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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uthor’s trauma center implemented Mobile Trauma Units (MTU), which are
ground transportation automobiles constructed with advanced medical equipment,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of severe trauma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icacy of MTU as a means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in urban
environments.
Methods: Patients with an injury severity score (ISS) of 16 or mor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must also be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with the MTU in the 18 months
between January 2017 and June 2018. To assess the survival probability, the revised trauma
score (RTS),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RISS), and w-score were used as the outcome
indices.
Results: Forty-four (86.3%) of the severe trauma patients with an ISS of 16 or more were male
and 7 (13.7%) were female. The number of patients from the territory were 32 (62.7%), and
patients from the others were 19 (37.3%). All the patients received their injury from blunt force
trauma. The average time of from the scene of the accident to the trauma center was 176
minutes. In 13 deaths, 10 (76.9%) of the RTS values were below 4 points. Among the 51
patients, TRISS was more than 0.5 in 32 patients (62.7%). The w-score was 13.25 and the actual
survival rate of a patient was 74.50%.
Conclusion: Ground transportation automobiles that use MTU for severe trauma patients in
urban areas are more economically beneficial and more efficient. The survival rate while using
MTU was also shown to be higher than that of medical helicopter transfers. (J Acute Care Surg
201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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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있어 도심

서론

환경을 고려한 병원간 환자 이송체계의 수단인 MTU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35.2%로 미

일차 보고하고자 한다.

국, 일본 등의 응급의료 선진국의 10∼1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외상 전문 진료 체계를 도입을 통해 미국의 경우 외상환자의

대상 및 방법

사망률을 34%에서 15%로, 캐나다의 경우 52%에서 18%로, 독일
의 경우 40%에서 20%로 감소시켰다. 외상 전문 진료 체계의

본 연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MTU

요건 중, 높은 외상 진료 수준과 전달 체계의 효율성은 필수적인

를 이용하여 타 병원에서 본 센터로 이송된 환자 중 injury severity

요소이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상의 중증도에 따라

score (ISS) 16점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ISS 16점

적절한 수준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인 중증외상환자의 데이터는 Korean Trauma Data Bank에서

적절한 수준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송에 대한 지침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생존확률평가를 위해 revised trauma score

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며 병원전 혹은 병원간 이송을 담당하는

(RTS),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RISS), w-score를 결과

이송체계 종사자들의 이송병원 선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표로 사용하였다. w-score는 외상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이송은 대부분 사고 발생지점과의 거리에 의해

하기 위해 외상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후 초과생존의 크기를

결정되거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비의학적으로 선택된다. 2006

나타낸다. 치료성적의 평가는 w-score로 나타내었다.

년 Ahn 등[1]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전원
율은 미국의 2배이고 이송 과정에서 57.4% (85명)가 부적절한

결과

감시장치 및 처치를 받는다고 하며 동승인력이 없거나 비의료인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MTU를 이용하여 본원으로

이 동승한 경우가 45.3% (67명)라고 한다.
병원간 환자이송 측면에서 응급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

이송된 환자 중 ISS 16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는 총 51명이고

해 본 센터는 Mobile Trauma Unit (MTU, ‘닥터카’)을 운영하였다.

그 중 남자는 44명(86.3%), 여자는 7명(13.7%)으로 남자의 비율이

본 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주간에만

높고 전체 환자의 평균연령은 51.7세이다(Table 1). 출동지역은

MTU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7년 3월부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권역이 32명(62.7%), 기타지역이 19명(37.3%)이다. 손상기전은

로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MTU는 1차 후송병

모두 둔상(blunt)이었으며 추락이 20명(39.2%)으로 가장 많고 그

원에서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외상센터의 집중치료가 필요하

다음으로 교통사고 보행자가 12명(23.5%), 오토바이 사고가 11명

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병원에서 본 외상 센터의 핫라인으로

(21.6%), 교통사고(운전자, 동승자)가 5명(9.8%)이다.

