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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책임연구원

이강현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외상센터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지정되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각 센터별로 외상환자 치료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외상분야에서 외상환자의 진료는 전문적인 외상처치가 필요하고 여러 과가 함께 진료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진료가 되게 조절해야 하므로 많은 경험이 축적
된 국외의 외상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국내에 맞게 수용 개작하고자 한다.
사업결과

○ 외상진료 분야에 표준이 되는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개작방법을 활용
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방법론적으로 개발그룹의 구성, 진료지침을 검토,
핵심질문을 도출하여 단계별 진료지침 권고문을 작성하는 실무그룹 및 이를 최종 검토
하는 자문그룹을 구성하였다.
○ 외상분야의 진료지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업이므로 전 분야를 하기
보다는 시범연구로서 초기 소생치료에 해당하는 7개 분야를 정하였고 중복되는 핵심
질문은 합쳐서 최종적으로 34개를 확정하고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 진료지침을 방법론적 절차를 거쳐 중증외상환자의 초기 진료지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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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국내의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상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 체계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고 외상치료의 지표인 예방 가능 사망률을 보
더라도 2004년 39.6%, 2007년 32.6%, 2010년 35.2%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외국에 비
해서 매우 높은 상태이다.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외상센터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제주, 경북, 경남 권역으로 분
류하여 2012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14개소(목포한국병원, 가천대길병원, 경
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세브란스기독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안동병원, 전남대병
원, 을지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충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및 기지정된
부산대병원, 지정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지정되
어 있다. 하지만 개소 시기의 차이도 있고 병원 내의 여러 상황이 차이로 인하여 운영은
되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각 센터별로 외상환자 치료에 있어 양적,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다발성 외상환자는 한 부위 이상의 신체 부위 및 장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외상
이 발생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손상척도분류(ISS, injury severity score)가 16점 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다. 다발성 외상환자는 전체 외상환자의 약 15~20% 정도를 차치하
며, 주로 젊은 연령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가장 흔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경
제적 부담 및 손실이 크다. 외상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치료가 빠른 시간 안에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연령의 다발성 외상환
자가 적절한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25% 이상의 사망률 감소가 보고되고
있어, 외상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중증 외상환자를 가장 적절한 수준의 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필요한 응급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
는 것이 환자의 예후 호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와 같이 임상 각 과 간의
영역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배타적으로 나눠져 있는 환경에서 다발성 환자의 치
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지침이 절실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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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료지침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
발된 진술”이라 할 수 있으며 진료에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진료지침의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진료지침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임상진료
에서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특히
다발성 손상과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된 경우에 이런 지침은 진료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여, 비효과적이고 위험하며 낭비적인 치료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
도할 수 있다. 또, 적정진료를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합의된 진료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진료 과정에서 임상 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하는 길잡이 역
할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지침(2016. 6)의 2장 권역외상
센터의 운영, 1절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나항 외상진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 표
준의 개발 중 2번 항에서 ‘권역외상센터는 국가 단위의 외상의료 표준화에 참여하
고, 국가 표준의 내에서 개별 기관에 맞는 진료지침을 개발, 공식적으로 운용하여
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역사와 경험이 있는 선진 시스템을 빠
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보다는 국외의 개발된 부분
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수용개작 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외상관련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첫 시도로 외상관련 전문
의가 주축이 되어 국외의 외상지침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는 외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에 맞게 지침을 완성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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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론
1. 진료지침 개발법
임상질문에 대하여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진료지침이 없으면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
시험 (prospected randomized control-led double blind clinical trial, RCT)과 같
은 양질의 문헌이 있는 경우에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에 따라서 선별된 근거(문헌)의
질을 평가한 후 근거의 분석(예, Meta-analysis 등), 합성, 그리고 요약의 절차를 거쳐서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침 혹은 권고안을 개발하는 신규개발 방법(de novo process)
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정 임상질문에 대하여 진료지침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
우, 이와 관련된 양질의 진료지침들을 선별한 후 이들 진료지침의 권고안 및 내용을 종
합하여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방법이 수용개발이다. 수용개발 과정에 사용할 양질의 진
료지침(seed guidelines)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진료지침 평가도구인 Appraisal of
Guidelines Research & Evaluation (AGREE) 도구를 활용하여 검색된 관련 지침들의
질을 평가하게 되며, 나아가 진료지침의 최신성이나 내용, 그리고 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하게 된다. 진료지침 개발 그룹에서는 수용개발에 활용할 진료지침
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임상질문별로 혹은 소주제별로 수용개발용 권고안들을
발췌·수집하고, 각 권고안에 연계되어 있는 근거자료들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추출한 후
권고안의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합의개발용 조사표(예, Delphi 조
사표)를 개발한 후 적합한 초안을 바탕으로 합의개발용 조사표(예, Delphi 조사표)를 개
발한 후 적합한 공식적 합의개발 방법론을 선정하여 전문가 패널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
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합의된 권고 문안만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료지침을 개발 혹은 개정하는 방법이다. 그 밖에 임상질문에 대하
여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진료지침이 없으면서 RCT나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에 의한 양질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문가 의견에 의거해 권고문안의 초
안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식적 합의개발 방법론(예,
modified nominal group technique, modified Delphi technique 등)을 적용하여
합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일부 문안을 수정, 보완하여 권고안에 내용을 포
함시킬 수 있으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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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지침 개발 단계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한다.

표 1. 진료지침 개발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 핵심질문 및 검색 키워드 선정

담당

∙ 실무위원회
∙ 개발위원회

결과물

∙ 핵심질문, 검색 키워드

⇩
2단계

∙ 진료지침 검색

∙ 실무위원회

∙ 진료지침 검색 결과

∙ 검색된 진료지침 선별

∙ 실무위원회

∙ 진료지침 선별 결과

⇩
3단계

⇩
4단계

∙ 진료지침 평가 및 핵심 질문 선정

∙ 개발위원회
∙ 실무위원회

∙ 진료지침 평가 결과

⇩
5단계

∙ 핵심질문별 권고 및 근거 정리 ∙ 실무위원회

∙ 권고 및 근거 정리 결과

∙ 권고문 초안 작성

∙ 권고문 초안

∙ 개발위원회

⇩
∙ 자문위원회
6단계

∙ 권고문 합의 및 권고등급 결정 (컨센서스 그룹) ∙ 델파이 결과, 권고등급
∙ 실무위원회

⇩
7단계

∙ 권고문 최종안 도출

∙ 실무위원회

∙ 최종 권고문

∙ 외부 검토

∙ 외부전문가

∙ 초기소생술 진료지침

∙ 임상진료지침 승인

∙ 대한의학회

∙ 가이드라인 최종본

⇩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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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상표준 진료지침 개발
1) 지침개발 방법론
중증외상환자의 초기 진료에 대한 지침은 국내에는 전무한 상태로 해외에서 이미 개
발된 진료지침들을 선별하여 내용을 종합하고 국내의 상황에 맞게 권고안을 정리하는
수용개작 개발방법을 채택하였다. 수용개작 개발방법은 특정 문화적･제도적 상황에 맞
게 개발된 진료지침을 다른 의료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체계
적인 접근법으로 외상진료지침에 포함되는 주제 중 일부는 기존의 진료지침에 언급이
없지만 최신의 외상진료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되어 일부 신규개발 방법을 적용하였
다. 이렇게 수용개작과 신규개발 방법이 혼합된 경우 하이브리드 개발에 포함될 수 있으
나, 핵심질문의 거의 대부분에서 수용개작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전체적인 지침개발은
수용개작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2) 지침의 범위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의 범위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의한 환자의 이송 및 병원간 이
송 등 병원전단계, 응급실(또는 외상소생실) 단계의 초기 진료에서부터 응급 수술 및 시
술, 집중치료실 진료, 중증외상환자의 영양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발
은 외상영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므로 여러 범위 중에서 병원 단계에서의 초기 진
료 및 소생술에 대한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중증외상환자의 초기 진료를 담당하는
외상팀의 구성에서부터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파악하는 부분과 환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지침의 개발과정
방법론은 외상표준 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구성, 전체 수용개작 과정 및 개발 단계별
업무에 대한 내용,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체계 검토로 구성된다.

가. 외상표준 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구성
(1) 개발위원회
위원장 : 이강현(원주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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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김오현(원주세브란스병원), 유병철(가천대길병원), 이길재(가천대길병원),
조재우(고대구로병원), 최미영(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황정주(을지대학교병원)
외상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한외상학회에서
추천한 위원 및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였고 개발위원회는 진료지침 개발의
기획 및 개발방법 결정, 진료지침의 검색과 선별, 평가 등 상세 수용개작 전체 과정에 대
한 관리를 담당한다. 연구방법론 전문가는 실무위원회 자문 및 개발과정 검토, 진료지침
의 보급 및 실행 전략마련 등 주로 방법론적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 : 고승제, 권준식, 김마루, 김성엽, 김오현, 마대성, 박찬용, 유병철, 윤정호,
이경학, 이길재, 장성욱, 조영권, 정우진, 정필영, 최강국, 황정주
실무위원회는 해당분과의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핵심질문 및 키워
드 선정, 검색된 진료지침의 선별, 핵심질문별 권고 및 근거정리, 권고문 초안작성, 권고
문 최종 도출과 같이 실질적인 수용개작 과정을 수행한다. 실무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
성되었다.

(3) 자문위원회
위원 : 한호성(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조현민(부산대병원), 이재길(신촌세브란스병원),
오종건(고대구로병원), 이정남(가천대길병원), 조항주(의정부성모병원),
배금석(원주세브란스병원), 이국종(아주대병원), 서보라(목포한국병원),
김승민(을지대병원), 김정철(전남대병원), 경규혁(울산대병원),
최석호(단국대병원), 김효윤(안동병원), 문성근(원광대병원),
이무섭(충북대병원), 이민구(제주한라병원), 박진영(경북대병원),
이진석(국립중앙의료원)

지침개발 과정에서 임상적인 자문 및 검토를 받기 위한 자문위원 추천을 받았다. 전국
외상센터의 센터장 및 유관 학회에서 추천하는 총 19명의 자문위원단(컨센서스 그룹)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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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상표준 진료지침 수용개작 과정
(1) 전체 수용개작 과정
진료지침 개발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였다. 개발 시작 단계에는 초기 구성원들이 관련 주제에
대하여 미리 검색하고 독일의 S3 가이드라인(2012)을 선정하여 함께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수용개발을 하기로 가안을 정하였다. 동시에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방법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전반적
인 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대한 교육이 두 차례 이루어졌다. 개발위원회에서 수용개
작 방법으로 결정된 이후 개발위원회는 S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핵심질문을 정
의하였고 동시에 기존의 국외 가이드라인을 검색하였다. 이후 추가된 가이드라인
을 포함하여 진료지침 평가도구인 AGREE 방법을 활용하여 검색된 지침들을 평가
하고 수용개발에 활용할 진료지침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 핵심질문을 분배하여 선정된 가이드라인에서 각각의 핵심
질문에 대한 근거와 기존 권고안을 종합 정리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개발
위원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핵심질문과 근거를 토대로 실무위원회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권고안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졌다.
권고문의 초안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에 대하여 델파이 방법을 차용하여 초안에 대한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는 권고등급을 확정하여 권고문을 완성하고 외부검토 및 지침
승인의 과정을 거친다.

(2) 개발 단계별 업무에 대한 내용
(가) 핵심질문 선정
개발위원회는 진료지침 개발 범위에 대한 회의를 거쳐 응급실 또는 외상소생실에서
중증외상환자가 처음 도착하였을 때부터 초기 검사 및 진료에 대한 범위로 결정하고 핵
심질문을 도출하여 PICO 형태로 작성하였다. 외상환자의 특성상 핵심질문 중 몇몇은
PICO 중 관심중재(intervention) 또는 비교중재(comparator)를 지정하기 어려워
PICO 중 일부로 핵심질문을 구성하였다. 이후 개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차 핵심
질문을 작성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핵심질문에 대한 토의를 거쳐 2차 핵심질문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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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다시 개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핵심질문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진료지침의 핵심질문 내용이 PICO의 형식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각 위원회에서
다수 나왔으며 이에 최종 핵심질문은 PICO 형식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
(나) 진료지침 검색
기존 진료지침 검색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국외 데이터베이스
(Ovid-medline, Ovid-embase, NGC)를 이용하였다. “trauma, severe trauma, initial
management, guideline, resuscitation, hypovolemic shock, initial management”
등으로 개발위원들이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대하여 개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실무위원
회에서 확인하였다.
(다) 검색된 진료지침 선택
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1차로 다음 5개의 진료지침들이 선택되었다. ‘S3
Guideline on Treatment of Pati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Injuries (2012)’,
‘NSW(New south wales), Management of Hypovolaemic Shock in the Trauma
Patient (2007)’,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guideline,

Major

trauma:

assessment

and

initial

management

(2015)’,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Update for CPR and ECC (2015)’,
‘EAST(The easter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 guideline, Emergency
department thoracotomy (2015)’였다. 이 5개의 지침들에 대하여 개발위원회에서
문헌의 질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도구는 한국형 버전인 K-AGREE II로 정하여 5
인의 개발위원이 평가하여 종합하였다(별첨 1).
(라)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및 권고문 초안작성
실무위원회에서 각각의 핵심질문에 대한 근거를 요약하고 진료지침의 수용성 및 국내
적용성에 대한 평가하였다. 근거정리는 핵심질문 및 권고와 관련된 기존 진료지침의 근
거를 정리하고, 진료지침이 출판된 이후 근거가 높은 최신 연구가 있는지 실무위원회에
서 개별 검토한 이후 개발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였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권고 내용
과 권고등급을 제시하고 권고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은 GRADE 방법을 수정하였다. 근거수준은 핵심질문별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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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 중등도(moderate, B), 낮음(low, C), 매우 낮음(very low,D)의 4가지로 구
분하지만 실제 매우 낮은 근거는 없어서 본 지침에서는 높음(A), 중등도(B), 낮음(C)의 3
가지로 구분되었다. GRADE의 권고등급은 권고의 방향성(for 또는 against)과 강도
(strong 또는 weak)를 토대로 4개의 범주로 구분되지만, 본 권고안의 경우 반하는
(against) 권고가 없어 강도에 대한 2개의 범주(strong 또는 weak)로 구분되었다(표 1).
강한 권고의 경우 ‘~을 권고한다’ 또는 ‘~을 권장한다’ 로 표기하고, 약한 권고는
‘~을 제안한다’, ‘~을 고려한다’ 또는 ‘~을 할 수 있다’ 로 표기하였다.

