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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narrow sense, the trauma team is intra-hospital organization that perform the initial 
assessment and resuscitation for the victims.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and 
governance body of the hospital is essential for the function as a trauma center. The hospital 
could be as a core of the trauma care system with this support. Essential to this core position is 
a hospital trauma program that regulates and supports the trauma team activities. This 
trauma program consists of the hospital governance, administration, the trauma team and 
leader, trauma program manager, the registrar and the multi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trauma team include a 
trauma surgeon, an emergency physicia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a laboratory and 
radiology technician, an anesthesiologist and a scribe. The team leader should be a trauma 
surgeon and coordinate the multidisciplinary professions in the team during the entire trauma 
care process. Clear criteria for the trauma team activation should be defined in advance. The 
composition of the team and the activation criteria may vary with the hospital capacity, the 
severity of injury, and the level of activation. The tiered criteria are based on clinical 
information from the field: physiologic and anatomic conditions and mechanism of injury and 
are recommended. The multidisciplinary committee fo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should monitor and assess trauma program outcomes. These activities will lead to trauma 
care improvements. (J Acute Care Surg 2016;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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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팀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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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외상은 10세에서 

49세에 이르는 활동기 연령군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다[1]. 

이런 높은 외상 환자의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1) 사고 발생 지점, 즉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에서 외상 치료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고, 2) 이러한 원칙이 모든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또는 Korean Trauma Assessment 

and Treatment로 대표되는 기본적인 외상 처치에 대한 교육을 

더욱 폭넓게 보급하며, 3) 사회 전반에 걸친 외상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4) 지역 및 국가적 

외상 체계를 구축하며, 5) 이상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제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7479/jacs.2016.6.2.46&domain=pdf&date_stamp=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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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외상 진료 및 예방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및 국가 

전반의 시설, 장비, 인력, 그의 운영 체계 및 그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 등을 포괄하여 외상 체계라 부르며, 이와 같은 사회 조직 

전반의 외상 체계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외상 환자의 구조ㆍ구급 

및 현장 처치와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 즉 병원 전 단계와 병원으

로 이송 후 환자의 일차 평가를 통한 초기 소생술, 이차 평가와 

그 이후 최종 치료 및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단계의 조직과 

체계가 실제적인 외상 체계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모든 인적, 물적, 행정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

진 조직을 넓은 의미의 외상팀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외상팀이라 함은 병원 단계에서의 외상 환자에 대한 최초 평가와 

다양한 방법의 소생 술기를 시행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야기한다. 

외상팀이 효율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 인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 결정기구

와 그 결정과 제반 운영 사항을 시행하는 행정 조직 간에 긴밀한 

신뢰와 협조, 그리고 그 병원이 위치한 지역 기반의 지지가 필수적

이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외상팀과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병원 

내 의사 결정 기구와 행정 조직 등을 포괄하여 병원 내 외상 

체계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로소 병원(외상센터)은 외상 체계

의 축으로 자리할 수 있다. 

병원 내 외상팀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의 요체는 외상팀의 

구성과 그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적절한 진료 지침의 수립이다. 

병원 내 외상 체계는 원내 외상 프로그램이라는 틀로 정의되는데, 

미국외과학회[2]가 규정한 그 구성은 1) 병원 내 행정 및 의사 

결정 조직, 2) 의료진, 3) 외상팀장, 4) 외상 소생팀, 5) 외상 프로그

램 매니저, 6) 외상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7) 외상 진료 질 관리 

위원(회) 등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 이 중 외상 소생팀이 

앞에서 언급한 좁은 의미의 외상팀이다. 

