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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rauma outcomes, a solid logistic support system is obviously crucial. An impor-
tant national trauma outcome indicator is preventable trauma death rate, 35%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is aware of this figure and is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preventable 
trauma death rate by 20%. One of the main components was establishing regional trauma 
centers covering the Korean peninsula, and a trauma care system. Seventeen regional trauma 
centers will be verified by the year of 2020. To achieve this goal, trauma specialist medical 
staff’s role is essential. A trauma system is very complicated. It involves a broad range of 
health care fields from the prehospital setting to rehabilitation. In addition, a number of 
professionals,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are involved. Thus, very sophisticated systemic 
approaches are needed. An essential initial component is surveillance, which can start with 
collecting data and analyzing them thoroughly with a suitable trauma scoring system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injured patients in Korea. Several trauma scoring systems are 
available in Korea. However, these systems need validation to decide which is pertinent for a 
records- based Korean trauma system. Although the Korean Trauma Data Bank (KTDB) is 
recently established, it can be used for a predictive model in Korea. (J Acute Care Surg 
2016;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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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3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4].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만들

고 효과적인 외상시스템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예방가능 사망

률을 20%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는 외상치료현장에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려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다른 단일 

질환과 다르게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체와 구성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참해야 할 외상치료 시스

템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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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jury severity scoring systems and year first introduced

Abbreviated name Full name Year first introduced

Anatomical scoring systems

  AIS Abbreviated injury scale 1971

  ISS Injury severity score 1974

  NISS New injury severitys score 1997

  ICIS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y severity score 1996

  OIS Organ injury scale 1987

Physiologic scoring systems

  GCS Glasgow coma scale 1976

  RTS Revised trauma score 1989

Comorbidity scoring systems

  Charlson Charlson score 1987

Combination scoring systems

  TRISS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1987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외상현장에서부터 치

료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선진 외상시스템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5-7].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외상전담 의료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

움에 쉽게 직면한다.

첫째,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의 중증도 비교에 고민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심한 

간열상을 입었으나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20대의 젊은 환자와 

대퇴골골절을 입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80대 고령의 환자 

중 누가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가진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동시에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면 또 어떻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외상환자들의 수상 정도를 정량화하여 점수화할 수 있다면 

치료 현장의 외상외과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고민은 이것이다. 연간 치료한 외상환자 수가 같은 

두 외상센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한 센터의 원내 사망률은 

15%였고, 다른 한 센터는 5%였다. 일견 봐서는 한 센터가 좋지 

않은 치료 성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센터의 환자군이 

다르다면 두 센터의 치료 성적을 생존율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사망률이 높은 외상센터에는 다발성 중증환

자가 많았던 반면, 사망률이 낮은 외상센터의 환자들 대부분이 

단순 사지골절 환자들이었다면 두 센터의 치료 성적 비교에는 

중증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저자들은 이 글에서 위의 첫 질문의 답이라 할 수 있는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injury severity scoring system)’와 두 번째 

질문의 답이라 할 수 있는 ‘외상성과 연구(trauma outcome 

research)’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알려진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들을 소개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외상성과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특히 외상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개선하고자 전국에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만들고 한국 

외상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막 시작한 현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는 외상 수상 후 입게 될 위험도를 정량화

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종양학(oncology)에서 악성종양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병기결정’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1∼4기’라는 

정량화된 구분을 통하여 암의 치료 후 결과를 가늠하거나 의료진

들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것처럼, 외상학에서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손상들을 정량화함으로써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료 우선순위 결정 등의 

지침 마련 등에 이용된다. 또한 뒤에 논하게 될 치료성과 연구의 

기본전제가 되는 중증도 보정(risk adjustment)에 사용된다. 역사

적으로 미국에서 외상시스템이 시작될 즈음인 1970년대부터 많

은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법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널리 사용

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8]. 대표적인 것들의 이름과 소개된 

연도 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크게 해부학적 점수체계

(anatomic scoring system), 생리학적 점수체계(physiologic scoring 

system), 동반질환 점수체계(comorbidity scoring system)와 조합 

점수체계(combination scoring system)로 나눌 수 있다. 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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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IS components and 9 chapters for coding and 6 body 

regions for ISS scoring

AIS post-dot components

Severity Ordinal description

1 Minor injury

2 Moderate injury

3 Serious injury

4 Severe injury

5 Critical injury

6 Maximal (current untreatable) injury

Nine chapters for AIS coding

Chapter Anatomic regions

1 Head

2 Face

3 Neck

4 Thorax

5 Abdomen and pelvic contents

6 Spine

7 Upper extremity

8 Lower extremity

9 External and other

Six body regions for ISS scoring

Body regions Anatomic regions

1 Head or neck

2 Face

3 Chest

4 Abdominal or pelvic contents

5 Extremities or pelvic girdle

6 External

AIS, abbreviated injury scale; ISS, injury severity score.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할 

만한 방법 몇 가지를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AIS는 1971년 처음 만들어진 해부학적 점수체계법의 시초라

고 할 수 있다[9]. 자동차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의 유형과 

심한 정도를 정의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다섯 차례의 개정

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업데이트되

었다[10].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총 500여 개에서 현재에는 2,000

여 개가 넘는 손상 코드로 발전하였다. 