표 2. 권고등급 및 근거수준 분류
1A

Strong recommendation

High-quality evidence

1B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quality evidence

1C

Strong recommendation

(very) Low-quality evidence

2A

Weak recommendation

High-quality evidence

2B

Weak recommendation

Moderate-quality evidence

2C

Weak recommendation

(very) Low-quality evidence

(마) 권고문 검토 및 최종안 도출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문 초안은 개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각 권고안 중에서 내
용이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고안을 결합하거나 수정하였다. 수정된
권고문에 대하여 외상 전문가, 유관학회 전문가, 연구방법론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기법
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권고문을 확정한다.
(바) 외부검토 및 임상진료지침 승인
최종 권고문에 대하여 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외상 전문가의 내부검토와 유
관학회의 외부검토를 거친 후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 승인을 요청한다.
(사) 개정 계획
진료지침의 개정은 5년마다 최신 근거를 검토해서 부분개정 또는 전체개정을 시행한다.
(아) 연구비 출처 및 이해관계 상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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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료지침 개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모든 개발위원의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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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결과

제1절 외상 시스템 및 운영
KQ# 1.1. 외상환자의 치료에 있어 외상팀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1.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미리 조직된 외상팀을 구성해야 하며
팀원의 전문화된 외상 교육 이수를 권고한다(1C).
2. 팀 활성화는 의료 기관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응대하여야 한다
(1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1. 외상팀의 구성
다발성 외상환자 치료에서 다양한 직종 및 과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소생실에
서 팀접근법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방
법에 따라 치료하는 전문화된 교육인 ATLS(Advanced trauma life support),
JATEC(The Japan advanced trauma evaluation and care) 혹은 ETC(European
trauma course) 등을 완료해야만 팀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여러 연구에서 소생
실에서의 이와 같은 전략이 이점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1-4). 하지만 소생
팀 구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연구가 없으므로 팀 구성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11). 개별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2명의 의사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처지
가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으나(12, 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적어도 2~3명의 의사
가 있어야 하고 사고 및 환자의 심각도에 따라서 팀 구성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
명하고 있다. 병원규모와 나라마다 시스템의 차이로 인하여 외상팀의 정의와 경험,
교육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내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외상팀
소생실 활성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은 외상외과(외과, 흉부외과), 신경외
과, 응급의학과로 되어 있고 호출 시에 10분 이내 응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16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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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상센터를 제외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전국의 대다수 응급실에서는 외상팀 구
성의 기준은 없는 현실이다.

2. 팀 리더의 구성 및 역할
팀 리더의 임무는 환자의 자료를 파악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팀 리
더쉽은 팀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와 다학제적 치료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Hoff
등(14)의 연구에서 팀 리더(이른바 지휘 의사)의 도입은 치료와 치료 과정의 개선
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Alberts 등(15)도 “외상팀 리더”의 개념이 도입된
후에 외상 환자의 치료 및 결과가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상황에 따른 환자 평
가, 검사, 치료 및 모니터링, 다른 전문 분야 상담, 모든 의학 및 기술팀 구성원의 조
정, 외상 후 검사 준비, 완료 후 보호자의 설명 등의 다학제 간 진료를 다발성 외상
환자 치료에 경험이 풍부한 “팀 리더”가 수행해야 한다. 다학제 간 접근에서, 치료
과정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치되고 일관된 치료 절차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14, 16, 17). ACS COT(American college of surgeons
committee on trauma) 조사에 의하면 외상센터의 팀리더로 외상외과의사가 1/4,
일반외과의사가 1/2을 구성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의사에 비해 외상외과 의사가
팀리더일 때 수술 등에 이르는 시간이 빠르다고 했으나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다(17, 18). 팀 리더의 주요임무는 팀 관리이다. 팀 관리는 팀 구성원의 능력을 기
록하고, 조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팀과 협의하여 추가
진단 및 치료 단계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상 영역에서 “팀 리더” 또는 “다
학제 간 리더십 그룹”의 기능과 자격은 각 조직 내 표준 기준을 따라야 한다(19).

3. 응대시간
환자 도착시 레벨 I 및 II의 외상센터의 경우 최대 허용 응답 시간은 15분이다. 레벨
III 및 레벨 IV 외상센터의 경우 최대 허용 응답 시간은 30분이다. 응답 시간은 통
보 또는 활성화보다는 환자 도착을 기준으로 한다(20). TARN(The trauma audit
and research network)의 연구에서는 외상 전문가가 있을 경우 외상 환자의 사망
률을 현저히 줄인다(32%/60%)는 보고가 있어 관련 의사들이 20분 내에 치료에
참여한다고 하였다(21). Luchette(22)는 전담의가 상주할 경우 진단이 빨라지고
수술도 신속하게 진행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중증의 흉부 복부 손상이나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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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입은 환자에서 집중 치료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1, 2, 10). Wyatt 등
(23)은 스코틀랜드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1,427명, ISS ＞15)가 의료기관
에 방문하였을 때 조급한 의사보다는 경험이 많은 주치의가 치료할 때 더 빨리 치
료받고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급성 후 단계에서 늦어도 24시간 이
내에 모든 부분에서 환자의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가 주요 부
상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국내의 외상센터는 등급화되어있지는 않으나 16개 외상센터가 미국의 레벨 1 센터의
기능을 하므로 외상센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후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권역응
급의료센터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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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1.2. 환자의 손상양상에 따라 외상팀 활성화를 계층화하여 할
필요가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계층화된 활성화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이익이 있으므로 고려할 수 있다
(2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1. 외상팀 활성화
효과적 외상체계를 위해서는 병원전 외상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송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외상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외상 환자
의 이송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중증환자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가 있다. 미국
외상학회에서는 적절한 중증도 분류의 기준으로 25~35%의 과대분류(overtriage),
5%의 과소분류(undertriage)를 제시하고 있다(1). 하지만 80% 이상의 민감도를
목표로 설정한 경우 과대분류의 비율을 70% 이하로 낮출 수 없다고 하였다(2). 이
에 ACS COT에서는 계층화된 활성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한 연구에서
레벨 1 외상센터를 방문한 7,031명의 환자에서 계층화된 분류(Matrix triage)를
시행하였을 때 45%의 과대분류 및 24%의 과소분류를 보여주었다(3).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계층화된 활성화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이익이 있으므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Rotondo M, Cribari C, Smith RS. Resources for the optimal care of the injured
patient. Chicago: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2014. 6.
2. Kane G, Wheeler NC, Cook S, Englehardt R, Pavey B, Green K, et al. Impact of the
Los Angeles County Trauma System on the survival of seriously injured patient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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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vis JW, Dirks RC, Sue LP, Kaups KL, et al. Attempting to validate the over/under
triage matrix at a level I trauma center. J Trauma Acute Care Sur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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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1.3. 외상팀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생리학적 기준은 어떠한가?

권고(Recommendation)
외상팀 활성화를 위한 생리학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1B).
호흡수 ＜10회/분 또는 ＞30회/분
수축기 혈압 ＜90mmHg
심박수 ＞100bpm
글래스고 혼수 척도 (GCS, Glasgow coma scale) ＜13

■ 활성화 기준(2016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1. 생리학적 기준
A. 기도폐쇄/호흡 저하
B. 도착 전 기도삽관 상태
C. 성인 : 호흡수 ＜10회/분 또는 ＞30회/분
D. 성인 : 수축기 혈압 ＜90mmHg
E. 성 인 : 심박수 ＞100bpm
F. GCS ＜13
G. 활력 징후 유지를 위해 수혈하면서 전원된 환자
H. 안정된 환자에게서 상태 악화

2. 해부학적 기준
A. 관통상
ⅰ 두경부, 흉부, 복부 관통상
ⅱ 사지 : 팔꿈치 또는 무릎 상방 근위부 관통상
B. 흉부
ⅰ 동요흉(Flail Chest)
C. 신경
ⅰ 개방성 또는 함몰성 두개골절
ⅱ 사지마비 또는 척수손상 의심

- 18 -

2장_연구 결과 | 1_외상 시스템 및 운영

D. 정형
ⅰ 골반골 골절
ⅱ 두 개 이상의 근위부 장골 골절
ⅲ 사지의 압궤/벗겨진/썰린 손상 또는 맥박 소실
ⅳ 손목 또는 발목 상방 근위부 절단

3. 손상기전
A. 자동차 간의 충돌 사고에서 동승자 사망
B. 자동차 간의 사고에서 차량에서 이탈된 환자
C. 시속 60km 이상의 충돌 교통사고
D. 시속 30km 이상의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E. 환자 구출에 20분 이상 소요(자체 눌림 30cm 이상)
F.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탈 것 : 시속 30km 이상의 충돌 혹은 전복사고
G. 성인 6m 이상, 소아 3m 이상의 낙상
H. 폭발에 의한 손상
※ 기타 소생구역에 상주하는 전담의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1. 혈압/호흡수
외상 후 저혈압을 보인 환자의 경우, 응급수술의 비율은 1.6배, 사망률은 24배,
중환자실 집중 치료는 7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ACS COT에서도 환
자의 저혈압을 외상센터 이송의 중요한 기준으로 하였고(2), 호주 뉴 사우스 웨일
즈 주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도 외상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으
로 저혈압을 언급하였다(3). 뉴욕 주 외상레지스트리(registry) 연구에서도 수축
기혈압이 90mmHg 이하인 경우 사망률이 32.9%로 높았고, 호흡수가 ＜10/min, ＞
29/min인 경우에도 사망률이 28.8%라고 하였다(4).

2. 글래스고 혼수척도(GCS, Glasgow com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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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n 등은 GCS가 10 미만의 외상 환자에서 이 중 44.2%가 심각한 외상임을 확
인하였다(5). 14 미만의 GCS 조차도 병리학적 뇌소견이 보인다고 하였으나(6, 7)
이에 따른 외상 / 응급실팀의 활성화가 이러한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
았다(GCS ≤14 및 ≥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GCS가 10 미만인 경우에 수술, 중
환자 치료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5배 높았다(8), ACS
COT에서는 차량의 정면 충돌 시 차량의 앞부분이 20~30인치이상 찌그러들거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보행자가 20~30 마일(mph) 이상의 속도에서 부딪힐
때도 활성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2] 이 밖에 차량 전복의 경우도 심한 외상
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라고 하였다(9).

3. 사고 기전
사고 기전만으로 외상팀을 활성화한 경우 과대분류의 비율이 92%에 달하였고,
민감도는 70~50%, PPV(양성예측률)은 16.1%였다(10-12). 반면 생리학적 기준
을 같이 적용한 경우 민감도 80% 및 특이도 90%로 각각 증가하였다(11). Kohn
등(5)의 전향적 연구에서, 높이가 6미터 이상에서 떨어진 환자의 9.4 %는 중환자
실 입원 또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발생하였다. 또한 Yagmur 등
(13)은 낙상의 결과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높이가 9미터 이상임을 발견하였다.

4. 나이
Kohn 등은(5) ACS COT와 유사한 다양한 외상팀 활성화 기준을 분석했다. 조사
된 기준 중 “65세 이상”이 가장 적절한 기준임을 제시하였다. Demetriades 등(14)
은 70 세 이상의 환자에서 젊은 환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사망률(16%), 중환자실
입원 증가 및 외과적 치료 필요성 증가(19%)를 발견하였으며 MacKenzie 등(15)
은 55세 이상에서 치명적인 외상의 현저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Grossmann
등(16)은 6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6.8 %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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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부분의 기준은 CDC field triage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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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심정지 관리
KQ# 2.1. 외상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1. 외상 심정지의 심폐소생술은 기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1A).
2. 외상환자의 가슴압박 시 가역적인 원인교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ILCOR(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와 ERC(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상환자 심폐소생술의 적용도 원칙
적으로는 기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1-3).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개
정하여 배포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 시행 시, 5H5T
(Hypovolemia,

