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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rrhage is a major cause of death in trauma patients. The medical definition of
hemorrhagic shock is tissue hypoperfusion resulting from a reduction of blood volume.
Decreased blood pressure resulting from acute blood loss induces cardiac stimulation,
systemic vasoconstriction, and volume redistribution. These effects are due to the baroreceptor reflex, the humoral compensatory mechanisms including the renin angiote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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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에 빠지게 되며 저체온, 응고 장애 등의 합병증과 인체의 필수적인
장기들의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쇼크의 원인에

출혈은 외상환자에 있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 중의

따라 저혈량성(hypovolemic), 심인성(cardiogenic), 폐쇄성(ob-

하나로 특히 수시간 이내의 조기 사망 원인 중에 주요한 부분을

structive), 분포성(distributive) 쇼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3],

차지하고 있다[1]. 출혈이 심해지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출혈성 쇼크는 이 중 저혈량성 쇼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심박출량의 감소와 조직으로 가는 혈액량의 감소를 유발하여

출혈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위장관

출혈성 쇼크를 일으키게 된다[2].

출혈(식도 정맥류, Mallory-Weiss 점막열상, 위암, 식도암, 대장암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쇼크는 순환혈액량의 감소에 의해 조직

등), 산과적 출혈, 항응고 치료, 혈액성 응고장애, 동맥류 파열

의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산소의 결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로

및 외상(복부나 흉부의 관통상, 주요 혈관의 손상) 등이 원인이

인해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고 lactic acid가 생성되어 대사성 산증

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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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ATLS 분류에서는 소실된 혈액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박수와 호흡
수는 증가하고 소변량은 감소하며 의식상태는 악화된다. 그러나

출혈성 쇼크에 대한 인체의 반응

이러한 분류는 임상상황과 분류의 정확성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출혈 시 혈압의 저하는 경동맥궁(carotid sinus)과 대동맥궁

다는 단점이 있다. 즉 예상 혈액량 소실에 따라 심박수는 증가하고

(aortic arch)에 존재하는 압수용체(Baroreceptor)를 자극하게 된

혈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ATLS

다. 이 자극된 압수용체는 반사작용(baroreceptor reflex)을 일으켜

의 출혈 분류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정맥압을 상승시키고, 심박

것과[9] ATLS 분류와 정확히 일치하는 출혈 환자들은 9.3%에

출량을 증가시켜 하강된 혈압을 올리려는 보상작용을 하게 된다

불과하다는 보고에 따라[10] ATLS 출혈 분류의 신뢰도에 대해

[5]. 이외에도 출혈에 의한 혈압 강하는 부신에서 catecholamines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임상양상에 따라 간편하

(epinephrine, norepinphrine)의 분비를 촉진시켜 말초혈관 수축과

고 신속하게 출혈 정도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신장과 뇌하수체의 레닌 안지오텐

또한 비교적 간편하게 예상 혈액 소실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계를 활성화시켜 말초 혈관수축과 신장에서의 나트륨과 수분

는 혈관 내 공간을 단일 구획으로 가정하고 혈액량 소실과 수액

의 흡수를 촉진하고 체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체액

보충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출혈

성 보상 기전을 통해 혈압의 변화에 대응하게 된다[5].

시 소실된 만큼 보충되지 않는다면 혈중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평균 성인의 예상 혈액량(estimated blood volume)은 체중의

일정할 것이나 실혈량에 해당하는 같은 양의 수액(isovolemic

7% 혹은 70 ml/kg로 70 kg의 성인에서는 약 5,000 ml 정도로

fluid)으로 보충된다면 그만큼의 비율로 헤모글로빈이 감소할 것

알려져 있지만 나이와 생리학적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6].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다[11].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에 비해 혈액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며, 소아의 경우 예상 혈액량은 체중의 8∼9% 정도이며
영아의 경우는 많게는 체중의 9∼1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예상 출혈량=예상 총 혈액량×초기 헤모글로빈/마지막 헤모
글로빈
이 식은 심각한 소변량 소실이나 혈관 내 용액의 조직으로의
소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립된다. 예를 들면 헤마토크릿이 40%

되고 있다[7].
출혈 시 소실된 혈액량을 예상하는 데 수분 소실량과 조직

에서 26%로 감소하였을 때 예상되는 출혈량은 2.1 L이다. 이

부종 등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방법은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간편하게 혈액 소실량을 예측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Advanced trauma life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출혈이 심각한 대부분의 중증 외상

support (ATLS) 분류에 따르면 소실된 혈액량에 따라 심박수,

환자들은 쇼크에 의해 혈관 투과도가 증가하여 세포 간질로의

혈압, 호흡수, 소변량, 의식상태의 변화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혈장 이동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수액 소생술과 대량

아직 쇼크에 빠지지 않은 상태부터(class I), 당장 치료를 하지

수혈로 인해 이와 같은 공식으로 예상 실혈량을 예측하는 것이

않으면 위급한 상황(class IV)까지 기술하고 있다(Table 1) [8].

어려운 경우가 많다.