저자는 원내 외상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나 국가 외상 체계의 요체인 원내 외상팀의 목적과 필요성, 

구성과 활동 방침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외상팀의 구성의 필요성과 목적 

다발성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는 그 원칙과 특성상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료 자원이 거의 동시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수평적이며 다학제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런 치료

적 원칙과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도착 또는 그 

이전 시점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와 인력에게 

동시 전파되고 인지되어 치료에 필요한 분야에 개별적인 접촉과 

중복적인 상황의 전파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그로 인한 

치료의 지연이 없어야 한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 과정에 관여하는 의료진에 의한 수평적 

치료 접근 방식은 소생 이후 단계에서도 적용되어 외상팀 리더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의사들과 환자의 소생 단계 이후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부서뿐 아니라 모든 진행 단계에 관여하는 행정 

및 지원 부서 또는 인력으로 동시 다발적인 정보의 전파와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동시간 전파를 통해서 행정 및 기타 

지원 부분으로부터의 시의적절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렇듯이 중증 외상 환자의 병원 내 치료 개시점에서부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체계인 수평적 다학제적 치료

접근 방식의 진료 체계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방향으로 

원내 외상팀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중증 외상 환자의 기본 치료 원칙이 

지켜질 수 있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의 소생술을 진행하

여 안정 상태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원내 외상팀의 

존재와 그 활동의 목적이다. 

병원 내 외상 환자의 초기 치료 및 소생술을 담당하는 협의의 

외상팀은 병원 전 단계를 포함한 전체 사회 또는 지역의 외상 

체계의 한 부분이며, 전체 외상 체계의 질과 수준을 대표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회 또는 지역의 외상 체계의 다른 부분의 수준

과 질에 의한 결과와 분리하여 협의의 원내 외상팀의 중요성과 

외상팀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장점과 결점을 독립적으로 파악하

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팀의 설치와 적절한 운용이 

외상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

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3,4]. 

외상팀의 적절한 운용이 중증 외상 환자의 주요 사망시기에 

대한 삼고 분포 중 두 번째 고점, 즉 초기 원내 치료 시기에서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 한다[5]. 또한 원내 외상팀이 이러

한 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히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방가능 사망률

을 42% 낮출 수 있다고 한다[6]. 

이 외에도 외상팀의 존재와 적절한 활동의 유무에 따른 외상 

환자의 치료 과정의 수행 평가와 치료 성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Petrie 등[7]은 손상 중증도(injury severity score) 12점 이상인 

증증 외상 환자의 치료 성적에 대하여 외상팀 존재 유무에 따른 

치료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외상팀에 의한 초기 치료군에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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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auma Resuscitation Team: high-level response to severely

injured patient by Committee on Trauma,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ㆍ General surgeon

ㆍ Emergency physician

ㆍ Surgical and emergency residents

ㆍ Emergency department nurses

ㆍ Laboratory technician

ㆍ Radiology technologist

ㆍ Critical care nurse

ㆍ Anesthesiologist or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ㆍ Operating room nurse

ㆍ Security officers

ㆍ Social worker

ㆍ Scribe

Data from the Committee on Trauma,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vailable from: https://www.facs.org/quality%20programs/

trauma/vrc/resources) [2].

Table 2. Basic composition of high-level response Trauma Resus-

citation Team

Essential composition Supporting composition

ㆍ Team leader=trauma 

surgeon

ㆍ Emergency physician

ㆍ General surgeon

ㆍ Anesthesiologist

ㆍ Orthopedic surgeon

ㆍ Nurses

ㆍ Radiology technician

ㆍ Scribe

ㆍ Neurosurgeon

ㆍ Chest surgeon

ㆍ Orthopedic surgeon

ㆍ Plastic surgeon

ㆍ Interventional radiologist

ㆍ Blood bank/laboratory 

technician

좋은 수행 평가와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레벨 I 외상센터

에서 외상팀의 운용으로 전체 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6.0%에서 

4.1%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사망률 감소 효과는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 더 뚜렷하여 해당군에서의 사망률이 30.2%에서 22.0%로 

낮아졌다고 한다[8]. 