Hypoxia,

Hypothermia,

Tension

Hydrogen

ion

pneumothorax,

(acidosis),
Cardiac

Hypo/Hyperkalemia,

tamponade,

Coronary

thrombosis, Pulmonary thrombosis, Toxins) 또는 4H4T로 명명되는 가역적인 원
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권고했다(3, 4).
외상에 의한 심정지는 출혈에 의한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나 혈량저하증
(hypovolemia)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 출혈이 아닌 가역적 원인(저산소증,
긴장성 기흉, 심장 눌림증)의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교정하도록 했다. 외상성 심정
지의 즉각적인 소생 시도는 가슴압박보다 우선순위에 가역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라고 권고했다(3).
외상에 의한 혈량저하증이 심정지의 원인인 경우, 따뜻한 정질액(crystalloid)을
즉시 주입하여 빠르게 혈관 내 재충전(rapidly restore)이 되도록 하며, 출혈 조절
을 위해 수술, 내시경 및 혈관내 시술(endovascular technique)을 적용하여 일차
원인을 교정해야 한다(4). 또한 가슴압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안(hands-off
time)에 숙련된 초음파검사자(Sonographer)가 초음파를 보는 것은 저혈량성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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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원인교정을 위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4).긴장성 기흉이 원인인 경우 기
흉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해 흉관삽관을 시행하는 것이 외상성 심정지 후 생존의 긍
정적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몇몇 후향적 연구들에서 보고하였다(5-8).
S3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DGU(German trauma society) 외상 레지스트리
(registry) 상의 10,359명 분석에 따르면, 응급개흉술(ED thoracotomy)을 시행하
는 외상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로 적용하였을 때 7.8%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둔상에
의한 심정지(1.6%)와 관통상에 의한 심정지(11.2%) 의 생존 성적의 차이가 있었
다(9-11). 이 밖에서도 EAST 가이드라인에서는 관통상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시
응급개흉술을 강하게 권고했다(12). 따라서 응급개흉술의 시행 대상을 적절히 선
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DGU S3 가이드라인은 2005년 ERC 가이드라인을 차용한 내용이 많아 최근 개
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상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내용 중
에서 ERC, AHA가 2010년에 권고하였던 지침들이 2015년에 검토되지 않고 그대
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ERC & AHA 가이드라인은 2015년에 개정된 권고안
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ERC의 경우 외상 심폐소생술에 대한 알고리듬을 따로 잘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
본적인 외상 심정지의 알고리듬이 제시된 ERC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
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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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상성 심정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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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2. 외상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환자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환자 감시는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1. 외상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 사망을 예측하거나 소생 중단 결정할 때,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ETCO2)을 하나의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권
고한다(1B).
2. 동맥관 삽입을 통해 심정지 진단이나 심폐소생술의 효율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한 심폐소생술 중단이나 지연은 없어야 한다 (2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생리학적 측정도구는 임상징후와 심전도 모니터링에 추가하여 전문심장구조술
을 시행하는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특정 생리학적 측정도구에 대한 권고안은 작성되지 않았다. 도구로부터 얻어낸 증
거가 위험한 영향의 추정치를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을 예측하거나 소생
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호기말 이
산화탄소(ETCO2)의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1). 다만 ETCO2의 임계값만
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2).
심정지의 의심소견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 심전도 소견 및 그 변화는 제세동의
시행과 시행시기를 결정한다(3). 맥박 산소포화도(Pulse oxymetry) 와 특히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capnography)는 다발성 외상환자를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이다. 두 측정기 모두 심정지 시 이용가능하다(맥박 산소포화도에서 맥파가
사라지거나, ETCO2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소견 등). 하지만 쇼크 상태나 저체온증
등으로 측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4). 심폐소생술의 질을 관찰하고
기도삽관된 튜브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조기 자발순환회복의 징후를
모니터하기 위해 파행성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waveform capnography)
의 사용이 강조된다(3).
S3 지침 업무 그룹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침습성 연속 혈압 측정을 위해 대퇴
동맥에 카테터를 조기에 삽입시 응급실에서 심정지 진단이나 소생술 노력의 효율
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동맥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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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의 중단이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다(4).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관련한 내용들은 2010년에 권고되었던 내용 중 2015
년에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았다. DGU S3의 경우도 소생술 관
련 내용이 2005년의 ERC 가이드라인을 차용한 내용이 많아 2015년 AHA, ERC,
ILCOR 가이드라인으로 대체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근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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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lan JP, Hazinski MF, Aickin R, Bhanji F, Billi JE, Callaway CW, et al. Part 1:
Executive summary. Resuscitation. 2015;95:e1-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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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arent D.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2005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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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with Treatment Recommendations. Circulation. 2005;112(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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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3. 외상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혹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1. 외상에 의해 발생한 가역적인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
생이 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1C).
2. 생존이 불가능한 사망 혹은 손상의 증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중단을 고
려해야 한다(1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ERC가 보고한 1980~1990년 사이 이뤄졌던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상환자의 심
폐소생술 후 생존 성적에 대해 평균 2%가량의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러나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후 생존율에 대한 DGU 레지스트리(registry)에 기반한 독일 연
구(17.2%) 및 미국의 연구(13%)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심정지 후 생존율은 생각
보다 높았다(1, 2). 다만 미국의 보고에서는 발생 1시간 이내 도착한 심정지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외상성 심정지환자의 심폐소생술이 의미 없는 술기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맥박이나 다른 임상징후를 찾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있
을 경우, 지체 없이 소생술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외상환자에서 심정지를 감지하
는 기준은 비외상성 심정지의 기준과 다르지 않으며, AHA나 ERC에서 제시한 가
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라 소생술 시작 여부를 판단한다(3). 10초를 넘겨서 맥박을
촉지해서는 안되고 이 시간 안에 촉지된 맥박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바로 소생
술을 시행한다. 호흡이 없거나 헐떡임(gasping, 심정지 발생 5분 이내 약 40%에서
보인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경동맥 맥박 체크와 동시에 심정지의 진단이 이
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를 통해 심정지의 감지와 심폐소생술의 시작이 늦어
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4, 5). 경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심정지의 증상
중 하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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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술을 중단하는 결정은 소생의 성공 가능이나, 소생술의 잠재적인 효과가 현
실적이지 않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미 없
는 소생술을 환자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진은 소생술의 무의미함을 설명
하고 소생을 중단시켜야 한다. 쓸데없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가족과 환자에게 합
리적인 판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짓된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 의료 팀은 소생술
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환자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기 보단 환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삶의 질과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6).
대부분 다발상 외상환자들의 초기 사망은 중증 외상성 뇌손상 및 대량 출혈 때문
에 발생한다. 또한 생존이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예, 대동맥 손상). 심
폐소생술의 성공은 첫째, 심정지로부터의 시간과 둘째, 심정지의 가역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전형적인 외상성 심정지의 가역적인 원인에는 출혈
성 쇽과 긴장성 기흉 및 심낭압전 등과 같은 폐쇄성 쇽이 있다. 심정지의 다른 원인
들(중증 뇌손상,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은 급성기에 치료하기 매우 어렵
다. 하지만, 관련 시술을 통해 심정지의 특정 원인을 제거했더라도(예, 흉관 삽관)
심폐소생술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심정지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심정지의 원인을
제거한 뒤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소생술을 멈춰야 한다. 사망의 증후
가 확실한 경우는 생명에 필수적인 장기의 비가역적 세포 사망을 반영하며, 심폐소
생술의 실패를 예견하는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 생존이 불가능한 사망 혹은 손
상의 증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은 중단되어야 한다. 심폐소생술의 지속 혹은 중단
에 대한 결정은 훈련된 의사의 책임이며, 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들과의 논의를 통
해 결정해야만 한다. 심폐소생술 실패에 대한 시간 규정은 없다. 심폐소생을 중단
한 뒤, 환자의 생체적 순환 보조의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 기증이 가능한 의료기관
으로의 전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6).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과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MS에서는
호흡, 맥박이 없고, 심전도 리듬이 보이지 않는 외상환자에서 사망이 예상되거나
확인된 경우 심폐소생술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7),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
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가 있어 다음의 권고안을 제안하였다(8).
다음 상황에서 외상성 심정지 환자의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 15분이 지난 상황에서 생명의 징후가 없는 경우
- 생존이 어려운 중증의 외상(머리제거(decapitation), 심장관통상, 뇌조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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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
다음 상황에서 외상성 심정지 환자의 소생술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한다.
- 교정 가능한 원인을 확인 및 교정한 뒤에도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심초음파상 심장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수용 가능함. 국내에서의 외상환자의 심폐소생술의 시작 혹은 중단은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전단계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지침은 병원내 외상
환자의 심정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의 임상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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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기도관리
KQ#3.1. 중증 외상환자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도삽관을 실시해야
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GCS 8점 이하의 중증 외상환자에서 기도삽관을 해야 한다 (1B).

절대적 적응증
- 무호흡 혹은 헐떡임(gasping)
- 긴장성 기흉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SpO2 ＜90%)
- 중증 외상성 뇌 손상 (GCS ＜9)
기도삽관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외상과 연관된 혈역학적 불안정이 있는 경우 (수축기 혈압 ＜90 mmHg)
- 호흡 부전을 동반한 중증 흉부 손상 (호흡수 ＞29 회/분)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현재 유럽 및 비 유럽지역의 진료지침에 따르면 산소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
도삽관이다(1-3). GCS 9점 미만인 외상성 뇌손상이 보이는 환자는 기도삽관 적
응증이 된다(4). ATLS나 EAST 진료지침에 따르면 GCS 8점 이하의 환자는 병원
전단계나 병원에서 기도삽관이 이루어져야 한다(1, 5).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손
상환자에서 저혈압과 저산소증은 서로 영향을 주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
(6-10). 여러 연구에서 외상성 뇌손상의 환자에서 기도삽관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했다(11-14).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 시설 및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모든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3, 15-23). 이에 대하여
EAST 그룹에서 RCT가 없다고 지적했으나 대체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없는 상태
로 기도삽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나 저산소증 환자에서 실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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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강하게 권고되고 있는 실정이다(2, 24). 긴장성 기흉이 배제된 흉부손상 환
자에서

저산소증을

보이는

경우

기도삽관이

필요하다(1,

24).

ATLS,

PHTLS(Prehospital trauma life support)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기
도삽관을 병원전단계에서 시행하거나 병원 내에서 2시간 이내에 비교적 빨리 시행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25-29).
전향적 다기관 관찰 연구에서 외상환자와 비 외상환자를 비교한 내용 중, 외상환
자의 경우 비 외상환자군에 비해 기도삽관이 시행 되었을 때 회복 정도나 회복 속
도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1). 또 다른 전향적 다기관 관찰 연구에서 외상
환자에서 기도삽관이 시행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두부 손상이었으며 대부분 빠른
연속기관삽관(RSI, Rapid sequence intubation)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경 차단제를
사용한 경우 예후가 좋았다(32). 환자가 즉각적인 기도삽관의 적응증이 아니더라
도, 관찰 중 기도삽관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매우 부정
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었다(33). 2011년에 시
행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으며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기도삽관이 안전함을 보
여주고 있으나 정확한 적응증에 대한 언급은 없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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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2. 외상환자에서 빠른 연속기관삽관(RSI; Rapid Sequence
Intubation)을 시행해야 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어려운 기도가 아닌 외상환자에서 안전한 기도의 확보를 위하여 빠른 연속기
도삽관(RSI)을 시행해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중증 외상환자에서의 기도삽관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부적절한 기도삽관은 환자
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전향적 연구에서 응급상황의
기도삽관(n=241)은 비응급상황의 기도삽관(n=2,136)에서 보다 중증의 저산소혈
증(SpO2＜70%: 25 vs 4.4%, p＜0.001), 역류(25 vs 2.4%, p＜0.001), 흡인
(12.8 vs 0.8%, p＜0.001), 서맥(21.3 vs 1.5%, p＜0.001), 부정맥(23.4 vs
4.1%, p＜0.001) 및 심정지(10.2 vs 0.7%, p＜0.001)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
았다.
외상환자에서 기도는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흡인의 가능성이 없
도록 빠른 시간 안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빠른 연속기관삽관을 시행해야 한다.
한 후향적 연구에서 1,941명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삽관에 성공하기 위한
시도 횟수를 18개월에 걸쳐 확인하였다. 혈역학적으로 정상인 환자에서 3차례에
걸쳐 기도삽관을 성공한 누적성공율의 차이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58%,
69%, 73%), 진정제만 사용한 경우(44%, 63%, 75%), 빠른 연속기관삽관을 시행
한 경우(56%, 81%, 91%)가 크게 달랐다. 다른 연구에서도 근이완제를 적절히 사
용하지 못한 경우 기도삽관의 높은 실패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약물을 사용한
빠른 연속기관삽관은 기도삽관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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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이미 RSI를 시
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고, 의료현장의 적용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수용 가능함.

■ 참고문헌

1. Paal P1, Herff H, Mitterlechner T, von Goedecke A, Brugger H, et al. Anaesthesia
in

prehospital

emergencies

and

in

the

emergency

room.

Resuscitation.

2010;81:148-154
2. Mort TC, Esophageal intubation with indirect clinical tests during emergency
tracheal intubation: a report on patient morbidity. J Clin Anesth. 2005; 17:255-262
3. Wang HE, Yealy DM, How many attempts are required to accomplish
out-of-hospital endotracheal intubation? Acad Emerg Med. 2006;13:372-377
4. Eckstein M, Chan L, Schneir A et al. Effect of prehospital advanced life support on
outcomes of major trauma patients. J Trauma. 2000;48: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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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3. 기도삽관 시 유도 약물(Induction drug)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외상환자의 빠른 연속 기도삽관(RSI) 시 진정유도약으로 케타민 혹은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2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Etomidate는 중요한 부작용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외상 등록 체계를
통한 후향적인 분석에서 중증 외상환자에서 etomidate의 사용시 잠재적인 악영향
을 보여 주었다. Etomidate는 빠른 연속기관삽관 동안 94명의 외상환자 중 35명에
서 시행하였다(37%). Etomidate를 사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 인구학적 특
성(나이: 36세 vs 41세), 외상의 원인, 중증도(손상 중증 점수; ISS, 26 vs 22)의
차이는 없었다. 생리학적 지표, 손상 중증도, 수혈 등에 따른 자료를 보정한 결과,
etomidate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과 다발성 장기 부전의 위험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adjusted OR: 3.9, 95%
CI: 1.24-12.0). etomidate를 1회 사용한 외상환자에서 입원 기간이 더 길었고
(19일 vs 22일, p ＜0.02), 기도삽관 상태의 기간도 더 길었으며(11일 vs 14일, p
＜0.04), 중환자실 입실 시간도 더 길었다(13일 vs 16일, p ＜0.02)(1).
또 다른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 레벨 1 외상센터에 도착한 외상환자에서 빠른
연속기관삽관을

위해

etomidate와

succnylcholine을

사용하거나

fentanyl,

midazolam 그리고 succinylcholine을 사용하였다(2). 기저혈액 코티졸 농도를 진
정 유도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기록하였으며 ACTH 검사도 수행하였다. 모두 30명
의 환자를 검사하였으며 18명의 etomidate군과 12명의 fentaly/midazolam군의 환
자 특성의 차이는 없었다. Etomidate군은 fentanyl/midazolam군을 비교했을 때,
ACTH 검사 후에 혈중 코티졸 농도가 약간 더 증가하였다(4.2±4.9 ug/dl vs 11.2
± 6.1 ug/dl, p＜0.001). etomidate로 치료한 군에서 중환자실 치료 기간이 더 길
었고(8일 vs 3일, p=0.011), 기계호흡치료 기간도 더 길었으며(6.3일 vs 1.5일,
p=0.007), 입원 치료 기간도 더 길었다(14일 vs 6일, p=0.007). 연구기간동안 2
명의 외상환자가 사망하였으며 모두 etomidate를 사용한 환자였다. 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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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midate 이외의 다른 진정 유도 약물을 중증 외상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결
론지었다.
2016년에 시행한 한 후향적 연구에서 9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etomidate
(n=526) 혹은 ketamine(n=442)을 사용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병원에서
의 사망률 차이는 없었다(etomidate vs ketamine; 17.3% vs 20.4%, adjusted OR
0.80; 95% CI 0.92 to 2.16). 또한 중환자실 입원 기간 및 기계호흡치료 기간도 각
군에서 비슷하였다(3).
전체적으로, 이전의 자료들은 중증 외상환자에서 etomidate의 사용에 대해 호의
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ketamine과 비교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
와 상반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Ketamine과 etomidate 모두 외상환자에게 사용
할 수 있으나, etomidate를 외상환자에서 사용할 때 부신 기능 저하에 주의하여 심
사숙고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기관삽관 시 유도 약물로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등은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의료현장의 적용에 용이하므로 수용 가능함.