Table 1. ATLS classification of hemorrhage
Class
Parameter
Blood loss (ml)
Blood loss (%)
Pulse rate (beats/min)
Blood pressure
Respiratory rate (breaths/min)
Urine output (ml/h)
Mental status

I

II

III

＜750
＜15
＜100
Normal
14∼20
＞30
Normal

750∼1,500
15∼30
＞100
Decreased
20∼30
20∼30
Anxious

1,500∼2,000
30∼40
＞120
Decreased
30∼40
5∼15
Confused

IV
＞2,000
＞40
＞140
Decreased
＞35
Negligile
Lethargic

Revised from the book of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Committee on Trauma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8].
ATLS: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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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90 mmHg 이하이면 저혈압으로 간주

adenosine triphosphate (ATP)와 수분 및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여

하고 있는 것으로 비해 수축기 혈압 110 mmHg 이하에서도 사망

인체의 에너지원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출혈성 쇼크에 대한 초기 평가

부족하게 되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소량의 ATP와 lactate를

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2].

생성하게 되는데, 이 lactate가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게 된다.

출혈에 의해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혈액을 통해 조직

Lactate는 대사성 산증의 원인과 동시에 조직의 저산소증의 정도

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감소하게 된다. 모든 조직은 산소를 이용한

를 반영하고 출혈성 쇼크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간접적 표지자로

대사를 이용하여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게 되므로 조직으로의

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lactate가 빨리 호전되는 환자들은 좋은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산소의 공급은 동맥혈 산소포화도, 헤모글

예후를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어 lactate clearance가 출혈성 쇼크

로빈의 양, 심박출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총 산소공급량

환자들에게 중요한 예후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19,20]. 또한 산증

2

(DO2 [mlO2/min/m ])은 심장박출량(CO)×동맥 산소 함량(CaO2

의 정도를 반영하는 base deficit도 출혈성 쇼크환자들에게 중요한

[mlO2/L blood])으로 계산할 수 있고, 동맥 산소 함량(CaO2)은

예후 인자로 산증이 심할수록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13.4×(hemoglobin)×SaO2＋0.03 PaO2로 계산된다. 헤모글로빈

[21].

은 혈중 혈색소 농도(g/dl)이고 SaO2는 혈색소 산소 포화도, PaO2
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다[4].

2) 저체온(hypothermia)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인체에서 열 생성은 ATP 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다른 항온동물

조직에서도 저산소증에 반응하여 평상시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직에 대한 산소 공급의 저하로 인해 ATP

나게 된다. 피부와 말초로 가는 혈류는 감소하고 생명에 필수적인

생성이 저하되고 이는 저체온증을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과다

장기인 심장, 뇌, 신장, 내장으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게 되는데,

출혈 환자는 불가피하게 과도한 수액과 수혈에 노출되며 외부

특히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는

환경에 노출, 수술 시 노출되는 체표 면적의 증가, 체온 조절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13]. 즉 생명에 필수적인 장기들의 저산소

능력의 감소 등에 의해서도 저체온이 유발되게 된다. 저체온은

증을 개선시켜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저산소증에 반응하는 장기들의 말초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이는

내원 당시 체온이 섭씨 32도 이하면 사망률이 100%에 이르는

nitric oxide (NO)의 역할로 여겨지는데, adenosine, prostaglandin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수술 후 지속되는 저체온도 사망률

등도 NO와 함께 저산소증에 반응하여 단독으로 또는 상호작용으

을 높이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23]. 저체온은 심기능 저하와 감염

로 혈관을 이완시켜 조직에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을 유발하며 대사성 산증을 악화시킨다[24]. 저체온은 혈액 응고

주게 된다[14,15]. 또한 근육의 모세혈관 분포가 증가하여 혈류량

장애를 악화시키는데 혈액 응고 인자에 관여하는 효소의 기능을

을 증가시키는 반응도 나타나게 된다[16,17].

저하시키고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치명적인 3대 요소

3) 혈액 응고 장애(coagulopathy)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에 빠진 환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대량 출혈 환자에서 혈액 응고 장애는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대사성

로 작용한다. 먼저 과다한 출혈에 의한 응고 인자와 혈소판의

산증, 저체온, 응고장애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lethal triad로 불린

소모, 주입된 수액에 의한 희석, hemophilia 같은 선천성 질환

다. 이 합병증들 각각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서로에

등에 의한 절대적인 응고 인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손상 통제 수술

먼저 기술한 바와 같이 저체온과 산증이 혈액 응고 장애를 촉진시

(damage control surgery)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18]. 최근 행해지

키는 요인이 된다[24,25]. 혈액 응고 장애는 출혈을 더욱 유발시키

고 있는 손상 통제 수술은 이들 합병증을 교정하고 예방하는

고 이 출혈이 응고 장애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대사성 산증, 저체온, 혈액 응고 장애는 출혈에 의해서 유발되

데 주안점을 둔 수술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고 각각의 합병증 자체가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이들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Fig. 1).

1) 대사성 산증(acidosis)
정상적인 조직은 산소를 이용하여 glycolysis 과정을 통해

4

그래서 이들을 치명적인 3 요소(lethal triad)로 명명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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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cious circle of hemorrhagic shock.