Kim 등[9]은 외상팀 존재 유무에 따른 골반 골절 환자의 치료 

성적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팀이 운용될 때 환자의 응급실 도착 

이후 치료 개시까지의 소요시간, 지혈을 위한 처치 시행까지 소요

시간, 수혈량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소아 중증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Vernon 등[10]의 연구에서

는 응급실 도착 이후 컴퓨터 단층촬영 시간, 수술실 도착 시간 

및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과 같은 치료 수행의 질적인 지표도 

호전된다고 하였고, 외상팀의 운용 이후 소생 치료의 시간이 감소

하였다는 보고[11]와 외상 환자의 진단 지연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12] (4.3%에서 0.46%), 외상팀의 운용으로 응급실 

외상 구역에서의 체류시간을 33% 줄였다는 보고[13] 등은 모두 

외상팀 운용에 의한 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여러 원인적 

요소 중 일부는 외상 환자 치료 과정의 효율성과 질이 개선된 

결과임을 함의한다 하겠다. 

외상팀의 구성 

Driscoll과 Vincent [14]가 외상 환자의 일차평가를 완료하는 

소요 시간이 환자의 최종 치료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외상 환자의 초기 평가와 소생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평적 방식의 치료 접근이 가능한 외상팀이 

구성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최근에 미국외과학회 외상위원회에서 간행된 ‘Resources For 

Optimal Care of the Injured Patient 2014’에 따르면 협의의 외상팀

을 외상 소생팀(Trauma Resuscitation Team)이라 칭하였으며, 그 

구성 요소를 Table 1에서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영국의 경우에

서도 원내 외상팀은 일반적으로 외과, 응급의학과, 마취과의사와 

관련 분야의 간호사 및 기타 지원 부서의 관련자들로 구성된다고 

한다[15]. 이 두 국가의 외상팀에 대한 기본 구성에 대한 내용에서

와 같이 외상팀 내에 24시간 원내 대기 근무하는 형태의 외상외과 

의사와 응급의학과 의사의 존재가 외상 환자의 빠른 소생술과 

응급 수술까지 시간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은 국가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저자가 제안하는 외상센터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 규모

의 일반적인 외상팀 구성 예는 Table 2에서와 같다. 

하지만 외상팀의 구성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국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즉, 해당 외상

센터가 위치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손상 기전과 빈도의 

차이, 병원 전 단계 처치를 위한 지역기반 서비스의 질 등과 같은 

지역적 여건, 외상센터의 시설과 인적 규모와 같은 내부적 여건과 

그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 변형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외상 소생팀의 구성과 규모의 가변성은 외상 

환자에 대응하는 외상팀 활성화 과정에서도 적용되어 외상 환자

의 중증도와 수 등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외상팀의 규모와 대응 

내용이 달리 운영될 수 있다. 

Tsang 등[16]의 외상 초기 치료의 수행 평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외상팀 리더의 존재 유무에 따라 초기 외상 

치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

으로 지명된 외상팀 리더가 필요하다. 외상팀 리더는 중증 환자의 

초기 소생술이 외상 환자의 초기 치료의 기본 원칙, 즉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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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동시에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체 외상팀 구성원

의 역할에 대하여 지시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상팀 

리더는 외상 소생술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술기를 시행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관망하고 외상팀 구성원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지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판단

하고 추가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오케스트라에서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외상팀 리더는 보통 외상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나 병원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상급 외과 전공의 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비록 외상팀 리더

가 외과계 의사와 비 외과계 의사 간의 외상 사망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으나, 외상 초기 처치 기간 중에 진단되

지 않은 손상에 대한 연구[17]에서와 같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외상 치료를 위해서는 외상외과 의사가 외상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안된다. 이러한 점을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여 보면 외상팀의 리더로는 외상 환자 처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한 진료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학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갖춘 외상외과 의사가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리더십이 외상 치료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보다 양호한 수행 결과와 의미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Lubbert 

등[13]의 수행 평가에 대한 비교 연구나 Sakran 등[18]의 후향적 

관찰 연구와 같이 외상팀 리더에게는 충분한 외상 환자의 치료 

경험과 더불어 전체 팀원의 수행 과정을 외상 치료 원칙에 맞게 

이끌어 가는 지도자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외상 환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일차평가의 최우선 순위는 환자

의 기도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시술에 

있다. 그러므로 중증 외상 환자의 기도 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진의 

역할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임무가 주어지고 그 담당자가 정해

져야 한다. 이 기도 관리 담당은 외국의 경우 마취과 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 또는 권장하고 있고 병원의 사정 등에 