■ 참고문헌
1. Warner KJ, Cuschieri J, Jurkovich GJ, Bulger EM. Single-dose etomidate for rapid
sequence

intubation

may

impact

outcome

after

severe

injury.

J

Trauma

2009;67:45-50
2. Hildreth AN, Mejia VA, Maxwell RA, Smith PW, Dart BW, Barker DE. Adrenal
suppression following a single dose of etomidate for rapid sequence induction: a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J Trauma 2008;65:573-579
3. Upchurch CP, Grijalva CG, Russ S, Collins SP, Semler MW, Rice TW, et al.
Comparison of Etomidate and Ketamine for Induction During Rapid Sequence
Intubation of Adult Trauma Patients. Ann Emerg Med. 2017 Jan;69(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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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4.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삽관시 경추보호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경추 손상 환자의 기도삽관시 술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추 보호대를 제거할
수 있으나 도수적 방법으로 임시 고정을 시행해야 한다(1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일반적으로, 외상환자 특히 다발성 손상 환자에서 경추 골절이 영상 검사로 배제
되지 전까지 경추 고정을 시행한다. 그러나 경추 고정 장치를 적절히 하게 되면 구
강의 개방에 제한이 생기고 기도삽관 시술을 할 때 후두경 삽관에 불리해진다. 경
추 고정 장치는 머리의 각도 조절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한 전향적인 다기관 연구
에서 기관내 삽관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경추 고정 상태를 확인하였다(1). 이러
한 이유로 몇몇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척추 고정 장치 대신 수
기 정렬 안정화 법(MILS, manual in-line stabiliz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척추 고정을 위하여 보조 의료진이 두 손을 사용하여 수기로 척추 고
정을 실시하게 된다. 수기 정렬 안정화법을 이용한 후두경의 삽입은 수년 동안 응
급상황에서 치료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수기 정렬 안정화법에 대한 논란이 있
으며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또한 기술되었다(2,3). 따라서 직접 후두경법에 대
한 대안으로 환자의 심폐 기능이 안정적이고 자발적 호흡이 있는 경우 경험이 있는
의료진에 의한 굴곡후두경(fiberoptic laryngoscopy)을 표준검사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4,5).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술기 방법이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적용 가능함.

- 42 -

2장_연구 결과 | 3_소생실에서 외상환자 기도관리

■ 참고문헌
1. Lackner CK, Reith MW, Ruppert M. Präklinische Intubation und Verifikation der
endotrachealen

Tubus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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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ktive

multizentrische

Studie

zum

Stellenwert der Kapnografie. Notfall- und Rettungsmedizin 2002;5:430-440
2. Manoach S, Paladino L. Manual in-line stabilization for acute airway management
of suspected cervical spine injury: historical review and current questions. Ann
Emerg Med 2007;50:236-245
3. Santoni BG, Hindman BJ, Puttlitz CM, Weeks JB, Johnson N, Maktabi MA, et al.
Manual in-line stabilization increases pressures applied by the laryngoscope blade
during

direct

laryngoscopy

and

orotracheal

intubation.

Anesthesiology

2009;110:24-31
4. Bonhomme V, Hans P Management of the unstable cervical spine: elective versus
emergent cases. Curr Opin Anaesthesiol 2009;22:579-585
5. Paal P, Herff H, Mitterlechner T, von Goedecke A, Brugger H, Lindner K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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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5. 3번 이상 기도 확보에 실패한 경우 대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어려운 기도 환자에 경우 3회 이상 기도삽관 시도에도 실패하면 기도 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외상환자에 있어서 기도삽관의 시도 횟수가 비외상환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1). 기도삽관을 첫 시도에 성공한 경우는 85.4%, 두 번째 시
도가 필요한 경우는 2.7%, 세 번째 시도 실패 후,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1.5%
였다(1). 기도삽관 시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2). 2,833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두 번 이상의 기도삽관 시도가 필요
한 경우에 기도와 관련된 합병증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18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 총 1941번의 기도삽관에서 30%에서 한 번
이상의 기도삽관 시도가 필요했으며 6번 이상을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누적성공
률은 첫 번째 70%, 두 번째 85%, 세 번째 90%였다(4). 기도삽관 시, 세 번의 시도
후에는 대체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3,5).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국내 수용가능성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참고문헌
1. Thierbach A, Piepho T, Wolcke B, Küster S, Dick W. Prehospital emergency airway
management procedures. Success rates and complications. Der Anaesthesist.
2004;53(6):543-50.
2. Keul W, Bernhard M, Völkl A, Gust R, Gries A. Methods of airway manag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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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rt TC. Emergency tracheal intubation: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repeated
laryngoscopic attempts. Anesthesia & Analgesia. 2004;99(2):607-13.
4. Wang HE, Yealy DM. How Many Attempts Are Required to Accomplish Ou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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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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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6. 외상환자의 기도삽관 후에는 정상환기(normoventilation)를
유지해야 하는가?
권고(Recommendation)
기도삽관을 시행한 외상환자는 과환기 혹은 저환기를 시행하는 것보다 정상
환기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1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과환기 혹은 저환기를 시행하는 것보다 정상 환기를 유지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
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으며, 이는 특히 뇌손상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더욱 나타나
는 부분이다. 또한 흉부손상환자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환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
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이 도움이 된다(1-4).
최근 저혈량성 저혈압 환자에게 있어 허용 저환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에 대한 연구는 동물연구밖에 없는 상태이다(5). 1번 논문인 뇌손상환자에 있어 치
료 진료지침이 2017년 개정되었으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없다(6). 2017
년 발표된 군대용 진료지침에서도 뇌손상 환자에 있어서 저환기와 과환기는 피하
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7).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수용 가능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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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anagement of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IX. Cerebral perfusion
thresholds. Journal of neurotrauma. 2007;24:S59-64.
2. Bullock MR, Povlishock JT.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Editor's Commentary. Journal of neurotrauma. 2007;24:2 p prec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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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응급개흉술
KQ# 4.1. 외상환자에서 응급실 내 소생개흉술(Resuscitative
thoracotomy)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관통손상 환자 중 응급실 내원 당시 쇼크 상태 또는 생존징후가 있는 심정
지 상태 환자에게 응급실내 소생개흉술을 권고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심한 쇼크가 있거나 심낭압전, 말초맥박의 소실 또는 심정지가 있는 경우에 소생
개흉술이 시행될 수 있다(1-3). 그러나, 생존징후의 유무 또는 손상의 유형에 따
라 소생개흉술의 적응증과 성적에 차이가 있다. 생존징후의 정의는 동공반사, 자발
호흡, 통증자극에 대한 움직임 또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의미한다(1,2). 한 메타
분석에서 관통손상 환자에게 시행된 소생개흉술의 성적은 11.2%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생존징후가 있었던 환자에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1).
Jahangiri 등(4)은 273명의 환자 중 10명의 생존환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이
들은 모두 생존징후가 있었던 관통손상 환자로 신경학적 결손 없이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생개흉술은 현장 또는 응급실 내원 시 생존징후가 있었던
관통손상 환자에게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심정지 시간에 따라 분류를 시행한 보고도 있으며, 이 보고에 따르면, 26년간 959
명의 응급실 내 소생개흉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관통손상환자 중 병
원 전 심폐소생술이 15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이 나쁘지 않다고 되어 있
고, 관통손상이 몸통 외에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있어서는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생존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5). 그러
나, 생존징후가 없는 관통손상 환자의 경우 심정지의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3). 따라서, 생존징후가 있
는 관통손상 환자의 경우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소생개흉술은 시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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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소생개흉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둔상 환자에 있어 병원
전 심폐소생술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심낭압전을 동반하지 않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소생개흉술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는 보고도 있다(6-9). 또한, 심한 뇌손상이 동반되거나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뇌신
경장애를 나타낼 수가 있는, 둔상에 의한 다발성 손상 환자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하
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신경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
는 것이 낫다는 보고도 있다(3). 따라서, 생존징후가 있는 둔상 환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생개흉술은 시행될 수도 있지만, 사고 당시 생존징후가 없었고 심낭압전에
의한 심정지가 아니라면, 응급실내 소생개흉술의 적응증은 되지 않는다(3, 10).
REBOA(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Aorta)는 소생술의
한 방법으로 풍선(balloon)을 이용하여 대동맥을 폐쇄하여 차단 하부의 출혈량을
감소시키고 뇌와 심장으로의 혈액의 흐름을 재분배함으로써 뇌, 심장 혈류량을 일
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손상통제술의 한 방법이다. 5년간 REBOA를 시행 받은 76명
의 외상환자 중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11명을 포함하여 수축기 혈압
40~91mmHg인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24시간 생존은 46명(61%), 생존 퇴원은
35명(46%)으로, 처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내원 시부터 평균 60분 이내에 시작하여
심정지가 오기 전에 REBOA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수축기 혈압을
90mmHg 정도로 유지하는 대동맥의 부분폐쇄(partial occlusion)를 30분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혈역학적으로 안정을 시킴으로써 생존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2,0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개흉동맥차단 (ACC, Aorta cross clamp)그룹과 REBOA 그
룹을 각각 152명씩 매칭하여 결과를 비교한 논문에서는 REBOA그룹에서 더 낮은
사망률이 관찰되었으나, ACC 그룹에서 더 높은 흉부손상이 보였고, REBOA 그룹
에서는 복부나 골반강내 동맥색전술 비율이 높아 단순비교는 힘들다(12). 114명
의 환자 (REBOA 46명, ACC 68명)를 대상으로 AORTA(The aortic occlusion for
resuscitation in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레지스트리의 다기관 전향적 관
찰연구(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에 따르면, 두 군간의 병원
내 사망률은 REBOA군과 ACC군 각각 33/46 (71.7%), 57/68 (83.8%)로 생존율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3). 다만, 수행한 술자의 선호도 또는
ACC 군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많이 있는 등의 선택비뚤림(Selection Bias)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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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단순비교는 역시 힘들다. 결론적으로 출혈성 쇼크환자 중 복강내 출혈이 심한
환자 또는 심한 출혈을 동반한 골반손상 환자에게 ACC 대신에 REBOA 를 시행해
볼 수는 있다(11-13).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 결과 큰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단, 둔상성 손상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고 논란이 있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권고
안을 도출하기 어려워 관통손상에 대한 권고안만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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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쇽의 치료
KQ # 5.1.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서 수액
소생술시 목표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 혈압을 정상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가?
권고(Recommendation)
1. 외상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성공적인 지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한된 수액 소생술(restrictive volume replacement)을 시행해야
한다(1B).
2. 저혈량성 쇼크 환자에서 제한된 수액 소생술의 목표 수축기 혈압은
80~90mmHg으로 한다(1C).
3. 저혈량성 쇼크를 동반한 심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는 목표 수축기
혈압을 100~110mmHg 으로 유지한다(2C).

■ 근거 요약
전통적으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환자의 수액 소생술은 각 장기로의 조직
관류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 범위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몇몇

연구들에서

초기

소생술시

혈압을

정상보다

낮게

유지(permissive

hypotension)하여, 수액 투여량을 줄이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에 대한 근거들은 제한적이고, 근거들 대부분이 지혈
소생술(hemostatic

resuscitation)이

사용되기

이전에

연구된

것들이어서

permissive hypotension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
인이 제시 되어야 한다.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연구가 최종적으로 검토되었다(1,2). Bickell(1) 등
은 관통상 환자의 병원 전 단계 수액 소생술에 대하여, Dutton(2)등은 둔상과 관통
상 환자를 모두 포함하여 병원 단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598명을 대상으로 한 무
작위 전향적 연구에서 병원전 단계의 permissive hypotension 군에서 30일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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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과 다장기 부전의 감소가 관찰 되었으나, 중환자실 재실기간에는 차이가 없
었다. 11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 병원단계의 permissive
hypotension은 24시간 사망률, 30일 사망률에 영향이 없었다. 두 연구를 종합하여
708명을 분석한 결과 병원단계의 permissive hypotension이 24시간 사망률, 30일
사망률, 다장기 부전 발생에서는 임상적으로 이점이 있었으나 중환자실 재실 기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 외 90명의 쇼크를 동반한 관통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
는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의 목표를 50mmHg 와 65mmHg
의 두그룹으로 나누어 수액투여를 한 결과, 높은 목표 평균동맥압을 목표로 한 그
룹에서 30일, 24시간 사망률이 더 높았고, 응고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무작위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는 1957명의 환자가 대상으로 포함되
었고 제한된 수액의 투여가 어떤 이점도 보여주지 못하였다(6).
추가적으로 뇌손상 또는 척추손상을 동반한 환자에게는 중추신경계로의 적절한
관류압과 조직 내 산소분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ermissive
hypotension 전략은 금기이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는 permissive hypotension
전략 보다는 빠른 지혈을 위한 처치가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고령의 환자,
특히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에게 permissive hypotension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더
욱 신중하여야 한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참고문헌
1. Bickell WH, Wall MJ, Jr., Pepe PE, Martin RR, Ginger VF, Allen MK, et al.
Immediate versus delayed fluid resuscitation for hypotensive patients with
penetrating

torso

injuries.

The

New

1994;331(17):1105-9. Epub 199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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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tton RP, Mackenzie CF, Scalea TM. Hypotensive resuscitation during active
hemorrhage:

impact

on

in-hospital

mortality.

The

Journal

of

trauma.

2002;52(6):1141-6. Epub 2002/06/05.
3. Kwan I, Bunn F, Roberts I. Timing and volume of fluid administration for patients
with bleeding.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3;3:CD0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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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2.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서 초기 수액
투여 시 어떤 수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권고(Recommendation)
1. 외상환자의 수액 소생술시 등장성 결정질용액(isotonic crystalloid
fluid)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1A).

■ 근거 요약
외상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목적은 조직 관류를 재개하기 위함이나, 아직까
지 어떤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과가 없다. 이에 대해
서는 적혈구 혈액제제와 결정질용액의 투여 비율을 비교한 한 개의 전향적 연구
(1)와 두 종류의 결정질용액을 비교한 하나의 RCT가 있다(2). 결정질용액과 적혈
구 혈액제재의 투여 비율이 높은 것이 다장기 부전(MOF, OR 2.6; 95%CI
1.2-5.4, p=0.011)과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ARDS, OR 2.5; 95%CI 1.2-4.9;
p=0.010)의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0.9% 생리 식염수와 Plasma-Lyte A를 비교
한 연구에서는 염기결핍(Base deficit)의 개선 정도와 마그네슘 수치에서
Plasma-Lyte A가 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중환자실 재실 기간, 사망률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3 발표된 코크란 메타분석에서 콜로이드(colloid)를 이용한 소생술이 결정질
용액을 이용한 소생술에 비해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였으며, 특히 hydroxethyl
starch 제재의 사용은 사망률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3). 콜로이드는 외상환
자의 생존률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결정질용액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 외상환자
의 소생술 시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하다.

