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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치료에서의 문제점과 예방 가능한 사망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인하의대 응급의학과*,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정구영·김준식*·김이윤**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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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observe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rauma
death and to estimate the preventable death rate and (2)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analysis of trauma
mortality, which is a part of the program to monitor the quality levels of emergency departments(ED).
Methods: The records of patients who died at the ED or after admission due to trauma at two tertiary
and four secondary hospitals between Jan. 1997 and Dec. 1998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210 patients were reviewed, and those of 131 patients, i.e., 62.4%, could be used to
evaluate preventability.
R e s u l t s: The preventable death rate was 40.5%, which exceeded the rate of 25%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uma care system. The preventable death rate of secondary hospitals was 46.5%
and that of tertiary hospitals was 28.9%. The number of problems per one death was 5.74, and among
them 2.82 problems were related to death. Fifty-two percent of those problems occurred in the ED,
13.9% in the prehospital caie, and 18.9% during transportation between hospitals. When the problems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treatment problems accounted for 73.4% and system inadequacy for
18.7%. Especially, problems related to resuscitation were 40% of all treatment problems. Delay in
transportation or delay in diagnosis also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roblems.
Conclusion: The preventable death rate in korea was much higher than the in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for the secondary hospitals. Improving efforts should be focused to the management in the
prehospital arena and the ED. Standardization and training for trauma resuscitation still require much
effor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hospital is a trauma care team that can carry out professional
treatment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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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대상과 방법

외상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며,
45세 이하에서는 사망원인 1위로서 생명손실이나 경제

1. 조사대상

적 손실의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군이

3차병원 2개소와 2차병원 4곳을 대상으로 1997년

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 중에서 살릴

1월 1일부터 2년간 해당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수 있는 환자가 25% 이상이며 외상치료체계의 확립으

응급실내 혹은 입원 후 사망한 외상환자를 조사대상

로 이러한 예방가능한 사망을 10% 이내로 줄일 수 있

으로 하였다. 단, 도착 전 사망환자와 내원 후 즉시

1-7)

다 . 외상치료체계는 크게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로

사망하여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대

나눌 수 있는데 병원전단계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환자 수는 모두 210명 이었

의 50% 정도 차지하며 이 중 20% 정도가 예방가능한

으며 이중 예방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였던

사망이며 이들은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최소화

131명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조사율은 62.4%였

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 있어 더욱 중요한 부분은 병원

다. 사망장소를 보면 응급실에서의 사망이 53명, 수

치료체계인데 병원내 사망은 많은 경우에 최선의 이송

술실에서 3명, 중환자실에서 71명, 일반병실에서 4

체계와 최선의 치료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두부손상을

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시기는 내원 후 4시간 이내가

2,3)

제외하면, 예방가능한사망으로분류되고있다 .
이러한 예방가능한외상사망을최소화하기위해서 필

32명, 48시간 이내가 52명, 2일에서 7일 까지가 31
명, 8일 이상이 16명이었다.

수적인 부분이 외상환자 등록체계(trauma registry)이
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망환자의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또한병원의 외상환자 치료의 질에 대한 평가제

2. 조사과정

도가마련되어병원의등급화를위한도구로사용되어야

조사팀은 응급의학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하며 외상치료체계의 도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팀이 3개 병원씩을 조사하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위한 자료수집체계도

였다. 각 조사팀은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과

없으며제3자에의한 객관적인사망환자 분석이시도된

방사선 필름을 보고 치료 내용을 조사하면서 치료 상

적이 없다. 외상치료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예방가능성을 판정하였다.

이결과를바탕으로해결방안을모색하며이러한해결책

한 조사자가 한 예씩 검토 후에 발표한 후 팀 내에서

의시행이얼마나긍정적인영향을미쳤느냐를평가하기

의 예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의견이 일치

위한기초자료로서사망환자분석이필요하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판정하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사망환자에서 예방가능한 사

였다. 조사대상 외상사망환자 중 10례를 무작위로 추

망률과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출하여 평가팀 간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두 팀간의

조사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

일치도는 70% 였다. 예방가능한 사망과 진료과정의

어야 할 부분을 찾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ATLS(Advance Trauma

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하

Life Support)에 기술된 치료 지침에 근거하였다. 예

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외상사망환자 분석활

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연령, 사고

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응급의료센터

기전, 손상부위, 시간요소, 전원유무에 대하여 각각

에서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병원내 질평가/질향상 프

예방가능성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chi-

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p value 0.05 이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