따라 응급의학과 의사, 외과 의사 또는 중환자의학 전문의가 수행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상황에 대하여는 자세히 조사 

보고된 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일부 대형 외상센터를 제외하고

는 마취과 의사가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응급의학과 의사나 외과 

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경우 외상팀의 초기 일차 평가 중이거

나 후의 적절한 시점에 치료 개입을 하는데, 이는 최초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나 외상 소생팀 리더의 결정에 따른다. 즉 정형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의 외상 소생팀의 포함 

여부 또한 그 역할과 수행 능력에 따른 국가 간 지역 간 병원 

간 차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외상팀에 참여하는 간호사의 수는 대체로 2∼3명 정도가 추천

되고 있다. 외상팀 안에서 간호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과 역할의 

의료 인력의 규모는 외상팀 활동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 내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초기 소생 단계에서 그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모든 업무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충분

한 수의 간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영상의학 전문의의 외상팀 참여는 신속한 영상의학적 진단 

검사의 수행과 외상팀 리더의 요청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의 수행, 그리고 

영상의학적 진단의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분석을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외상팀에 참여 시기나 방법은 병원의 인적 

구성과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고 변경되어 결정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과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외상 소생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들에게 정확한 

역할과 수행 범위, 책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지정되고 훈련되

어야 한다.

중증 외상 환자의 소생처치 단계에서 진행되는 의료 행위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실시간 의무기록으로 작성하는 전담 기록

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충실한 의무기록이 갖는 기본적인 

그 필요성, 즉 향후 치료 과정에서의 근거 중심적인 자료, 진료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본 자료, 후향적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 

및 법적인 증거 자료로의 필요성 이외에도 교육적인 자료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담 기록요원의 운용에 

관한 국내 현황은 조사 보고된 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록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외상 환자 치료 

과정 중에 다른 임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의무 기록 작성에 

전담하도록 사전에 그 역할을 지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상팀의 구성에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과도한 인력 구성

이다. 일개 외상팀 내에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자칫 팀 

내 주의력의 분산을 가져오고 팀 리더의 지시에 효과적으로 반응

하기 어려워 오히려 외상 치료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상팀의 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역할에 따른 최적의 인적 

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단계별 외상팀 

호출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상 환자의 

손상 기전, 예상되는 손상 정도, 생리적 지표 등에 따라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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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imum criteria for full trauma team activation by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ㆍ SBP ＜90 mmHg at any time in adult/and age-specific hypotension in children

ㆍ GSW to the neck, chest, or abdomen or extremities proximal to the elbow/knee

ㆍ GCS score ＜9 with mechanism attributed to trauma

ㆍ Transfer patients from other hospitals receiving blood to maintain vital signs

ㆍ Intubated patients transferred from the scene, or

ㆍ Patients who have respiratory compromise or are in need of an emergent airway – includes intubated patients who are transferred 

from another facility with ongoing respiratory compromise

ㆍ Emergency physician discretion

Data from the Committee on Trauma,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vailable from: https://www.facs.org/quality%20programs/ 

trauma/vrc/resources) [2].

SBP: systolic blood pressure, GSW: gunshot wounds, GCS: Glasgow coma scale.

Table 4. Criteria for activating the trauma team by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ㆍ Airway compromise

ㆍ Signs of pneumothorax

ㆍ SpO2 ＜90%

ㆍ Pulse ＞120 times/min or SBP ＜90 mmHg in adults

ㆍ Unconsciousness ＞5 minutes

ㆍ Incident with five or more casualties

ㆍ Incident involving fatality

ㆍ High-speed motor vehicle crash

ㆍ Where the patient has ejected from a vehicle

ㆍ Knife wound above the waist

ㆍ Any gunshot wound

ㆍ Fall from ＞8 m

ㆍ A child with altered consciousness, capillary refill ＞3 seconds 

Pulse ＞130 times/min

ㆍ A child pedestrian or cyclist hit by a vehicle

Data from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available 

from: https://www.rcseng.ac.uk/publications/docs/severely_injured.

html) [15]. 