■ 국내 수용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초기 투여 수액종류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European 가이드라인의 국내 수용
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초기부터 수액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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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제한하고 혈액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NICE 가이드라인의 경우 응급수혈 및 혈
액의 응급실내 비치가 아직 미흡한 국내 현실에서 너무 급진적이고 근거가 아직 미
약한 면이 있어 본 권고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1. Neal MD, Hoffman MK, Cuschieri J, Minei JP, Maier RV, Harbrecht BG, et al.
Crystalloid to packed red blood cell transfusion ratio in the massively transfused
patient: when a little goes a long way. The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12;72(4):892-8. Epub 2012/04/12.
2. Young JB, Utter GH, Schermer CR, Galante JM, Phan HH, Yang Y, et al. Saline
versus Plasma-Lyte A in initial resuscitation of trauma patients: a randomized trial.
Annals of surgery. 2014;259(2):255-62. Epub 2013/06/05.
3. Perel P, Roberts I, Ker K. Colloids versus crystalloids for fluid resuscitation in
critically

ill

patients.

The

Cochrane

2013(2):CD000567. Epub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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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3.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저체온이
발생한 경우 체온을 올리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가?
권고(Recommendation)
중증외상환자의 저체온을 예방해야하고, 저체온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체온
을 올려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35’C 이하의 저체온은 중증외상환자에서 혈소판 기능 이상 및 응고기능 장애 등
과 연관되어 있고 더 많은 수혈이 필요하게 되며, 합병증 및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이 된다(1-3). PTOS(Pennsylvania Trauma Outcome Study)에서는 11,033명의
심한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를 분석하였고 병원 단계의 자발적인 저체온이 사망률
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4). 저체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복 제거, 열
손실을 막기 위해 환자를 덮어주기, 주변 온도 높여주기, 강제로 공기를 데워주기,
따뜻한 수액 투여 및 심한 경우에는 체외 재가열 기구를 사용한다(5, 6).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특히 국내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초기 처치에서 저체온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서 체온 유지 및 저체온 예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아직 확립
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외상성 머리 손상 환자에서 전신 저체온 치료에 대한 권
고를 만들 수는 없었다.

■ 참고문헌(근거수준)
1. Kutcher ME, Howard BM, Sperry JL, Hubbard AE, Decker AL, Cuschieri J, et al.
Evolving beyond the vicious triad: Differential mediation of traumatic coagulopathy
by injury, shock, and resuscitation. The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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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8(3):516-23.
2. Watts DD, Trask A, Soeken K, Perdue P, Dols S, Kaufmann C. Hypothermic
coagulopathy in trauma: effect of varying levels of hypothermia on enzyme speed,
platelet function, and fibrinolytic activity. J Trauma. 1998;44(5):846-54.
3. Bernabei AF, Levison MA, Bender JS. The effects of hypothermia and injury
severity on blood loss during trauma laparotomy. J Trauma. 1992;33(6):835-9.
4. Rubiano AM, Sanchez AI, Estebanez G, Peitzman A, Sperry J, Puyana JC. The
effect of admission spontaneous hypothermia on patients with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Injury. 2013;44(9):1219-25.
5. Eddy VA, Morris JA, Jr., Cullinane DC. Hypothermia, coagulopathy, and acidosis.
The Surg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2000;80(3):845-54.
6. Barthel ER, Pierce JR. Steady-state and time-dependent thermodynamic modeling
of the effect of intravenous infusion of warm and cold fluids. The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12;72(6):15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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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5.4.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외상환자에서 산혈증(acidemia)에
대한 적절한 처치는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외상환자는 적절한 치료로 원인 교정을 하여 산혈증
에서 벗어나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산증의 주원인은 관류저하이며, 이는 응고 작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1). 저환기나 NaCl의 과다한 투여는 피해야 한다(2). 염기과잉(BE) 또한 응고 장
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합병증이나 사망률의 예후 인자로 사용된다
(1). 염기과잉이 -15인 경우 다양한 응고인자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염기과잉의 임계값은 -6에서 -10부터 시작된다(3, 4). pH 를 7.2 이
상으로 올리는 자체만으로는 응고인자를 개선할 수 없고, 출혈이 멈추고 응고 인자
를 보충해야 의미가 있다(5). 적혈구만 대량수혈 하는 경우에도 산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6) 이러한 산증은 트롬빈 형성을 감소시키고 섬유소원용해를 촉진시킨다
(7).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참고문헌(근거수준)
1. Lier H, Krep H, Schroeder S, Stuber F. Preconditions of hemostasis in trauma: a
review. The influence of acidosis, hypocalcemia, anemia, and hypothermia on
functional hemostasis in trauma. J Trauma. 2008;65(4):951-60.
2.

Beekley

AC.

Damage

control

resuscitation:

a

sensible

approach

to

the

exsanguinating surgical patient. Critical care medicine. 2008;36(7 Suppl):S267-74.
3. Meng ZH, Wolberg AS, Monroe DM, 3rd, Hoffman M.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pH on the activity of factor VIIa: implications for the efficacy of high-dose
factor VIIa in hypothermic and acidotic patients. J Trauma. 2003;55(5):8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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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ucel N, Lefering R, Maegele M, Vorweg M, Tjardes T, Ruchholtz S, et al. Trauma
Associated Severe Hemorrhage (TASH)-Score: probability of mass transfusion as
surrogate for life threatening hemorrhage after multiple trauma. J Trauma.
2006;60(6):1228-36; discussion 36-7.
5. Brohi K, Cohen MJ, Davenport RA. Acute coagulopathy of trauma: mechanism,
identification and effect. Current opinion in critical care. 2007;13(6):680-5.
6. Spahn DR, Rossaint R. Coagulopathy and blood component transfusion in trauma.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 2005;95(2):130-9.
7. Martini WZ. Coagulopathy by hypothermia and acidosis: mechanisms of thrombin
generation and fibrinogen availability. J Trauma. 2009;67(1):202-8; discussion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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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5.5. 저혈량성 쇼크 환자의 대량수혈 지침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1.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외상환자에게 대량수혈이 필요한 경우 대량수혈
지침(Massive Transfusion Protocol, MTP) 을 사용하여야 한다(1B).
2. 대량수혈지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와 초기 수액 소
생술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한 임상 지표를 사용한다. 단, 진료 초기 한번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량수혈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9가지 임상적
도구들에 대한 연구 9개를 분석하였고 이들은 모두 후향적 코호트 연구였다.
Clinical risk scores, ABC scores, TASH score, PWH score, McLaughlin score,
Emergency transfusion score, Shock Index, ATLS의 쇽 분류 등을 비교하였으나,
결손 자료(missing data) 비율이 많거나 신뢰구간이 넓은 연구가 많았다. 메타분석
은 ABC score 에 대한 것이 1개 있지만 근거 수준이 매우 낮았다.
Brockamp (1), Cotton (2,3), Krumrei (4), Mitra (5,6)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 위험 도구로는 ABC, 관통상, 수축기 혈압, 응급실 도착 시 혈압 ≤90mmHg,
응급실 도착시 심박수 ≥120 회/분, 외상초음파(FAST) 검사 양성, 및 문턱값 ≥2
등이 있다. Brockamp 연구는 임상 위험 도구를 비교하기 위해 AUC를 계산하고 각
도구들의 결정점(cut-off point)을 비교하였다. ABC score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
르면 민감도 72%, 특이도 88%이지만 분석한 연구들은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
(1-6). Larson 방법은 단일연구를 바탕으로 하였고 McLaughin은 단지 3개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Prince of Wales/Rainer 방법들도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
536명을 대상으로 개정 외상 점수(RTS, Revised Trauma Score)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중간 수준의 근거로 AUC가 0.64(0.59~0.69)였다(8). Schreiber 방법은
낮은 수준의 근거를 보였으며, TASH 방법은 3개의 연구에서 매우 낮은 수준, 다른
1개의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근거를 보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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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e 등은 일반인 대상으로 대량 수혈 프로토콜을 가동한 이후의 데이터를 모
아 프로토콜 없이 대량수혈한 군과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24시간 사망률과 조기 응
고장애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10).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참고문헌(근거수준)
1. Brockamp T, Nienaber U, Mutschler M, Wafaisade A, Peiniger S, Lefering R, et al.
Predicting on-going hemorrhage and transfusion requirement after severe trauma:
a validation of six scoring systems and algorithms on the TraumaRegister DGU.
Critical care (London, England). 2012;16(4):R129.
2. Cotton BA, Gunter OL, Isbell J, Au BK, Robertson AM, Morris JA, Jr., et al.
Damage control hematology: the impact of a trauma exsanguination protocol on
survival and blood product utilization. The Journal of trauma. 2008;64(5):1177-82;
discussion 82-3.
3. Cotton BA, Dossett LA, Haut ER, Shafi S, Nunez TC, Au BK, et al. Multicenter
validation of a simplified score to predict massive transfusion in trauma. The
Journal of trauma. 2010;69 Suppl 1:S33-9.
4. Krumrei NJ, Park MS, Cotton BA, Zielinski MD. Comparison of massive blood
transfusion predictive models in the rural setting. The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12;72(1):211-5.
5. Mitra B, Rainer TH, Cameron PA. Predicting massive blood transfusion using
clinical scores post-trauma. Vox sanguinis. 2012;102(4):324-30.
6. Mitra B, Mori A, Cameron PA, Fitzgerald M, Paul E, Street A. Fresh frozen plasma
(FFP) use during massive blood transfusion in trauma resuscitation. Injury.
2010;41(1):35-9.
7. Nunez TC, Voskresensky IV, Dossett LA, Shinall R, Dutton WD, Cotton BA. Early
prediction of massive transfusion in trauma: simple as ABC (assessment of blood
consumption)? The Journal of trauma. 2009;66(2):346-52.
8. McLaughlin DF, Niles SE, Salinas J, Perkins JG, Cox ED, Wade CE, et al. A
predictive model for massive transfusion in combat casualty patients. Th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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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auma. 2008;64(2 Suppl):S57-63; discussion S.
9. Vandromme MJ, Griffin RL, McGwin G, Jr., Weinberg JA, Rue LW, 3rd, Kerb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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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5.6. 대량 수혈이 필요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환자에서 적절한
적혈구 농축액과 신선동결혈장의 투여비율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대량수혈이 필요한 외상환자에게 혈장-적혈구 농축액 투여 비율은 최소한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1B).

■ 근거 요약
신선동결혈장 (FFP, Fresh frozen plasma), 혈소판 제재, 적혈구 농축액을 1:1:1
또는 1:1:2 비율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무작위 대조연구는 현재까지 PROPPR
study 한편이 있다(1).68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24시간, 30일 사망률은
1:1:1 비율의 투여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1:1:1 군과 1:1:2군을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인 합병증의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혈 성공률은 1:1:1군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 NICE 가이드라인은 이 연구를 근거로 1:1:1 투여를 권고하였다.
European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 왔으며
생존자 편향(survivor bias)이 존재하지만, 무작위 대조연구인 최근의 PROPPR
study의 결과를 보면 1:1:1 수혈이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미
국돠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혈소판 제재가 소생 초기에 준비되기 어렵다는 점과
응고장애(Coagulopathy)를 교정하기 위해 FFP를 투여할 경우의 여러 문제점을 고
려하여 최종적으로 혈소판의 비율은 제외하고 RBC, FFP 비율을 1:2 이상으로 권
고하였다(2-6).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국내의 환경 역시 혈소판 제재가 소생 초기단계에 준비되지 않고, 신선동결혈장
역시 해동(thawing) 과정이 필요하여 조기 투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
지는 European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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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7. 저혈량성 쇼크 환자에서 승압제(Vasopressor)의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외상환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압 상태에서 수액 및 혈액제제 주입에 더
하여 혈압유지를 위해 승압제를 사용할 수 있다(1B).

■ 근거 요약
승압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압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조직 관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승압제는 심한 뇌손상에서 평균동맥압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뇌의 관류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동물연구들에서 지
혈되지 않을 출혈이 있을 때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의 투여가 수액투여
의 양을 줄이고 생존률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다(1,2).하지만 아직 실제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승압제의 효과를 연구한 보고는 거의 없으며, 두 편의 후향적 연구가 있
었으나 제한점이 많아 근거 수준이 매우 낮았다(3).바소프레신(Vasopressin) 투여
에 대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연구에서는 저혈량성 쇼크가 있는 외상 환자의 소생
술 시행 시 저농도의 바소프레신을 사용한 군에서 수액투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적었고, 초기 사망의 감소 경향을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4).결론적으로, 저혈압 환자에게 적절한 수액투여, 수혈을 실시하면서
최소한의 조직관류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승압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심장기능의 이상이 있을 경우 승압제는 심장의 후부하(Afterload)
를 증가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참고문헌(근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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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8. 저혈량성 쇼크 환자에서 tranexamic acid의 투여가 지혈에
도움이 되는가?
권고(Recommendation)
출혈 중이거나 심한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외상환자에서 수상 초기에
Tranexamic acid 투여를 권고한다(1B).