AIS 코드(code)는 ‘점 앞(‘pre-dot’)’ 6자리와 ‘점 뒤(‘post-dot’)’ 

한 자리로 이루어지는데, 점 앞 숫자는 손상 부위에 대한 정보이며 

점 뒤의 숫자는 중증도를 나타낸다. 점 뒤 자리는 ‘1 (minor)’에서 

‘5 (critical)’까지 점수화하여 손상의 심한 정도를 보여 주는데,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손상은 6점에 해당한다(Table 2). 

AIS에 관련된 정보 특히 중증도 점수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그룹

의 반복적인 합의평가(consensus assessment)에 의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최근 6점에 해당하는 손상들 중에서 외

상 치료법의 발달로 생존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자 그것의 의미를 

‘생존 불가능한 손상(unsurvival injury)’에서 ‘최고의 손상

(maximal injury)’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AIS는 신체를 9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뒤에 소개

할 ISS 계산 시에는 코딩 원칙에 따라 다시 6개의 구역으로 통합 

및 재분류하게 된다(Table 2). AIS는 철저히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등의 근거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경험과 정해진 시간

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은 코디네이터들에 의해서만 등록

되어야 한다.

AIS는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utomotive Medi-

cine (AAAM)에 의해 세부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중증도를 나타내는 점 뒤 코드

(post-dot code)를 점수화하여 환자들의 생존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서 AIS 코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를 

측정함으로써 외상센터 평가와 질 개선(quality improvement)에

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IS 시스템이 특별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요할 뿐 아니라 코딩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코딩 작업을 위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가 공인한 교육 프로그램 아래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제한점이다. 또한 AAAM에 의해 등록상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써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Injury severity score (ISS)

1974년 Baker 등[11]에 의해 처음 제안된 ISS는 첫 다발성 

손상 점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ISS는 6개로 나누어진 신체 구역

별로 AIS 점수를 배정하여 가장 높은 중증도 점수 상위 3개의 

제곱값을 합하여 구하게 된다. 즉 ISS는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해진다. 

ISS=(1st AIS score)
2
＋(2nd AIS score)

2
＋(3rd AIS score)

2

결국 ‘가장 경한(least severe)’ 1점부터 ‘생존이 불가능한

(unsurvivable)’ 75점까지 매겨질 수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

률이 높아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AIS 점수가 신체 한 구역이라도 

6점이면 ISS는 75점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며, 통상적으로 15점 

이상일 때 중증 외상환자(major or severe trauma)로 받아들여진다. 

ISS는 사망률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해부학적 점수체계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점들이 있는데, 생리학적인 지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수체계인 

점과, 6개로 나누어진 신체 구역 중 한 구역에 2개 이상의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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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exed values associated with GCS, SBP, and RR used 

in calculation of the RTS

Value GCS (point) SBP (mmHg) RR (breaths/min)

0 3 0 0

1 4∼5 1∼49 1∼5

2 6∼8 50∼75 6∼9

3 9∼12 76∼89 ＞29

4 13∼15 ＞89 10∼2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range. 

GCS, Glasgow coma scal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RR, re-

spiratory rate; RTS, revised trauma score.

중복되더라도 점수 계산에는 단지 하나의 손상만 포함되는 것 

때문에 일부 손상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점 등이다. 특히 신체 한 구역에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관통상의 경우 한 신체 구역의 여러 장기에 높은 AIS 점수를 

가지는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단지 가장 높은 것만 ISS 계산에 

이용되어 상대적으로 경한 환자로 오인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 Osler 등[12]은 신체 구역에 상관 없이 가장 높은 

3개의 AIS 점수를 합산하는 new injury severity score (NISS) 

체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ISS의 제한점

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13-15], NISS가 더 좋은 예측력을 

보인다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NISS가 ISS에 

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3) Revised trauma score (RTS)

외상중증도 점수체계로 가장 널리 사용되던 AIS와 ISS와 같은 

해부학적 점수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해 보고자 1981년 Champion 

등[16]은 생리학적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trauma score (TS)를 고

안하여 보고하였으며, 1989년에는 이것을 업데이트하여 RTS를 

만들었다[17]. RTS는 TS의 구성 요소 중 Glasgow coma scale 

(GCS), 수축기 혈압, 호흡 수의 ‘색인 값(indexed values)’들에

(Table 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해진 상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해지며, 0에서 

7.8408의 범위를 가진다. 