연결하여 환자상태를 전달하고 이송을 요청하게 된다. 이송의

사고시간부터 다른 병원을 거쳐 MTU를 이용하여 본 센터

기준은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2012년도 발표한 ‘Guidelines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76분이 걸렸으며, 51명의 환자 중

for Field Triage of Injured Patients’에서 중증 외상 의심 환자에

35.3%에 해당하는 18명의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았고 51명 중

합당하며 일차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외상센터에서의 진료가

25.5%에 해당하는 13명의 환자가 이송 후 본원 응급실 또는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일차

과정 중 사망하였다. 51명의 중증외상환자의 ISS 점수 별 분포를

진료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출동 시에는 외상 전문

보면 16에서 30점 사이가 27명(52.9%), 30에서 40점 사이가 11명

의 1인과 외상 전문 간호사 1인이 한 조를 이루어 출동하며 환자의

(21.6%), 50점을 넘는 환자는 7명(13.7%)이다(Table 1). 계산한

중증도에 따라 의사 2인과 간호사 1인으로 출동하기도 한다. 출동

RTS, TRISS, w-score값은 Table 2와 같다. 38명의 생존자 내에서

시에는 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출동하며, 기본적

RTS값은 34명(89.5%)이 4점을 초과하였고 13명의 사망자 내에서

으로 일차병원의 장비와 설비를 이용하여 초기 소생 처치 및

10명(76.9%)이 4점 이하였다. 51명 중증외상환자의 TRISS는 0.5

손상 통제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이송에 적합한 수준까지 소생시

이상이 32명으로 62.7%이다. RTS, TRISS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켜 이송을 시행하게 된다. 좀 더 빠른 전문외상처치를 환자에게

w-score는 13.25이고 대상환자의 실제 생존율 74.50%이다(Table

적용하여, 이송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예방하고 이송

3).

도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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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Sex
Male
Female
Mean age (y)
Mechanism
Fall down
Car accident
Motorcycle accident
Pedestrian accident
The othersa)
Mean time from
accident to hospital
(min)
Surgery
Yes
No
ISS
20∼35
≥36
GCS
13∼15
9∼12
≤8
Initial SBP
≥90
76∼89
50∼75
≤49

Table 2. Revised trauma score,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Survivor

Death

Total

33 (86.8)
5 (13.2)
57.89

11 (84.6)
2 (15.4)
41.15

44 (86.3)
7 (13.7)
51.75

17 (44.7)
3 (7.9)
9 (23.7)
6 (15.8)
3 (7.9)
193.63

3 (23.0)
2 (15.4)
2 (15.4)
6 (46.2)
0 (0.0)
126.23

20 (39.2)
5 (9.8)
11 (21.6)
12 (23.5)
3 (5.9)
176.45

RTS
＜1
1∼4
＞4
Ps (TRISS)
＜0.5
≥0.5

Survivor

Death

Total

0 (0.0)
4 (10.5)
34 (89.5)

3 (23.1)
7 (53.8)
3 (23.1)

3 (5.9)
11 (21.6)
37 (72.5)

8 (21.1)
30 (78.9)

11 (84.6)
2 (15.4)

19 (37.3)
32 (62.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RTS: revised trauma score, Ps: probability of survival, TRISS: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able 3. W-score

13 (34.2)
25 (65.8)

6 (46.2)
7 (53.8)

18 (35.3)
33 (64.7)

30 (78.9)
8 (21.1)

5 (38.5)
8 (61.5)

35 (68.6)
16 (31.4)

29 (76.3)
2 (5.3)
7 (18.4)

1 (7.7)
0 (0.0)
12 (92.3)

30 (58.8)
2 (3.9)
19 (37.3)

25
7
5
1

(65.8)
(18.4)
(13.2)
(2.6)

2
1
6
4

(15.4)
(7.7)
(46.2)
(30.7)

27
8
11
5

(52.9)
(15.7)
(21.6)
(9.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number only.
ISS: injury severity score, GCS: Glasgow coma scal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a)
Cultivator injury, conveyor belt injury, slip down.