■ 근거 요약
2015년 코크란 리뷰(Cochrane review)에서 메타분석을 시행한 바에 의하면 항섬
유소용해제(antifibrinolytic drug)의 효과를 평가한 3개의 RCT가 있는데, 1개는
aprotinin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으나 연구의 규모가 작아 제외하였고, 나머지 2개
중 1개는 CRASH-2 trial이고, 나머지 1개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만
Tranexamic acid를 사용한 것이었다(1-4). CRASH-2 trial에 의하면 전체 원인
에 의한 사망률(All cause mortality)를 비교하였을 때 Tranexamic acid를 투여한
군에서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낮았다 (1463 [14.5%] tranexamic acid 군 vs 1613
[16.0%]

위약군;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0.91,

95%

CI

0.85–0.97;

p=0.0035)(2). 특히, 1시간 안에 Tranexamic acid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198/3747 [5.3%] tranexamic acid 군 vs 286/3704
[7.7%] 위약군;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0.68, 95% CI 0.57–0.82; p<0.0001),
3시간 안에 Tranexamic acid를 투여한 환자군(147/3037 [4.8%] vs 184/2996
[6.1%];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0.79, 0.64–0.97; p=0.03)에서도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3시간이 넘어서 Tranexamic acid를 투여한 환자군에서는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였다(144/3272 [4.4%] vs 103/3362
[3.1%];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1.44, 1.12–1.84; p=0.004)(3). 2015년에 발
표된 메타 분석의 결과에서는 Tranexamic acid를 가능한 빨리 주는 것이 외상 환
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3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하였으며 다른 부위에 출혈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 환자에서
는 Tranexamic acid의 실질적 의미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현재 2개의 연구가 진
행 중이라고 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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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현재 국내에서 Tranexamic acid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나,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 중에 투여하는 것은 의사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에 한국 의료법에 근거해 금지하고 있어 권고사항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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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7(9771):1096-101, 101 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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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uenpathom N, Lumbiganon P. Tranexamic acid for patient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BMC emergency
medicine. 20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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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5.9. 외상성 응고장애를 동반한 저혈량성 쇼크 환자에서 혈액제제
투여 이외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응고 장애를 동반한 저혈량성 외상환자에서 섬유
소원 농축액(Fibrinogen concentrate) 또는 동결침전제재(cryoprecipitate)
또는 재조합원인자 VIIa(rFVIIa, recombinant factor VIIa)의 투여를 고려
해 볼 수 있다(2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섬유소원은 응고단계의 마지막 요소이며, 혈소판 응집의 리간드(ligand)로 작용
하며 응고와 혈소판 기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2). 대량출혈환자에서 저섬
유소원혈증(hypofibrinogenaemia)은 흔하게 관찰된다. 중증외상 환자에서 수상 초
기의 섬유소원의 감소는 수혈요구량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단일 기관을 대상으
로한 후향적 연구에서 대량출혈환자의 치료를 위해 섬유소원 농축액을 사용하였을
때 사망률의 감소와 30일 생존률의 증가를 보고하였다(3). 그러나 이후 섬유소원
농축액을 외상으로 인한 대량출혈 환자에서 사용된 결과를 연구하는 무작위 대조
연구 혹은 전향적 연구는 없었다.
데스모프레신(desmopressin)은 혈소판이 인체 동맥의 내피밑에 응집하는 것을
촉진하며 폰 빌레브란트 질환(von Willebrand disease) 환자에서 출혈이 있을 때
첫 번째 치료제이다. 또한 데스모프레신은 아스피린과 clopidogrel 같은 약물을 복
용하는 환자에서 혈소판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외상
환자나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소
판 억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폰 빌레브란트 질환이 있는 외상환자에서 데스모프레
신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출혈을 동반한 외상환자에게 일상적으로 투여
하지는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재조합원인자 VII(rFVIIa)은 다른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하여도 출혈이 지속될 경
우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rFVIIa이 환자의 응고시스템에 제대로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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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혈소판과 섬유소원의 혈액 내 농도가 일정량 이상 유지되어야한다
(4,5,6). 또한 pH 와 체온의 작은 저하에도 응고 효소의 역동학이 변하기 때문에
pH 및 체온의 유지가 필요하다(7-9). 그동안 rFVIIa가 외상성 출혈의 치료에 도
움이 된다는 소규모의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질높은 연구는 거의 없었다.
rFVIIa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연구에서는 둔상성
외상환자의 경우 rFVIIa투여군에서 수혈량의 감소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ARDS) 발생률의 감소가 있었으나, 관통상 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10).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섬유소원 농축액(Fibrinogen concentrate) 및 동결침전제재(cryoprecipitate)는
국내에서 사용가능 하나 재조합원인자 VIIa(rFVIIa, recombinant factor VIIa)의
경우 고가이며 국내에서의 의료보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참고문헌(근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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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thromboembolism and haemorrhage.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
2004;93(2):2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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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2008;359(9):938-49.
3. Shaz BH, Dente CJ, Nicholas J, MacLeod JB, Young AN, Easley K, et al.Increased
number of coagulation products in relationship to red blood cellproducts trans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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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감시
KQ# 6.1. 외상환자에서 초기 소생 중 환자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은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소생실에 내원하는 모든 외상환자는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체온,
심전도, 글래스고 혼수 척도 및 동공반사 등의 항목을 지속적으로(혹은 주기
적으로) 감시해야 한다(1C).

■ 근거 요약
ranklin(1) 등은 응급실 내원 전 후로 저혈압이 관찰된 환자의 약 50% 정도가 응
급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Tinkoff(2)
등은 외상 후 발생한 저혈압 환자들에게서 24배 많은 사망과 7배 많은 중환자실 입
원, 그리고 1.6배 많은 응급 수술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뉴욕주 외상등록체계의 Henry(3) 등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의 외상환자
에서 32.9%, 그리고 호흡수 10회/분 미만과 29회/분 초과 외상환자에서 28.8%의
사망률을 보고하였다.
심전도 감시는 모든 중증 외상환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맥박이 촉지되지 않
는 환자에서 제세동이 필요할 수 있는 심정지를 감별하기 위한 경우에 더욱 필요하
다. 또한 둔상으로 인한 심장 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기
본검사로 사용될 수 있다(4,5,6). Fildes(7) 등은 기저 심질환이 없고 혈역학적으
로 안정적이며 초기 심전도가 정상인 74명의 외상환자에서 심장의 합병증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둔상에 의한 심장 손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서 정상의
심전도를 보인 184명의 어린이들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41
개 연구의 메타분석에서는 입원 시 비정상의 심전도를 가진 환자들에서 치료를 필
요로 하는 합병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둔상에 의한 심장 손상이 의심
되는 133명의 환자들 중 13명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데 초기 심전도가 정상인
환자에서는 합병증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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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9) 등의 연구에서는 172명의 환자 중 4명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합병
증이 발생하였는데 그 4명 모두 초기 심전도가 정상이 아닌 환자였다. 그리고
Wisner(10) 등은 둔상에 의한 심장 손상이 의심되는 95명의 환자들 중 4명에서 합
병증이 발생하였는데 그 4명 중 1명만이 내원 시 심전도가 정상 소견이었다.
산소포화도 측정은 다발성 외상환자에서 필수적인 감시 항목이다. 특히 심정지
가 발생한 환자에 있어 산소포화도 파형의 소실이 나타난다.
두부손상환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임상적인 증상 등은 확대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동공과 낮은 혼수척도이며, 이 두 가지 소견은 좋지 않은 치료
결과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신경학적 소견의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 환자의 의식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11,12,13).
이 외에도 소생실에 내원하는 모든 외상환자 중 추가적인 감시를 위해 호기말 이
산화탄소분압과 동맥 내관 확보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
과 같다(14).
✔ 다발성 외상환자 감시에 있어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중요하며 특히, 갑작
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급격한 저하의 관찰
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독일 통계에 의하면 기관삽관 시도의 7% 이상이 식도로 들어간다고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응급실 의사에 의해 시행된 기관삽관 후 적절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청진과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감시는 필수적이다.
✔ 연속적인 혈압의 감시를 위해 조기에 대퇴동맥 내 삽관을 시행하는 것은 응급
실내에서 심정지의 진단과 소생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이
다. 그러나 동맥 내 삽관 때문에 소생술이 방해 내지는 지연이 되지 않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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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권고하고 있는 모든 감시 항목들은 국내 거의 모든 병원 이상의 응급실에서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생실에 내원하는 외상환자 감시의 지침으로 수용하고 적용하
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분압 감시에 있어서, 이미 많은 병원에서는 기관 삽관 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감시를 통해 기관삽관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수용 및 적용 가능성의 근거는 충분하다. 또한 동맥 내관의 확보 역시 이미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용 및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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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영상검사
KQ#7.1. 중증 외상 환자에서 1차 평가 시 초기 영상으로 trauma
series는 다른 영상 검사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1. 중증 외상 환자의 초기 응급 영상으로 소생실에서 단순흉부방사선촬영
(chest AP) 및 골반방사선촬영(pelvis AP) 을 시행해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중증 외상 환자의 초기 응급 방사선 영상에 관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
었다.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에서는 고에너지 기전이거나 혈역학적으로 불
안정한 환자에게서 단순흉부방사선촬영을 권고하고 있고 경추 측면 방사선
(C-spine lateral) 촬영은 grating 6으로 권고하고 있다.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가 수액치료에 반응하지 않을시 단순흉부방사선촬영
와 골반방사선촬영를 권고하고 있다. S3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흉부방사선촬영,
골반방사선촬영 및 경추 측면 방사선 촬영(C-spine lateral) 촬영을 응급실에서
검사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 대한 6개의 문헌 리뷰 결과, 단순흉부방사선촬영이 정상
일 때는 흉부 CT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문헌도 있고(1-2) 단순흉부방사선촬영
의 정확도가 떨어져 흉부 CT를 주장하는 문헌도 있다(3-5).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 사용을 주장하는 문헌도 있다(6). 골반방사선촬영에 대한 5개의 문헌
리뷰 결과 방사선촬영만으로도 골반골 골절의 분류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는 문헌
(7-8)과 CT가 가능하다면 골반방사선촬영을 생략하는 것을 권고하는 문헌
(9-11)이 있었다. 경추 측면 방사선 촬영(C-spine lateral) 에 대한 3개의 문헌
리뷰 결과 경추 손상에 대한 선별검사로 경추 CT를 권고하는 문헌(12-14)이 있
었다. 중증 외상 환자에서 시행하는 초기 응급 영상으로 경추 측면 방사선 촬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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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응급실에서 시행은 이점이 크지 않다
고 하였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trauma series는 수액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소생술
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동식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 단, 병원 사정
에 따라 이동식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즉각적인 촬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
여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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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2. 중증 외상 환자에서 외상 초음파(eFAST, Extended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는 다른 영상에
비해 초기 영상으로써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1.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중증 외상 환자에서 초기 검사로 외상초음파 시
행을 권고한다(1B).
2.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중증 외상 환자에서 초기 검사로 외상초음파 시
행을 고려할 수 있다(2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응급외상초음파에 대한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다.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에서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및 고에너지 손상 환자에게서
FAST/eFAST를 권고하고 있으며, NICE 및 S3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전산화단
층촬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진료지침에 수록된 문헌외 추가로 11개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외상환자에게서
FAST는 복강과 심낭의 유리액체를 탐색하는데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한
eFAST로 기흉이나 혈흉의 탐색에 사용되고 있다(1,2,3). FAST/eFAST에 대한
문헌 리뷰 결과 복부 둔상 환자에서 1차 조사시 선별검사로서의 FAST를 권고하는
문헌(1,2,3)과 권고하지 않는 문헌(4)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환자에게서도 이차 조사시 FAST/eFAST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문헌도
있다(5). 관통상에서 흉부에는 적절하나 복부에서는 제한점이 있다는 문헌도 있다
(6).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적용가능하다. 단, FAST/eFAST에 대한 수가 적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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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3. 두부 외상 의심 환자의 진단을 위한 적절한 응급실 영상
검사는 무엇인가?
권고(Recommendation)
두부 외상 의심 환자에게서 진단을 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초기검사로
시행해야 한다(1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두부 외상 의심 환자에게서의 초기 영상에 대하여 두개의 진료지침을 선택하였
다. ACR Appropriate Criteria에서는 두부 외상환자에게서 초기 영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를 권고하며 경미한 두부 외상환자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의 임상적 적
응증에 대한 지침(NOC, CCHR, NEXUS-II)으로 컴퓨터단층촬영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ACR Appropriate Criteria, Head Trauma). 한국형 근
거 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에서는 두부 외상환자에게서 영상 검사로 컴퓨터단
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소아의 경우 임상 기준에 따라 컴퓨
터단층촬영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권고하고 있다(NECA; 한국보건연구원).
두 진료지침에서 채택한 논문 이외 추가로 9개의 논문을 채택하였다. 신경 영상
검사는 두부 외상에서 외상성 뇌손상의 발견 및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글래스고혼수척도는 외상성 뇌손상의 분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두부 손상 환자에서의 컴퓨터단층촬영은 두개 내 덩이 효과, 뇌실의 크
기 및 배열, 골절 및 뇌내 출혈을 탐지하는 민감도가 높은 빠르고 효과적인 영상 검
사로 초기 영상 검사로 권고하며, 자기공명영상은 촬영 시간 및 장소에 제한이 있
이 있어 초기 영상 검사로 권고되지 않는다(1-3). 하지만 두부외상환자에게서 컴
퓨터 단층촬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논문도 있으며(4), 경미한 두부 손상 환자
에게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택적 컴퓨터단층
촬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5-6), 컴퓨터단층촬영의 적응증에 대한 가이
드라인으로 New Orleans Crtiteria (NOC), Canadian CT Head Rules (CCHR) 및
National Emergency X-ray Utilization Study (NEXUS)-II가 대표적이다. 중등
도 이상의 두부 외상환자에게는 비조영컴퓨터단층촬영이 초기 영상으로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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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Brain CT without IV contrast는 국내 적용가능하다. 단, 단순 촬영 없이 뇌전산화
단층촬영의 보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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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7.4.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초기 영상 검사로 경추 CT는
다른 영상 검사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초기 영상 검사로 경추 전산화 단층 촬영
(C-spine CT)을 시행해야 한다(1C).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경추 손상 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지침으로 2가지의 진료지침을 선택하였다.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에서는 임상기준(NEXUS 또는 CCR)에 따라 영상
검사의 필요성을 권고하며 고위험 임상기준에 속하는 환자에게서는 초기 영상검사
로 경추전산화단층촬영을 권고하고 있다. S3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역학적으로 안정
화된 중증환자에게서 응급실 퇴실전 경추전산화단층촬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미
한 손상 의심환자에게서는 단순경추영상을 권고하며 단순경추영상에서 이상소견
보일시 추가적인 경추전산화단층촬영을 권고하고 있다.
두 진료지침에 포함된 논문외 2012년 이후 경추 손상 의심 환자에게서 경추 컴
퓨터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4개의 문헌을 추가 고찰하였다. 경추 손상의 의심 환
자에게서 초기 영상 검사는 기존의 단순경부촬영에서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경추촬영보다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의 정확성이 높다는 문
헌(1)이 있으며, Clearing of cervical spine에 관하여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으로
충분하다는 문헌(2-4)과 자기공명 영상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권고하는 문헌(4)
이 있었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경추 손상 의심환자에게서 단순 촬영보다 경추 CT가 초기 영상으로 바뀌는 추세
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응급 센터에서 CT 촬영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국내
수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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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5. 흉부 손상 의심 환자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은 기타영상에
비해 초기영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흉부 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초기 검사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
행할 필요는 없으나 손상 기전 상 흉부혈관 손상이 의심되거나 고에너지에
의한 손상의 경우,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2B).