RTS=0.9368×GCS＋0.7326×systolic blood pressure (SBP)＋

0.2908×respiratory rate

RTS는 낮은 점수일수록 생리학적 변위(physiologic derange-

ment)가 심한 것으로, 즉 심한 중증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RTS는 사망률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뒤에 소개할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RISS) 모델이 만들어지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수체계이다. 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관삽관이 되어 있거

나 진정제를 투여 받은 환자 등에게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생리학적 지표를 언제 측정한 것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병원 전 단계 환자 이송 시스템이 

아직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측정된 GCS, 혈압, 호흡 수 등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병원 전 단계의 기록 미비와 많은 환자들이 연고지 병원을 

거쳐 내원하는 현 상황하에서 정확한 값들이 등록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리학적 점수체계의 사용에 있어

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TRISS 

TRISS는 해부학적 점수체계와 생리학적 점수체계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1987년 Boyd 등[18]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TRISS는 조합형 점수 시스템(combined scoring system)의 첫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외상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보정을 위해서

는 해부학적 손상 부위, 생리학적인 지표, 그리고 기저질환 등 

세 가지 유형의 인자들을 조합해야 한다. 하지만 기저질환

(comorbidity)을 포함시켰던 몇 가지 점수체계들이 외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19-22]. TRISS는 환자의 나이를 이분화한 것을 기저질환에 대한 

보정 인자로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가 추가 분석을 통해 최근에는 55세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그대

로 사용되고 있다[18,23-27].

결국 TRISS는 해부학적 구성요소(anatomic component)로는 

ISS, 생리학적인 지표(physiologic component)로는 RTS, 그리고 

기저질환 요소(comorbid component)에는 환자의 나이를 포함시

켰으며 둔상과 관통상으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990년 

미국 전역의 139개 병원으로부터 수집된 80,000여 명의 환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 Major Trauma Outcome Study (MTOS)를 통해 

첫 TRISS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23] 이 식의 상수들은 1995년 

한 차례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28]. TRISS 식에 의해 구해진 

값(TRISS score)은 결국 외상환자들의 생존가능성(probability of 

survival)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5년 개정된 

상수값을 사용한 MTOS 기반의 TRISS 식은 다음과 같다[28].

Probability of Survival=1/(1＋e
-b

)

둔상의 경우, b=-0.4499-(0.0835×ISS)＋(0.8085×RTS)-(1.7430×age)

관통상의 경우, b=-2.5355-(0.0651×ISS)＋(0.9934×RTS)-(1.1360× 

age)

최근 외상환자 치료에 많은 진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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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TRISS 상수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2010년 

미국에서는 National Trauma Data Bank (NTDB)와 National 

Sample Project 등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상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최근 외상센터들을 중심으로 

TRISS를 통하여 예측 생존율을 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외상

치료 성과 연구와 질 관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다만 

TRISS가 모집단에 의존적인(population dependent) 점수체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환자들을 모집단으로 했던 

상수들을 국내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TRISS를 활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외상시스템을 벤치

마킹하고 외상센터들 간에 치료 성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 외상환자들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한 국내 인구집단으로부터 

새로운 TRISS 상수를 개발하거나 소위 한국형 외상환자 결과예

측모델(outcome prediction model)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TRISS가 조합형 점수체계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받아들

여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다. TRISS가 예측 

생존율을 산출해 주는 것은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이에는 8∼10

개의 변수들이 입력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변수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면 정확한 값들을 산출할 수 

없다. 그 간의 TRISS 관련 대규모 연구들에서[23,29,30], 자료 

결측치(missing data) 비율이 11.3∼23.3%에 이르렀던 것은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 권역외상센터 구축이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에서는 외상센터가 없는 병원들에서 ISS의 정확한 측정

을 이끌어내야 하는 점과 GCS와 SBP의 측정시점에 대한 일관된 

지침과 정확한 입력이 선행되어야만 결측치를 줄여 TRISS 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대규모 TRISS 연구에서 

그러했듯이[23,29]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결측치들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당연하