SpO2: peripheral capillary oxygen satur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규모의 외상팀이 요구된다. 즉 외상 초기 소생술 단계에서의 수행 

업무는 외상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외상팀 호출 기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따라 참여하는 팀의 규모 

또한 유연하게 변경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단계별 외상

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원 전 단계 현장 구급요원으로부

터의 병원 도착 전 환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

며 외상팀의 모든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중증 외상 환자 치료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역할과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시나리오를 통한 외상팀의 

충분한 역할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외상팀의 활성화(trauma team activation)

외상팀은 다학제적 구성과 수평적 방식의 운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의료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여 빠른 

초기 진단과 소생술을 시행하고 최종 치료 방침 결정과 이후 

진료 전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외상 환자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

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적극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인 외상팀의 운용을 위하여는 외상팀의 활성화를 위한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 즉 외상팀 활성화 기준(trauma team 

activation criteria)이 정해져야 한다. 이 기준은 환자의 손상 정도

와 환자의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

로 사고 현장에서 손상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 분류 지침의 연장선

에서 정해지며 이의 신속하고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중요한 기준

이 되는 몇 가지 생리학적 지표와 환자상태 및 손상 기전 등 

현장에서 습득 가능한 중요 정보는 환자의 병원 도착 이전에 

통고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환자 도착 전에 공유된 

정보로 환자의 손상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외상팀 활성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상팀 활성화 기준은 환자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즉 생리적 기준, 해부학적 기준 및 손상 

기전과 동반 기저 질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외과학회 외상위원회와 영국외과학회가 권고하는 최소한

의 외상팀 활성화 기준은 Table 3과 4와 같다. 특히 미국외과학회 

외상위원회는 외상팀 활성화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외상팀 활성화의 규모와 내용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 내용은 Table 5의 예시와 같다. 이러한 단계적인 

외상팀 활성화에서 최대 활성화의 기준은 심박수, 호흡수 및 글래

스고우 혼수지수와 같은 생리적 기준과 골절 부위와 그 정도 

등과 같은 해부학적 기준에 따르며 제한적 외상팀 활성화를 위한 

기준은 외상의 기전에 의한 분류를 그 기준으로 한다. 



Namryeol Kim: Organization and Roles of the Trauma Team

www.jacs.or.kr 51

Table 5. An example of tiered trauma team activation criteria

Full trauma team criteria Limited trauma team criteria (mechanism of injury)

Physiologic ㆍ Falls: adult ＞6 m, child: ＞3 m or 3× height

ㆍ High risk auto crash with 

- Intrusion ＞30 cm 

- Ejection from automobile

- Death in same passenger 

ㆍ Motorcycle crash ＞30 km/h

ㆍ Auto vs. pedestrian/cyclist thrown, run over, or with 

significant impact (＞30 km/h)

ㆍ High energy electrical injury

ㆍ Second or third degree burns ＞10% TBSA and/or 

inhalation injury

ㆍ Suspicion of hypothermia, drowning, hanging

ㆍ Blunt abdominal injury with firm or distended abdomen 

or with seat belt sign

ㆍ Unstable to adequately ventilate/intubated or assisted ventilation

ㆍ Respiratory rate ＜10 times/min or ＞29 times/min

ㆍ Any sign of respiratory insufficiency

ㆍ SBP ＜90 mmHg or abnormal low BP for age 

ㆍ GCS motor score ＜6, GCS ＜14

ㆍ Deterioration of previously stable patient

ㆍ Transfers requiring blood transfusion

Anatomic

ㆍ Penetrating injuries to the head, neck torso, or extremities proximal to 

the elbow/knee joint

ㆍ Open or depressed skull fracture

ㆍ Paralysis or suspected spinal cord injury

ㆍ Flail chest

ㆍ Unstable pelvic fracture

ㆍ Amputation proximal to the wrist or ankle 

ㆍ Two or more proximal long bone fracture

ㆍ Crushed, degloved or mangled extremity

Data from the Committee on Trauma,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vailable from: https://www.facs.org/quality%20programs/ 

trauma/vrc/resources) [2].