■ 근거 요약(Evidence Review or Evidence Summary)
흉부 외상에 대한 흉부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3개의 진료지침이 선택되
었다. 모든 진료지침에서 고에너지 손상 환자, 소생에 반응하는 환자, 또는 혈역학
적으로 안정된 환자(NICE 가이드라인의 경우)에게서 조영증강 흉부컴퓨터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단,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에서는 임상기
준에 따라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을 배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NICE 가이드
라인에서는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서 이동형 단순
흉부영상 및 응급외상초음파를 일차조사의 일환으로 권고하고 있다.
진료지침에 수록된 논문 외 흉부외상에서 대한 흉부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에 대
한 문헌으로 6개의 문헌을 선택하였다. 흉부 외상의 진단에 있어 초기 영상으로 단
순흉부촬영보다는 조영증강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이 표준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문
헌이 있었다(1,2). 흉부외상에서 흉부 혈관손상에 대한 검사로 조영증강흉부컴퓨
터단층촬영을 권고하는 문헌들(2-5)이 있으며, 특히 동맥기와 정맥기로 나누어
촬영할것을 권고하는 문헌(5)가 있으며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 횡격막 손상에 대
한 진단의 이점이 있다는 문헌(6)이 있었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토 결과
흉부 외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서 흉부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의 보편적 적
용은 비용 및 방사능 노출에 위험이 있어 국내에 적용에는 제한이 있어 보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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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적 적용은 국내 수용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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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acobellis F, Ierardi AM, Mazzei MA, Magenta Biasina A, Carrafiello G, Nicola 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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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6.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복부외상 의심 환자에게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진단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복부외상 의심환자에게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권고한다.
(1B)

■ 근거요약
중증외상환자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는 중요하다.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u 등의 연구에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의 민감도는 97.2%, 특
이도는 94.7%, 그리고 정확도는 96.4%였다.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은 정확도 측면에
서 복부초음파촬영(92.7%)이나 진단적 복강세척술 (DPL, Diagnostic peritoneal
lavage)(94.5%)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 따라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은
후복막 장기에 대해 복부초음파촬영이나 진단적 복강세척술에 비해 진단적 우수성
을 가지며, 이외에도 척추나, 골반 외상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
을 가진다(1, 2).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372명의 복부 둔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AST는
민감도 42%, 특이도 98%로 복부 내 장기 손상에 대한 선별 검사로 미흡하였고, 이
환자들의 25.5%의 환자에서 복부 내 장기 손상이 관찰되었다(3). 따라서 혈역학적
으로 안정적인 복부 둔상환자에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은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해 필요하다.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복부 관통상 환자에서는 전통적으로는 개복술이 당연시되
어왔으나, 최근에는 선택적으로 개복술을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복부 창상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개복술을 적용한 연구는 전복부, 후복부
(등쪽으로 부터의 창상), 고형장기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성공적
인 선택적 개복술을 보고하고 있다(4, 5). 이 연구들은 이러한 선택적 개복술의 전
제조건으로 혈역학적인 안정성 이외에 이학적 검사상 급성복증이 없고, 복부 전산
화 단층촬영에서 장관 손상의 증거가 없는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혈역학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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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복부 손상 환자에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혈역학적으로 안정되나 의식저하가 동반된 복부외상 의증 환자에서 복부컴
퓨터 단층촬영은 숨겨진 복부외상을 진단하여,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이러한 의식저하 환자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6, 7).
복부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음성결과는 복부 손상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특이도를 보이므로 경과 관찰을 위한 재원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8).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검토 결과
적용 및 수용 가능하다.

■ 참고 문헌
1. Liu M, Lee CH, P'Eng F K. Prospective comparison of diagnostic peritoneal lavage,
computed tomographic scanning, and ultrasonography for the diagnosis of blunt
abdominal trauma. J Trauma. 1993;35(2):267-70.
2. Novelline RA, Rhea JT, Rao PM, Stuk JL. Helical CT in emergency radiology.
Radiology. 1999;213(2):321-39.
3. Miller MT, Pasquale MD, Bromberg WJ, Wasser TE, Cox J. Not so FAST. J
Trauma. 2003;54(1):52-9; discussion 9-60.
4. Demetriades D, Hadjizacharia P, Constantinou C, Brown C, Inaba K, Rhee P, et al.
Selective nonoperative management of penetrating abdominal solid organ injuries.
Annals of surgery. 2006;244(4):620-8.
5. Demetriades D, Rabinowitz B, Sofianos C, Charalambides D, Melissas J,
Hatzitheofilou C, et al. The management of penetrating injuries of the back. A
prospective study of 230 patients. Annals of surgery. 1988;207(1):72-4.
6. Hong ZJ, Chen CJ, Yu JC, Chan DC, Chou YC, Liang CM, et al. The evolution of
computed tomography from organ-selective to whole-body scanning in managing
unconscious patients with multiple traum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Medicine.
2016;95(37):e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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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13;75(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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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From Computed Tomography of the Abdomen After Blunt Trauma. J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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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7.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골반외상 의심 환자에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진단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골반외상 의심환자에게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고려해야
한다(2B).

■ 근거요약
골반외상환자에서 불안정성 골반골절을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는 것은 특이도는
높으나 민감도가 매우 떨어져, 연구결과에서는 민감도 8~44%로 보고하고 있다(1,
2). 단순 방사선 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을 비교했을 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
순 방사선 촬영의 골반 골절 진단율은 66%로 컴퓨터단층촬영의 86%에 비하여 크
게 낮았다(3).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어서 연구자들은 컴퓨터단층촬영이
시행될 예정이라면, 골반에 대한 단순 방사선 촬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많다(4-6).
골반외상에서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출혈이다. Brown (7)
등 에 의하면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이는 조영제 유출의 73%는 혈관조영술에서도
보이는 의미 있는 출혈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혈관조영술에서 보이는 조영제 유
출 중에는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음성소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골반외상에
서 동반되는 출혈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단층촬영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
을 제기한 연구 결과도 있다(7, 8). 골반외상에서 FAST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FAST는 골반강 내 출혈을 진단하는데 민감도는 26%, 특이도는 96%로 FAST에
서의 음성소견이 골반강 내 출혈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골반 골절은 흔히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동반하여, 연구 결과에 따라 고형장기
손상이 11%, 장관 손상을 4.5%까지 보고하고 있다(10). 장관손상은 즉시 개복의
적응증이 되므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에 따라 치료방향이 많이 바뀌게 된다.
또한 골반외상은 방관과 요도 등의 비뇨기계 손상을 흔히 동반하며, 한 보고에
의하면 골반외상 전체의 6%에서 비뇨생식계의 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심각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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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골반골절인 경우 그 빈도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0년간 54
명의 방광 손상을 연구한 결과에서 79.8%의 환자가 골반골절을 동반한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12). 골반외상에서 동반된 방광 손상은 대부분 복강 외 손상
(80%)이지만 복강 내 손상도 존재하며 이 경우는 치료 방법이 개복수술로 결정 될
수 있다(11).
종합하면,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골반외상환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은 첫째, 골
반골 진단에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검사이다. 둘째, 골반강 내 출혈에서 혈관조영술
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검사이다. 셋째, 복강/골반강 내의 장기 손상에 우수한 검사
로서 특히 치료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관 손상이나, 비뇨기계 손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선별검사가 될 수 있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검토 결과
적용 및 수용 가능하다.

■ 참고 문헌
1. Pehle B, Nast-Kolb D, Oberbeck R, Waydhas C, Ruchholtz S. [Significance of
physical examination and radiography of the pelvis during treatment in the shock
emergency room]. Der Unfallchirurg. 2003;106(8):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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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8.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중증외상 의심 환자에서 전신
컴퓨터단층촬영(Whole body CT)를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진단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중증외상 의심 환자에게서 전신컴퓨터단층촬영을 고려
해 볼 수 있다(2B).

■ 근거요약
중증 외상환자는 흔히 다발성 외상을 동반하며, 진단의 상당 부분을 CT에 의존
하고 있다. 생체 징후가 안정적인 환자에서의 두부, 흉부, 복부, 그리고 척추에 대한
CT는 치료 방침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검사로 S3, EAST, NICE 가이드라인
등에서 초기 검사로 권장되고 있다. 한편으로 여러 부위를 한 번에 검사하는 전신
컴퓨터단층촬영(Full-body CT, Total-body CT, Pan-scan, R-scan 등 다양하
게 불리우고 있음)은 검사 시간의 단축, 빠른 진단과 치료,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한
예후의 향상 등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는 아직 부족하다.
Yeguiayan 등의 프랑스 14병원, 1,696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전신 컴퓨터단층촬영군의 30일 사망률은 16%로 대조군의 22%보다 의미 있게 낮
았다(1). 독일에서 외상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전신 컴퓨터단층촬영군
이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2). 전신 컴퓨터단층촬영 연구 중 현재
까지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는 유일한 무작위대조연구인 REACT-2 study이다
(3). 이 연구는 1,40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신 컴퓨터단층촬영군이 검사를 더 빨
리 마쳤으나(30 vs. 37 분), 사망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신
컴퓨터단층촬영군이 유의하게 빨리 검사를 마치긴 하였으나, 실제로 얻은 시간적
이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전신 컴퓨터단층촬영에 대한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방사선량인데
REACT-2 study에서 전신 컴퓨터단층촬영군은 20.9 mSv 그리고 대조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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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mSv로 전신 컴퓨터단층촬영군에서 유의하게 노출된 방사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매우 적었다(3). 전신 컴퓨터단층촬영에 의한 방사선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로 효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함에 따라 방사선
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 둘째는, 초기에 전신 CT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에 추
가로 시행하는 CT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신 컴퓨터단층
촬영를 시행하는 적응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위별 CT만으로 충분한 사람
에게 불필요한 추가 방사선을 더 노출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중 총 방사선량, 추가 CT 시행 빈도, 적응증에 따른 방사
선량 등의 다각적인 방향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전신 컴퓨터단층촬영은 검사시간을 단축
시키는 이점이 있으므로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중증 외상 의심환자에게 시행할 것
을 권고한다.

■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검토 결과
수용 및 적용 가능하다.

■ 참고 문헌
1. Yeguiayan JM, Yap A, Freysz M, Garrigue D, Jacquot C, Martin C, et al. Impact of
whole-body computed tomography on mortality and surgical management of severe
blunt trauma. Critical care. 2012;16(3):R101.
2. Huber-Wagner S, Lefering R, Qvick LM, Korner M, Kay MV, Pfeifer KJ, et al.
Effect of whole-body CT during trauma resuscitation on survival: a retrospective,
multicentre study. Lancet. 2009;373(9673):1455-61.
3. Sierink JC, Treskes K, Edwards MJ, Beuker BJ, den Hartog D, Hohmann J, et al.
Immediate total-body CT scanning versus conventional imaging and selective CT
scanning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 (REACT-2):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6;388(10045):6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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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9.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척수 손상 의심 환자에서 응급실의
초기 영상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진단적 유용성이 있는가?
권고(Recommendation)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외상환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
을 고려해 볼 수 있다(2B).

■ 근거요약
다발성 외상환자에서 척추 손상은 흔하게 동반되어 연구에 의하면 그 동반율이
20%에 이른다(1). 척추 손상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경추 고정, 움직임 제한, 그리
고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시술이나 수술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가지 부작용-기도 흡인, 욕창, 폐렴 유병율 증가, 그리고 경
추 보호대 관련 부작용 등-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척추 손상을 배
제해야 한다(2, 3). 척추 손상에 대한 MRI는 척수와 척추 주위 연부조직 손상을 진
단하는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검사로 생각된다. 하지만 MRI의 척추골절 진단의
민감도(한 연구에 의하면 12%)는 CT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4). 척추 골절에 대한
단순 방사선 촬영의 민감도 또한 32-75%정도로 보고 되고 있어 95-100%의 민
감도를 보이는 CT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5, 6). 따라서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척추
손상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 검사로는 CT를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한편으로,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그리고 단순 방사선 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척추의 골절 소견이 있을 경우이
다.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치료 지연은 신경학적인 예후와 회복에 악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7-9). 따라서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혈역학
적으로 안정된 외상환자에 대해 MRI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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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검토 결과
수용 및 적용 가능하다.

■ 참고 문헌
1. Anästhesiologie, Intensivmedizin, Notfallmedizin, Schmerztherapie.
2. Morris CG, McCoy EP, Lavery GG. Spinal immobilisation for unconscious
patients with multiple injuries. Bmj. 2004;329(7464):495-9.
3. Vickery D. The use of the spinal board after the pre-hospital phase of
trauma management. Emergency medicine journal : EMJ. 2001;18(1):51-4.
4. Klein GR, Vaccaro AR, Albert TJ, Schweitzer M, Deely D, Karasick D, et al.
Efficacy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the evaluation of posterior cervical
spine fractures. Spine. 1999;24(8):771-4.
5. Herzog C, Ahle H, Mack MG, Maier B, Schwarz W, Zangos S, et al.
Traumatic injuries of the pelvis and thoracic and lumbar spine: does thin-slice
multidetector-row CT increase diagnostic accuracy? European radiology.
2004;14(10):1751-60.
6. Wintermark M, Mouhsine E, Theumann N, Mordasini P, van Melle G,
Leyvraz PF, et al. Thoracolumbar spine fractures in patients who have
sustained severe trauma: depiction with multi-detector row CT. Radiology.
2003;227(3):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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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델파이 조사 결과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개발의 마지막 과정인 최종 지침을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
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의 동의 정도는 1점에서 9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결과의 평균 점수에 근거하여 ‘매우 동의하지 않음(1~3점)’,
‘모르겠음(4~6점)’,‘매우 동의함(7~9점)’으로 재범주화 하여 권고별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외상 시스템 및 운영’ 부분의 경우 핵심질문 1.1의 권고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동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권고 1,2 안에서 각각 8.1(1.5), 8.3(1.6)점으로 ‘매우
동의함’ 결과를 나타냈으며 핵심질문 1.2에 대한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동의점수
(표준편차) 7.5(1.2) 였다. 핵심질문 1.3에 대한 평균동의점수(표준편차)는
6.4(2.3)의 동의정도로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모르겠음’으로 결론지
어졌다.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영상검사’ 부분의 핵심질문 7.1의 권고 1에 대한 델파이 설
문조사 결과 동의점수(표준편차) 8.4(0.8)점을 나타내 ‘매우 동의함’ 결과를 나타
내었으나 권고 2에 대한 동의평균점수(표준편차) 6.1(2.4)로 “모르겠음”으로 합의
를 마쳤다. 이에 핵심질문 7.1의 권고 2는 권고안에서 삭제 후, 근거 설명 부분의
보충 설명으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그 외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영상검사’의 핵심질
문 7.2에서 7.9까지의 델파이 설문조사에서는 모두 ‘매우 동의함’의 의견을 보였다.
상기의 핵심질문 이외의 부분인 ‘소생술에서 외상환자 심정지 관리’, ‘소생술에서
외상환자 응급개흉술’,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쇽의 치료’, ‘소생실에서 외상환자 감
시’ 부분에서 또한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모두 ‘매우 동의함’의 의견을 보여 전문가
들의 합의가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핵심질문별 권고 내용 및 권고 양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의 세부
내용을 수정한 후, 최종 권고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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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외상 표준진료지침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 질문

권고문 초안

설문결과
평균 표준
편차

외상센터는 다발성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미리 조직된
소생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팀원 8.1
KQ#1.1.외상환자의 치료에 있 은 전문화된 외상 교육을 이수
어외상팀이미리 구성되어 있어 해야 한다(1C).
야 하는가?

