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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 안내 Moving Through the Emergency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분을 치료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We do our best to treat everyone as quickly as possible. 

우리는 가장 아픈 분들을 먼저 돌봅니다, 언제 들어왔든, 자력으로나 구급차로 

왔든 관계없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순서가 왜 먼저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또는 부상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받는다고 예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구역으로 이동하시는 동안 우리가 방문 이유를 알아보고 최적 진료를 

결정한다고 예상하십시오. 

이시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기다리며 답답해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셔야 할 때.

검체를 채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음료나 음식 섭취 전. 검사나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될 때.

도착 및 등록 Arrive and Check In 

등록 담당자가 

 BC 서비스 카드나 케어카드 제시를 요구합니다.

 연락처와 가정의(있으신 경우) 이름을 확인합니다.

 환자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병원 ID 팔찌를 드립니다.

겉옷을 벗고 중증도 분류 

간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증도 분류 간호사는 

 방문 이유를 묻고 질병이나 부상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혈압, 맥박, 산소 수치를 잽니다.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 진료의 시급성, 그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응급실 구역 등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실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통제를 드립니다.

 혈액이나 소변, 심장 박동 검사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엑스선 검사를 받게 해드립니다.

다른 구역에 자리가 날 때까지 이 

구역에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간호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계시는 동안 언제든지 영어를 잘 못하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의료 통역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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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구역 Intake Area 

응급실 간호사가 

 방문 이유, 건강 상태, 복용 약 등을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잽니다. 

 진통제를 드립니다.  

 혈액이나 소변, 심장 박동 검사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엑스선 검사를 받게 해드립니다. 

이 구역에서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구역 Exam Area 

응급실 간호사나 의사가 

 방문 이유를 살펴봅니다. 

 환자를 진찰합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모든 검사와 치료를 검토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더 알아보려고 검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가능한 원인을 판단합니다. 

 일부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자나 뒤로 젖혀지는 의자, 

들것에 실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 구역 Treatment Area 

모니터와 후속 치료를 위하여 환자를 의자나 뒤로 젖혀지는 의자, 

들것으로 옮겨드리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를 처리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핍니다. 

응급실 의사가 진료, 검사 결과, 치료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이 구역에서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방문 후 Onward from Emergency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퇴원합니다. 

우리는 자가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지침을 드립니다. 

원하시면 응급실 진료 요약 기록을 인쇄해 드립니다. 

이후 전문의나 지역 사회 보건 전문가를 방문하셔야 하거나 병원에 다시 오셔야 하면 

알려드립니다. 

필요하면 입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특정 검사나 치료, 지속적인 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응급 상황 

지침 스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