpatientswho
arehemodynamically unstable,thesecond assessmentand careoftentative
diagnosisofacutecoronarysyndrome,thecareofacutemyocardialinfarction
with ST segmentelevation and coronary syndrome withoutST segment
elevation,and thedecision ofhospitalization and discharging from hospital.
Also,theprotocolitemswerefixedtobethetotal102items.

Thealgorithm andprotocolforemergencyinterventionofacutechestpain
patients,developedthroughthisstudymightcontributetoqualityenhancement
ofemergencynursingbyelevatingnursingefficiencywhilesupportingnurses’
decision-making,andcontinuedmodificationandsupplementationareexpected
todevelopasamoreusefulguidelineforpracticalaffairsinclinicalcases.

Keywords:acutechestpain,emergencycare,algorithm protocol,acutecoronar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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