1.5

팀활성화는 외상센터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시간내에 응대하여 8.3
야 한다(1C).

1.6

KQ#1.2.환자의 손상양상에 따 계층화된 활성화는 자원의 효율
라 외상팀 활성화를 계층화하여 적 활용에 있어 잇점이 있어 권 7.5
할 필요가 있는가?
고된다(2B).

1.2

외상팀활성화를위한생리학적기
준은아래와같다(1B).
KQ# 1.3 외상팀 활성화를 위
호흡수<10회/분
또는 6.4
한 적절한 생리학적 기준은 어 >30회/분
떠한가?
수축기 혈압 <90mmHg
심박수 >100bpm
GCS <13.
외상 심정지의 심폐소생술은 기
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8.0
따라야 한다(1A).
KQ# 2.1. 외상환자의 CPR 을
시행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외상 환자의 가슴 압박시 가역
적인 원인교정을 적극적으로 해 8.6
야 한다(1B).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 사망을 예측하거나 소생 중
단 결정할 때, ETCO2 를 하나 7.2
의 측정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
(1A).
KQ#2.2외상환자의CPR시 환자
상태를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모
니터링은 무엇인가?
동맥관 삽입을 통해 심정지 진
단이나 심폐소생술의 효율을 객
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단, 7.1
이로 인한 심폐소생술 중단이나
지연은 없어야 한다(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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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3.심폐소생술이 시행하
는 외상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
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가역적인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이 되지 않는 경 7.5
우 심폐소생술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1C).

1.9

KQ#2.4.심폐소생술을 시행하
는 외상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생존이 불가능한 사망 혹은 손
중단해야 하는상황은 무엇인가? 상의 증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7.8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1C).

1.8

KQ# 3.1. 외상환자에서 빠른연 어려운 기도가 아닌 외상 환자
속기관삽관
(RSI;
Rapid 에서 안전한 기도의 확보를 위
Sequence Intubation)을 시행해 하여 빠른연속기관삽관(RSI)을
야 하는가?
시행해야 한다(1B).
환자의 빠른 연속 기도 삽
KQ# 3.2 기도 삽관 시 유도 약 외상
관(RSI)
진정유도약으로 케
물(Induction drug)은 무엇을 타민 혹은시에토미데이트를
사용
사용해야 하는가?
할 수 있다(2B).
경추 손상 환자의 기도 삽관시,
KQ#3.3. 경추손상이 의심되는 술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추
경우, 기도삽관시 경추보호를 보호대를 제거할 수 있으며 도
어떻게 시행하는가?
수적 방법으로 임시 고정을 시
행해야 한다(1C).
기도 환자에 경우 3회
KQ#3.4. 3번이 상기도확보에 어려운
이상
기도
삽관 시도에도 실패
실패한 경우 대체방법을 사용해 하면 기도 확보를
위해 다른 방
야 하는가?
법을 고려해야 한다(1B).
KQ#3.5 중증 외상 환자에서 GCS 8 점이하의 중증 외상 환
어떠한 경우에 기도삽관을 실시 자에서 기도 삽관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가?
(1B).
KQ# 3.6 외상 환자의 기도 삽 기도 삽관을 시행한 외상 환자
과환기 혹은 저환기를 시행
관 후에는 normoventilation을 는
하는
것보다 정상 환기를 유지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권고한다(1C).
KQ#4.1.외상환자에서 응급실
내
소
생
개
흉
술
(Resuscitativethoracotomy)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8.4

0.9

7.4

1.3

8.0

0.9

8.0

0.8

8.3

0.6

8.2

0.8

응급실 내원 시 관통 손상에 의
한 쇼크 상태의 환자 또는 생존
징후가 있는 심정지 환자에게 8.1
소생개흉술을 고려할 수 있다
(1B).

0.8

외상으로인한쇼크환자에게제
한된수액소생술(restricted

7.1
volume
replacement)을
시행해
KQ#5.1.외상으로인한 저혈량
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P)에서 야 한다(1B).
수액소생술시목표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I)목표혈압을정
상이상으로유지하는것에비하여 저혈량성 쇼크 환자에서 응급실
(C)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외상소생실)에서의 목표 수축
가?(O)
기 혈압을80-90mmHg으로한 7.2
다(1C).

1.9

저혈량성 쇼크를 동반한 외상성 8.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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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에서는 목표수축기
혈압 을100~110mmHg으로한
다(2C).
KQ#5.2.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P)에
서 초기 수액 투여 시(I) 어떤
수액을 사용하는 것이(C) 환자
의 예후를 향상시키는가?(O)
KQ#5.3.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P) 저체온이 발생한 경우 (I)
저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C) 체온을 올리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가? (O)
KQ #5.4. 저혈량성 쇼크가 발
생한 외상 환자에서 산혈증
(acidemia)에 대한 적절한 처치
는 무엇인가?

외상환자의 수액소생술시 등장
성
정질액
(isotoniccrystalloidfluid)을 우 8.5
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
다(1A).

0.9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는 저체온을 예방
하고, 저체온이 발생한 경우 체 8.8
온을 올려야 한다(IB).

0.4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외상
환자는 적절한 치료로 원인 교 8.4
정을 하여 산혈증을 벗어나야
한다(2B).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외상환
KQ #5.5. 저혈량성 쇼크 환자 자에게 대량수혈이 필요한 경우 8.5
의 대량수혈 지침은 무엇인가?
대량수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야 한다(IB).
KQ #5.6. 대량 수혈이 필요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환자(P) 대량수혈이 필요한 외상환자에
에서 적혈구 농축액과 신선동결 게 혈장-적혈구 농축액 투여 비 7.6
혈장의 1:1 투여가(I) 그 외의 율은 최소한 1:2가 되어야 한다
비율(C)에 비해 환자의 예후 (1B).
(O)를 향상시키는가?
외상환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KQ#5.7. 저혈량성 쇼크 환자 저혈압 상태에서 수액 및 혈액
에서 승압제(inotropics)의 사 제재주입에 더하여 혈압유지를 7.5
용 기준은 무엇인가?
위해 승압제를 사용할 수 있다
(1B).
KQ#5.8. 저혈량성 쇼크 환자 Tranexamicacid가 출혈중이거
에서 tranexamic acid의 투여가 나 출혈의 위험이 높은 외상환 7.8
지혈에 도움이 되는가?
자에서 투여할 수 있다(2B).
응고장애를 동반한 저혈량성 외
KQ#5.9. 저혈량성 쇼크 환자 상
환자에서
에서 응고장애의 치료는 무엇인 Fibrinogen,cryoprecipitate혹은 7.3
가?
rFVIIa의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2C).
소생실에 내원하는 모든 외상환
KQ# 6.1. 외상 환자에서 초기 자는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
소생 중 환자상태를 감시하기 소포화도, 체온, 심전도, 글래스 8.2
위한 기본적인 항목은 무엇인 고 혼수 척도, 동공반사 등의 항
가?
목을 지속적으로(혹은 주기적으
로) 감시해야 한다(1C).
KQ#7.1.중증외상환자(P)에서 중증 외상 환자에서 시행하는
1차조사시초기영상으로 trauma 초기 응급 영상으로 소생실에 8.4
series(I)는 다른 영상 검사(C) 서 단순흉부방사선촬영 (chest

- 103 -

1.3

0.7

1.1

2.2

1.1

1.5

1.5

0.8

❚ 외상 표준진료지침 개발 | 결과보고서

AP) 및 골반방사선촬영 (pelvis
AP) 을 시행하여야 한다(1B).
에 비해
있는가?

임상적 유용성(O)이
중증 외상 환자에서 시행하는
초기 응급 영상으로 C-spine 6.1
lat은 진단적 가치가 적다. 응급
실에서 시행은 권고되지 않는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중증 외
상
환자에서
FAST(혹은
eFAST)는 초기 검사로서 시행 8.4
KQ#7.2. 중증 외상 환자(P)에 할 수 있다(1B).
서 FAST(eFAST) (I)는 다른
영상(C)에 비해 초기 영상으로
써 임상적 유용성(o)이 있는가?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중증 외
상
환자에서
FAST(혹은
eFAST)는 초기 검사로서 시행 7.9
할 수 있다(2B).

2.4

0.9

1.6

KQ#7.3. 두부 외상 의심 환자
에게서 진단을 위한 적절한 응
급실 영상 검사는 무엇인가?

두부 외상 의심환자에게서 진단
을 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8.5
초기검사로 시행 할 수있다
(1B).

1.2

KQ #7.4. 경추 손상이 의심되
는 환자(P)에게서 초기 영상검
사로써 C-spine CT(I)는 다른
영상 검사(C)에 비해 임상적 유
용성이 있는가(O)?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서 초기 영상 검사로써 경추 전
산화 단층 촬영(C-spine CT) 8.5
을 시행한다(1C)

0.5

흉부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
에서 초기검사로 흉부전산화단
KQ#7.5.흉부손상의심환자(P) 층촬영을 권고 할 수 없다(2B).
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I)은 다만,손상기전상 흉부혈관 손상
기타영상(C)에 비해 초기영상 이 의심되거나 고에너지에 의한 7.5
으로 임상적 유용성(O)이 있는 손상의 경우, 혈역학적으로 안
가?
정적인 상태에서 흉부전산화단
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
한다.

1.9

KQ#7.6.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복부외상 의심 환자에게(P) 복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복부외상
부컴퓨터단층촬영(3 Phase)을 의심환자에게 복부컴퓨터단층 8.0
시행하는 것(I)이 시행하지 않 촬영을 권고한다. (2B)
는 것에 비해 진단적 유용성
(O)이 있는가?

1.7

- 104 -

2장_연구 결과 | 7_소생실에서 외상환자 영상검사

KQ#7.7.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골반외상 의심 환자(P)에게 복
부컴퓨터단층촬영( 3 Phase
)(I)을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C)에 비해 진단적 유
용성(O)이 있는가?
KQ#7.8.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중증외상 의심 환자(P)에게
Whole-body CT를 시행하는
것이(I)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
해서(C) 진단적 유용성(O)이
있는가?
KQ#7.9.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척수 손상 의심 환자(P)에게 응
급실에서 초기 영상으로 자기공
명영상촬영(MRI)을 시행하는
것(I)이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
해(C) 진단적 유용성이 있는가
(O)?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골반외상
의심환자에게 복부컴퓨터단층 8.4
촬영을 권고한다. (2B)

0.7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중증외상
의심 환자에게서 Whole-body 7.2
CT를 권고한다. (2B)

1.5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혈역학
적으로 안정된 외상 환자에 대 8.0
해 MRI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다.(2B)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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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제한점
외상 관련 국내의 인력이 부족하고 아직 임상자료가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므로 여러모로 연구를 진행함에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
후 활동 중에도 부득이 위원들이 사임, 교체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여 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초빙하여 수차
례 사전 세미나와 교육을 했음에도 방법론 및 진행과정이 위원들에게 완전히 이해가 시
키지 못하였다. 방법론과 핵심질문인 정해져야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정해진 일정보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었다. 핵심질문은 위원회의 제
안 및 개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상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확정하였는데, 정
당화 원칙에 적절한 핵심질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주된 이유는 중재에서 보
통 고려하는 핵심질문이 주요 4가지 요소(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ator,
outcomes)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I(중재검사) 및 C(비교검사 또는 참조표준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4가지 요소를 고려하기는 하되
문장형으로 핵심질문을 완성할 때는 P(환자 또는 증상)와 I 및 C를 동시에 고려하여 목
적을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핵심질문별 선택가능한 지침의 수 특히 근거의 양에
차이가 있어서 근거가 부족한 경우는 핵심질문의 수정, 검색전략의 수정과 재검색 등으
로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학제 개발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실무위원회에도 유관학회 전문의들이 권고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
었을 것이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핵심질문과 전문가 자문 형태로 참여한 점이 제한점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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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다발성외상환자의 치료에 있어 소생실 영역에 해당하는 팀 구성, 활
성화, 심정지 관리, 기도관리, 소생개흉술, 쇽의 치료, 외상환자 감시, 초기 영상 검사에
서 핵심질문 및 권고안을 수용개작의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이번 작업은 비록 시험연구
로서 다발성 외상환자의 소생실 영역만 한정되었으나 방법론적인 기법의 습득은 추후
외상의 전반적 치료에 적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료지침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진료지침은 매년 지속적인 개정 및 권고 추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본 성과물
이 실제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술
적인 발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채널로 결과물을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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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진료지침 질 평가 결과 - 표준외상진료지침 질 평가 결과
지침 제목
Easter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
(EAST) trauma practice management guidelines
New south wales (NSW) adult traum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CPR & ECC
Guidelines
S3 – guideline on treatment of pati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injuries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ICE)

추천 안함: AGREE I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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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 점수

개발위원회 의견

83

추천함

60

추천함

97

추천함

77

추천함

90

추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