합병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 출혈성 쇼크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결론
중증 외상환자에서 출혈성 쇼크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
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치명적인
3 요소(저체온, 응고장애, 산증)는 외상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중요한 합병증이다. 출혈 환자를 치료하고 일어
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혈성 쇼크의 병태생리
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s
1. Evans JA, van Wessem KJ, McDougall D, Lee KA, Lyons
T, Balogh ZJ. Epidemiology of traumatic deaths: comprehensive population-based assessment. World J Surg 2010;34:
158-63.
2. Gann DS, Drucker WR. Hemorrhagic shock. J Trauma Acute
Care Surg 2013;75:888-95.
3. Berry RD. Management of shock in trauma. Anaesth Intensive
Care Med 2008;9:390-3.
4. Gutierrez G, Reines HD, Wulf-Gutierrez ME. Clinical review:
hemorrhagic shock. Crit Care 2004;8:373-81.
5. Klabunde RE. Cardiovascular physiology concepts.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11.
6. Kasuya H, Onda H, Yoneyama T, Sasaki T, Hori T. Bedside
monitoring of circulating blood volume after subarachnoid

hemorrhage. Stroke 2003;34:956-60.
7. Cropp GJ. Changes in blood and plasma volumes during
growth. J Pediatr 1971;78:220-9.
8.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Committee on Trauma. ATLS,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for doctors: student course
manual. 8th ed. Chicago: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2008.
9. Guly HR, Bouamra O, Spiers M, Dark P, Coats T, Lecky
FE; Trauma Audit and Research Network. Vital signs and
estimated blood loss in patients with major trauma: testing
the validity of the ATLS classification of hypovolaemic shock.
Resuscitation 2011;82:556-9.
10. Mutschler M, Paffrath T, Wölfl C, Probst C, Nienaber U,
Schipper IB, et al. The ATLS(®) classification of hypovolaemic shock: a well established teaching tool on the edge?
Injury 2014;45 Suppl 3:S35-8.
11. Bourke DL, Smith TC. Estimating allowable hemodilution.
Anesthesiology 1974;41:609-12.
12. Eastridge BJ, Salinas J, McManus JG, Blackburn L, Bugler
EM, Cooke WH, et al. Hypotension begins at 110 mm Hg:
redefining "hypotension" with data. J Trauma 2007;63:291-7;
discussion 297-9.
13. Adachi H, Strauss W, Ochi H, Wagner HN Jr. The effect of
hypoxia 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cardiac output in the
dog. Circ Res 1976;39:314-9.
14. Edmunds NJ, Marshall JM. Vasodilatation, oxygen delivery
and oxygen consumption in rat hindlimb during systemic hypoxia: roles of nitric oxide. J Physiol 2001;532:251-9.
15. Ray CJ, Abbas MR, Coney AM, Marshall JM. Interactions of
adenosine, prostaglandins and nitric oxide in hypoxia-induced
vasodilatation: in vivo and in vitro studies. J Physiol 2002;
544:195-209.
16. Hepple RT, Hogan MC, Stary C, Bebout DE, MathieuCostello O, Wagner PD. Structural basis of muscle O(2) diffusing capacity: evidence from muscle function in situ. J
Appl Physiol (1985) 2000;88:560-6.
17. Parthasarathi K, Lipowsky HH. Capillary recruitment in response to tissue hypoxia and its dependence on red blood
cell deformability. Am J Physiol 1999;277:H2145-57.
18. Shapiro MB, Jenkins DH, Schwab CW, Rotondo MF. Damage
control: collective review. J Trauma 2000;49:969-78.
19. Abramson D, Scalea TM, Hitchcock R, Trooskin SZ, Henry
SM, Greenspan J. Lactate clearance and survival following
injury. J Trauma 1993;35:584-8; discussion 588-9.
20. Odom SR, Howell MD, Silva GS, Nielsen VM, Gupta A,
Shapiro NI, et al. Lactate clearance as a predictor of mortality in trauma patients. J Trauma Acute Care Surg 2013;74:
999-1004.
21. Davis JW, Parks SN, Kaups KL, Gladen HE, O’DonnellNicol S. Admission base deficit predicts transfusion requirements and risk of complications. J Trauma 1996;41:769-74.
22. Jurkovich GJ, Greiser WB, Luterman A, Curreri PW. Hypothermia in trauma victims: an ominous predictor of survival.
J Trauma 1987;27:1019-24.
23. Inaba K, Teixeira PG, Rhee P, Brown C, Salim A, DuBose
J, et al. Mortality impact of hypothermia after cavitary ex-

www.jacs.or.kr

5

J Acute Care Surg Vol. 6, No. 1, Apr. 2016

plorations in trauma. World J Surg 2009;33:864-9.
24. Dirkmann D, Hanke AA, Görlinger K, Peters J. Hypothermia
and acidosis synergistically impair coagulation in human whole
blood. Anesth Analg 2008;106:1627-32.

6

25. Wolberg AS, Meng ZH, Monroe DM 3rd, Hoffman M. A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coagulation enzyme activity and platelet function. J Trauma 2004;
56:1221-8.

www.jac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