게도,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다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TRISS의 약점들을 극복해보고자 1990년 A Severity Charac-

terization of Trauma (ASCOT)가 고안되었으나[31] 결국 TRISS

를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ASCOT에는 ISS 대신 anatomic profile

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ISS가 AIS들을 근거로 구해지듯 anatomic 

profile score (APS)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요소이다. APS 

역시 이전 연구에서 ISS에 비해 우월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ASCOT는 ISS, TRISS에 비하여 우월하지 못한 

점수체계이면서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더 복잡한 방법이기에 

국내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y severity score 

(ICISS)

ICISS는 1996년 Osler 등[32]이 처음 제안하였다. ICISS는 기본

적으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의 진단 코드

를 이용한다. 외상에 해당하는 S, T 코드의 진단명 각각에 대한 

생존위험도(survival risk ratio, SRR)를 구하여 곱하여 구하게 되는

데, 결국 ‘0 (unsurvival)’에서 ‘1 (high likelihood of survival)’의 

값을 가지게 된다. 

ICISS는 전술한 AIS 코딩이나 ISS 계산, 생리학적 지표의 입력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명만을 가지고 점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서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AIS 코딩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작은 병원들

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국내 외상센터사업 등을 

계획할 때 환자 발생 분포나 현황 등의 기초 자료 분석 시 활용되

기도 하였다[33]. 하지만 당초 ICISS가 ICD-9 (ICD-9th revision) 

기반으로 되어 있어 2015년 현재 ICD-10 (ICD-10th revision)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

다. 또한 아직 국내에 외상환자에 대한 순수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외상환자들의 SRR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부정확한 SRR을 적용한 그 간의 국내 연구나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은 그 신뢰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ICISS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선 병원에서 외상환자

들의 진단 코드를 중증도가 높은 것부터 정확하게 등록하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축적한 뒤에 각 진단 코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SRR을 구하여 ICISS를 계산해야 한다. 국내 데이

터를 통해 ICISS 값을 구하여 그 결과를 외국 저널에 발표한 

Kim 등[34]의 연구에서도 ‘국내의 데이터’에 ‘미국의 SRR’을 차용

하여 적용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외상성과 연구

종양학에서는 악성종양의 심한 정도를 ‘병기결정’을 사용하여 

나타낸 뒤 각각의 병기별로 ‘5년 혹은 10년 생존율’ 등을 매겨 

기관 간의 치료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상성과 연구

는 이러한 암치료의 결과 연구처럼 손상별 예후나 치료 결과를 

조사하거나 나아가 외상센터마다의 치료 성적이나 지역사회 간

의 외상시스템 등을 비교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외상시

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외상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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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외상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예들을 참고하면 최근의 외상

성과 연구는 단순히 환자들의 생존율이나 사망률, 병원 재원일과 

같은 정량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질, 만성적 기능

적 장애, 그리고 삶의 질이 보정된 수명과 같은 주관적이고 정성적

인 지표에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8]. 하지만 이제 막 권역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외상시스템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국내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외상성과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

베이스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보다 30여 년 이상 앞선 외상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1997년 NTDB라는 이름으로 소개

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35].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Trauma Quality Improvement Program이라는 이름하

에 더 나은 외상시스템을 만들고자 외상성과 연구와 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6]. 이러한 활동이 

‘미국외과학회’라고 할 수 있는 ‘American College of Surgeons’이

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국내 외과의사들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국내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선구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으나 대상으로 한 환자 수가 너무 적거나 낮은 예측력 등을 

보여 국내 외상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만한 양질의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37-42]. 2012년부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립

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안에 ‘외상환자 등록체계(Korea 

Trauma Data Bank, KTDB)’를 구별하여 만들었고 권역외상센터

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43]. 아직은 걸음

마 단계에 있지만 외상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는 국내 외과의사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외과학회 차원에서의 관심 또한 

요구된다. 즉 개별 병원의 환자군에 대한 기존의 소규모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

이스 마련에 동참함으로써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한 외상치료 

가이드라인이나 외상성과 연구의 기본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

아직도 높은 예방가능 사망률을 보이는 국내 외상시스템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권역외상센터를 만드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다른 단일 질환과 

다르게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체와 

구성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참해야 할 외상치료 시스템은 매

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외상시스템 확립

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은 외상현장에

서부터 치료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고 면밀

하게 분석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한 다발성 손상을 

입게 되는 중증 외상환자들의 특성상 적합한 ‘손상 중증도 점수체

계’를 마련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은 그러한 접근법의 기초를 이루

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점수체계가 있지만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단 기간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KTDB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형 예측모

델을 만들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외상성과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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