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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응급실을 내원한 중증외상 환자로 등록된 환자 중 중등도 분석의 객관상과 진단을 위한 영상의학검사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군과 사망군을 비교하여 생존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진단적 영상의학 검사의 유용성과 적절한 영상

의학 검사의 시행시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I. 서론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를 예

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에 신속하고 적

절한 외상처치가 이루어지는 진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발성 손상의 의한 중증 외상환자의 예후에는 응

급실까지 도착시간, 임상적 상태, 빠른 진단을 통한 시술

이나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 손상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

용한 외상 환자에 대한 중등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진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을 내원한 영상의학 검사를 시

행한 중증외상 환자로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군과 

사망군을 비교하여 평가해 보고 생존에 미치는 인자를 연

구하여 진단적 영상의학 검사의 유용성을 연구하기 위함

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에 경기도 소재 H대학병원

의 응급센터에 외상으로 내원한 환자 중 중증외상으로 등

록되고 외상에 대한 영상의학과 진단, 처치, 치료를 받은 

59명 중 응급실 도착 후 바로 사망하신 17명을 제외한 4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들을 

생존군과 사망군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시점에서 중증 외

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였고 

치료 후 퇴원 한 환자들만을 생존군으로 분류하여 진행하

였다.  

2. 중증외상 환자의 항목 구성 

  의식수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습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글라스고우 혼수계수(Glasgrow coma scale,  

 GCS)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내원 당시 외상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 ISS (Injury severity score)와 RTS 

(Revised Trauma Score)를 측정한다.

3. 중증외상 환자의 혈액학적 검사

  전체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혈구의에서 산소를 운

반하는 헤모글로빈 (Hemoglobin)수치를 조사하여 출혈의 

의한 중증 외상환자의 생존군과 대조군의 유의성을 조사

한다.

4. 영상의학 검사의 평가 

  중증 외상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여 처음 시행하는 영

상의학 검사는 응급 이동식(Portable)촬영기기가 대부분

이나 정확한 진단과 중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단층검사(Computer Tomography)가 이루어 져야 하며 선

행 연구에서도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이 기흉, 혈흉, 폐좌상

과 같은 흉곽 내 손상을 발견하는데 더욱 용이하다고 발표 

되었고, 복부에서도 활동성 출혈의 유무, 혈관의 손상이나 

혈종, 장기의 손상 등을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두

부에서도 출혈의 유무, 형태에 따른 치료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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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외상의 진단을 위해 시행한 CT 검사의 형태 및 중등

도 결정을 위한 CT 검사의 부위별 시행 횟수를 분석하고 

응급실에서 CT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걸린 시간을 분석

해 사망군과 생존군으로 분류한다. 

Ⅲ. 결과

  영상의학과 검사를 시행한 중증 외상 대상 환자의 생존

군은 24명(57%) 이었고 사망군은 18명(43%)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51.3세(±19.3)이고 사망군에서 평균 연령은 

59.8세(±15.5)이며 생존군에서 평균 연령은 44.9 

5(±20.29)이었다. 남성이 35명(83%) 이었고 여성이 7명

(17%) 이었다. 

  중증 외상환자의 손상기전은 보행자 TA가 8명, 운전자 

TA가 7명, 오토바이 TA가 6명, 자전거TA가 1명, 추락 6

명, 미끄러짐이 9명, 둔상1명, 기타 4명 이었다.  RTS(개

정 손상점수)는 평균 6.754(±1.50)이며 생존군에서는 

7.387(±1.023) 사망군에서는 5.911(±1.65)로 나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5). 이는 중증 환자의 활

력징후가 사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ISS(손상 중증점수)는  평균 21.33(±5.896)이며 생존군

에서 19.875(±5.519) 사망군에서는 23.27(±5.9686)로 

생존군 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p <0.05).

 혈액학적 수치는 정상 헤모글로빈수치 14~17g/㎗를 기

준으로 평균 11.092(±2.745)가 나왔고 생존군에서 

11.895(±2.421) 사망군에서 9.893(±2.421)으로 사망군

에서 낮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관련성은 없었다.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Head, 

Chest, Abdomen/ pelvis, Spine 으로 구분하여 시행횟수

를 분석해 본 결과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두부 쪽에 시행

한 CT 검사의 횟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부 쪽만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도 13명이었고 두부, 흉부, 

복부, 척추 등 모든 검사를 다한 경우도 12명이었고 척추

를 제외한 두부, 흉부, 복부를 검사한 경우도 6명이 있었

다. 

  응급실 도착 후 CT검사를 시행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은 

사망군에서 48.121(±37.16)로 생존군에서의 94.041 

(±88.81)보다 짧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Ⅳ. 결론

  중증 외상환자의 있어서 중등도 분석을 위한 전산화 단

층 촬영은 그 유용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망

군과 생존군에서  RTS. ISS가 유의하게 나온 결과 전산화 

단층 촬영시점을 생체활력 징후가 좋지 않은 환자, 손상지

수가 안 좋은 환자는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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