Total
patients (n)

Survivors
Actual
survivors (n)

51

Survival
Predictive W-score rate (%)
survivors (n)

38

31.24

13.25

74.50

TRISS는 외상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생리학적
지표와 해부학적 손상지표를 한꺼번에 이용함으로써 사망확률
예측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망률 평가방법론이다. TRISS는 손
상기전을 기준으로 둔기손상(blunt injury)과 관통상(penetrating
injury)으로 구분하고, ISS와 RTS, 연령변수를 이용하여 로짓회귀
분석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구축함으로써 외상환자의
생존확률을 예측하는 도구이다[3]. TRISS는 RTS와 ISS를 이용하
여 계산하는 것으로 식은 아래와 같다. 동일한 중증도의 외상에
있어서 환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사망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래 식에서 55세 이상인 경우는 AGE=1이 되고, 55세

고찰

미만인 경우는 AGE=0이 된다.

RTS는 외상환자의 생리학적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b
Probability of survival (Ps)=1/(1＋e )

중의 하나이다. RTS는 적용이 쉽기 때문에 병원 전 단계에서

e=2.7183

환자 분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중증의 두부손상환자를 보다 정확

b=b0＋b1×(RTS)＋b2×(ISS)＋b3×(AGE)

하게 평가할 수 있고, trauma score보다 환자의 진료결과를 정확하

Blunt

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RTS는 수축

b0

−0.4499

기 혈압(SBP: systolic blood pressure), 호흡수(RR: respiratory

b1

0.8085

rate), 의식상태(GCS: glasgow coma scal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b2

−0.0835

[2].

b3

−1.7430

RTS=0.9368 (GCS)＋0.7326 (SBP)＋0.2908 (RR)

14

RTS와 TRISS는 외상 환자들의 외상 중증도에 따른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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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를 추정할 수 있고 환자의 생리학적 지표들을 예후에 반영함

서 61,909명의 헬기로 이송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한 연구에

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 지표들이다. 이 지표를

따르면 중증도를 보정하여 대조군과 매칭했을 때 헬기로 이송한

기반으로 한 w-score는 절대값만을 가지고도 치료의 효과를 평가

환자의 생존율이 지상 이송한 환자에 비해 odds ratio 1.16; 95%

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Cl 1.14∼1.17; p＜0.001로 더 높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으로 보다 정확한 평가

에는 항공이송에 의한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 정도에 대한

를 위해 조사대상 환자의 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통계량이다.

공식적인 연구가 없다. 또한 Brathwaite 등[6]은 미국 주 단위

실제 생존환자수(A)와 기존의 질적 표준에 근거한 기대 생존환자

연구에서 헬기 이송과 Advanced Trauma Life Support를 시행할

수(E)의 차이를 조사대상 환자 100명당(N/100)으로 표준화한

수 있는 구급차를 비교하였을 때 헬기 이송이 생존향상의 예측변

것이다. 즉, w-score는 실제 생존 환자 수와 확률상 예측되는

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네델란드의 Frankema 등[7]도 헬기

기대 생존 환자수의 차이이므로, w-score의 값이 클수록 해당

이송의 ‘activation threshold’를 언급하며 소음이 심하고 제한된

의료기관의 치료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존율의 차이를

공간에 착륙해야만 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네덜란드에서도 2∼

나타낸 수치라기보다 생존의 수의 절대값을 나타낸 것으로 통계

15%의 환자들만이 헬기로 이송된다고 한다.

적 차이를 나타내기보다는 w-score가 생존자의 수의 나타낸다.

헬기 이송이 최고의 환자이송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헬

그러므로 절대값의 작고 높음의 단순 비교로 치료 성적을 비교할

기 이송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은 단거리 이송에 있어,

수 있는 수치이다.

헬기의 경우 착륙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에서
착륙장까지 환자를 옮기는 시간이 추가되어야 하고 병원에 도착

w-score

해서도 환자를 헬기에서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4년에 독일

W=(A-E)/(N/100)

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독일, 네덜란드에서 헬기 이송과 지상

E=ΣPs(N)

이송 간에 병원에 도착 당시 환자의 상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8]. 2004년에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구급

A: number of observed survivals (조사 대상 환자 수 중 실제

차로 20분이 초과하는 거리만 헬기 이송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생존 환자 수), E: number of expected survivals by the existing

있다[7]. 또한 지상 이송에 비해 헬기 이송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

quality standard (조사 대상 환자 수 중 기대 생존 환자 수), N:

이 든다. 2013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헬기 이송이 비용대비

total number of patients who visited all emergency medical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17%의 사망률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고

facilities (조사 대상 환자 수)와 같이 사용하였다.