SBP: systolic blood pressure, BP: blood pressure, GCS: Glasgow coma scale,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이러한 기준으로 외상팀 활성화를 할 때 undertriage와 

overtriage의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각 항목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각각 외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인한 치료 결과의 

악화나 지나친 인적, 물적 의료 자원 소진과 의료진 피로 축적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비율에 대하여 각 단위 

병원이나 센터에서 후향적으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외상팀 운용을 포함한 전체 외상 체계의 질적 관리 

과정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기준을 변경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외상학회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외상팀 활성화 과정에

서의 overtriage, undertriage의 적정 비율을 고시하고 있지는 않고, 

사고 현장에서 외상센터로 이송에 대한 적절한 overtriage와 

undertriage 비율을 각각 25∼35%와 5%로 제시하였다. Dehli 

등[19]은 해부생리학적 지표와 손상 기전을 기준으로 한 외상팀 

활성화 기준의 비교에서 손상 기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더 

많은 overtriage의 경우가 발생하며 전원되어 온 경우나 두경부 

손상의 경우에서 undertriage의 발생이 많다고 하였다. Krieger 

등[20]은 소아 외상 환자에 대한 외상팀 활성화 기준을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손상 기전에 의한 기준보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undertriage 비율을 보이는 동시에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

고, Lehmann 등[21]은 여러 가지 분화된 기준에 따른 단계적 

활성화의 경우 1% 정도의 undertriage 비율을 보이나 그에 반하여 

지나치게 높은 overtriage를 보여 이에 회귀분석을 통하여 선택적

으로 정한 단순 기준에 의한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반면 Davis 

등[22]은 유사한 지표로 이루어진 활성화 기준을 적용하여 두 

단계로 외상팀 활성화를 시행한 결과 undertriage 비율과 over-

triage 비율이 각각 3%와 27%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나 의료기관에서 미국외과학회가 제안

하는 기준 또는 그와 유사한 변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국가 간 지역 간 의료기관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는 못하며, 그 효율성과 정확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 

외상 체계의 상황과 각 외상센터가 속한 의료기관의 규모, 인적 

물적 자원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외상팀 활성화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외상팀 활성화 상황에서의 반응 시간은 미국의 

경우 레벨 I 또는 II 외상센터에서는 환자 도착 후 15분 이내, 

그 이하 규모의 외상센터에서는 30분 이내 정도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의 구급요원으로부터 자세한 손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불고지 상태에서 환자의 병원 이송이 

이루어져 사전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도착 이전에 외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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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

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되

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병원 내 외상팀의 운용뿐만 아니라 전체 외상 시스템의 효율적

인 운용을 위해서 병원 전 단계의 환자 평가와 초기 처치는 그대로 

병원 단계의 진료과정과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병원 전 단계 현장 환자 분류 기준과 이송 프로토콜이 

명확히 설정되어 시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병원 단계의 

외상팀 활성화 기준과도 연계되고 부합해야 한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구조 구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의료기관으로의 

손상과 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의 개선을 위하여 사고 현장 즉, 병원 전 단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외상 처치 체계의 법적 행정적 보완이 요구된다.

결론 

광의의 원내 외상 프로그램은 다학제적 접근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의 임상단위의 체계를 초월하여 구성되며 그 리더의 

역할은 외상외과 의사가 수행함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병원의 

행정 지원, 의사 결정기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구성과 

역할은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병원 내 외상팀 구성과 운용은 손상 환자에 대한 수평적이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치료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상 진료 

모델이다. 또한 최초 활성화부터 진료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외상팀 구성원들의 협동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팀 단위의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협동과 조화로운 활동을 위하여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된 활동 개시와 진행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고 수행되

어야 한다. 또한 외상팀 내의 인적 구성원은 해당 전담 분야와 

더불어 외상 진료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되어야 한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원활한 연계도 성공적인 

외상팀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

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외상팀의 조직과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고정된 규칙이나 기준

은 없다. 모든 의료기관은 언제라도 외상 환자를 접하게 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각 지역과 기관의 실정에 맞는 형태와 규모의 외상팀

을 구성해야 하며, 적정한 질 관리를 통하여 그 기준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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