한다[9]. 하지만 현재까지 헬기 이송이 이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

본 센터의 동일기간 전체 외상환자의 w-score가 1.16인 것을

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닥터헬기는 2018년 5월을 기준으

비교하면, MTU를 이용해 병원 간 이송을 한 ISS 20점 이상의

로 현재 전국의 7개 병원에서만 운용되고 있어 그 수가 턱없이

중증외상환자의 w-score 13.25점이라는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증외상환자 전용도 아니다. 헬기 내부가 협소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w-score가 가지는 통계학적 한계는 분명하

하고 기상조건의 제약을 받으며 응급항공의료팀의 경우 항공안

다. 전체 환자의 수가 적을수록 결과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의료 장비 및 인력 확보가

있다. 51명의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도출한 w-score가 과장되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헬기 이송 시 발생하는 엔진소음으로 의료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하여 주의해야

이 환자의 폐음을 청진할 수 없고 환자 역시도 고도에 따른 생리학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상 이송의 장점들

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도가 올라가면 기도 삽관

을 고려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튜브의 커프 내의 공기나 공기부목 내의 공기의 용적이 증가하여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단순 기흉이 긴장성 기흉이 될 수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환자 이송 수단은 헬기이다. 여러

있다[10].

연구에서 전용헬기로 환자를 이송했을 때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반면 여러 연구들에서 지상 이송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하고 있고 한 연구에서는 손상과 병원 요인을 보정한 뒤

2016년 Tsuchiya 등[11]에 따르면 지상 이송에는 이미 여러 센터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헬기로 이송한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24%

들에 의해 검증된 프로토콜들이 있다고 한다. 이 프로토콜에는

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4]. 2012년 Galvagno 등[5]이 미국에

venous cannulation, crystalloid infusion, early defibr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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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racheal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등이 포함되어

는 시간도 MTU 이송이 일반 이송에 비해 짧아 전체적으로 사고

있다. 또한 소방 헬기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실제적으로

후 최종 치료까지의 시간은 울산 지역의 경우 49분, 울산 외

헬기가 뜨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Lam 등[12]이 제시한

지역의 경우 62분 정도 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지상 이송의 경우 별도의 착륙장이 필요 없기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전체 외상환자에서

때문에 사고현장 및 1차병원에 접근하기 쉽고, 따라서 싱가포르

MTU의 효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조군의 설정이 필요

의 경우 2015년에 약 8,000개의 출동 요청에서 8분 내 현장에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일차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효능을 점검

도착했다고 한다. 이는 2015년 한해 출동 요청의 5%에 해당 하는

하고자 했다. 향후 적절한 대조군 설정을 통해 전체 외상환자에서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지상 이송은 높은 고도로 인해 발생하는

MTU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MTU의 활성화와

환경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3].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적절한 프로토콜

반면 구급차를 이용한 지상 이송은 도심환경에서 헬기가 가지

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초기 단계로, 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으

는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로 후송을 결정하고 있어 향후 증거기반의 이송 기준과 프로토콜

즉각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착륙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병원간의

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 간 출동뿐 아니라 현장 출동에까지

‘door to door’가 가장 용이한 이송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적으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로 헬기가 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상 이송을

도심지역의 중증외상환자 이송은 지상 이송이 헬기 이송에

이용한 단거리 환자 후송이 도심 환경에서 헬기에 비해 뒤진다고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존율도 더 높다. 숙련된 의료진이

할 수 없다. 본 센터는 이러한 헬기 이송의 여러 가지 제약점과

병원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MTU는 중증외상환자의

이에 반하는 지상 이송의 장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효율성의 측면

예후를 더욱 개선시킬 뿐 아니라 비용·효율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

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상 이송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본 센터

을 가져올 것이다. 헬기 이송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가 위치한 울산은 지상 이송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MTU를 이용한 지상 이송이 헬기 이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센터 반경 15 km 이내에 조선소, 자동차공장, 석유 화학 단지가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 적절한 대조군의 설정과 비교분석이

위치해 있고 울산 인구의 70% 이상이 이 좁은 지역에서 높은

필요하며 추가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근로자들이 17만명 가량 일하고 있다. 외상환자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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