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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drenal gland injuries in trauma are rare and usually misdiagnosed or underestimated in an emergency setting because they are asymptomatic and associated with severe
abdominal injuries. This paper reviews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drenal injuries.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rauma patients who visited the authors’ emergency
center was performed from March, 2010 to December, 2017. The patient demographic data,
injury mechanism & associated injuries, injury severity score, hospital stay, and mortality were
retrieved and analyzed.
Results: Adrenal gland injuries were found in 52 patients: 73.1% (n=38) were males and the
mean age was 43.6 years. Of the patients, 84.6% (n=44) had ISS ≥15. Right adrenal gland
injuries occurred in 82.7% (n=43). The mechanism of injury was falls in 30.8% (n=16), motor
vehicle accidents in 25.0% (n=13), and pedestrian accidents in 23.1% (n=12). Associated injures
were liver injury (58.5%), rib fracture (52.8%), kidney injury (24.5%), pelvic bone fracture
(20.8%), spine fracture (28.3%), and spleen injury (13.2%). The mean hospital stay was 34.2
days, and the intensive care unit stay was 9 days. The mortality rate was 3.8% (n=2).
Conclusion: Adrenal gland injuries are common in males and frequent in the right side. Falls
are the leading cause of injury. Most injuries have an associated injury at the abdominal or
thoracic region. Adrenal injury is accompanied by high injury severity but showed a good
prognosis. (J Acute Care Surg 20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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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둔기 손상 시 발생되는 부신 손상은

서론

드물고, 반 이상의 경우에서 복부 손상과 동반하여 특별한 징후나
부신은 복강 내강 깊숙이 위치하여 주변의 연 조직 구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863년 C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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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처음 부신 손상을 보고한 이후 외상 환자의 0.03∼4.95%에

결과

서 부신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4],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영상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부신 손상의 진단이 증가하

부신 손상은 입원 치료를 받았던 흉복부 둔기 손상 환자 580명

고 있는 추세이며[5,6], 부검 연구에서도 외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중 57명(9.8%)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중 당일 사망한 5명을 제외한

보고된 발생률보다 높은 발생률(외상 환자의 7∼26%)이 보고

52명을 분석하였다. 38명(73.1%)은 남자였으며, 평균 나이는

되었다[7]. 비록 부신 단독 손상으로 인한 사망 등의 중대한 문제

43.6±17.9세였다. 환자 중 84.6% (44명)가 ISS 15점 이상을 보였으

발생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부신 손상은 급성 부신 기능부전이나

며, 평균 ISS는 24.6±10.2였다. 우측 부신 손상이 43명(82.7%)에서

감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록 부신 손상이 임상적으로 중요

관찰되었으며, 손상의 원인으로는 추락 16명(30.8%), 자동차 사고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신 손상은 급성 부신

13명(25.0%), 보행자 사고 12명(23.1%), 모터 자전거와 자전거에

기능 부전이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둔기 손상에

의한 사고가 각각 4명(7.7%)이었고, 기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의해 발생하는 부신 손상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증례 보고 형태로

3명(5.8%)이 발생하였다. 51명(98.1%)에서 동반 손상이 있었으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부신 손상과 관련된 보고가

며, 동반된 장기로는 늑골 골절 52.8% (28명), 간 손상 58.5%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저자들은 단일 기간에서 치료한 둔기 손상

(31명), 비장 손상 13.2% (7명), 신장 손상 24.5% (13명), 척추

환자에서 부신 손상의 임상 양상, 발생률 및 치료 결과들을 알아보
고자 한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blunt adrenal trauma
Characteristics

대상 및 방법
2010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외상 환자 중 부신 손상이 동반된
둔기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다. 부신 손상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에서 정상적인 부신을
가리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덩어리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의무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이전에 부신 종양이 있었던 경우,
부신 손상이 있더라도 당일 사망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나이,
성별, 손상 원인, ISS (injury severity score), 부신 손상 점수(adrenal
organ injury scale), 부신 손상부위 및 동반 장기 손상 여부 등의
부상 관련 정보와 입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기간, 사망 여부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ver. 23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을, 정성적 데이터는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t-test와 one-way ANOVA를 범주형 변수
는 chi-square test와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p＜
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로 보았다.
이 연구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8-11-013-001).

Sex (male)
Age (y)
ISS
ISS ≥15
Injury site
Right
Left
Bilateral
Mechanism
Fall
Motor vehicle accident
Pedestrian
Motor bike accident
Bicycle
Other
Adrenal organ injury scale
II
III
IV
V
Associated injurya)
Liver injury
Rib fractures
Spinal fractures
Kidney injury
Pelvic bone fracture
Spleen injury

Patients (n=52)
38 (73.1)
43.6±17.9
24.6±10.2
44 (84.6)
43 (82.7)
8 (15.4)
1 (1.9)
16
13
12
4
4
3

(30.8)
(25.0)
(23.1)
(7.7)
(7.7)
(5.8)

13
21
11
7

(25.0)
(40.4)
(21.1)
(13.5)

31
28
15
13
11
7

(58.5)
(52.8)
(28.3)
(24.5)
(20.8)
(13.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ISS: injury severity score.
a)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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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28.3% (15명), 골반골 골절이 20.8% (11명)에서 관찰되었다.

(Table 2), 한 명은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성인성호흡곤란증후

부신의 손상 정도는 등급 2, 3, 4, 5가 각각 13명, 21명, 11명,

군으로 사망하였고, 한 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수술 후 진행된

7명의 순이었다(Table 1). 부신 손상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뇌부종에 의해 사망하여 부신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관여

34.2±25.9일이었고, 중환자실 체류 기간은 9.0±13.3일이었다

되지는 않았다.

(Table 2). 부신 손상 등급에 따른 분석에서 대부분의 인자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부신 손상 등급이 높아질수록 ISS가

고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20, Table 3). 3명의 환자에서 동반
장기 손상의 치료를 위해 혈관 조영술이 시행되었는데, 2명의

부신은 간, 신장 및 횡격막 등으로 둘러 싸여진 해부학적 위치

환자는 4등급의 비장 손상으로, 한 명의 환자는 4등급의 간 손상이

와 주위의 부드러운 조직의 완충작용으로 부신 손상의 발생률이

진단되어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이 시행되었는데, 혈관 조영술

5%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컴퓨터 단층 촬영은 가장

상에서 부신의 출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체 52명의 환자들에

가치 있는 진단 기술로, 컴퓨터 단층 촬영의 증가로 둔기 손상에

게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다. 2명(3.8%)의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의해 발생하는 부신 손상의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6].
본원의 경우 둔기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 9.8%에서 부신 손상이
확인되었다. 부신 손상의 원인으로는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Table 2. Patient outcomes
Parameter

는 않았지만, 척추와 간 사이의 부신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Value

Length of hospital stay (d)
Length of ICU stay (d)
Mortality

하대정맥의 압박에 따른 이차적 부신 정맥 내압의 상승 및 회전력

34.2±25.9
9.0±13.3
2 (3.8)

혹은 감속력에 의한 부신 소혈관들의 전단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고 알려져 있다[8-10]. 이로 인하여 부신 손상뿐 아니라 인접한
장기의 동반 손상이 발생하는데[9], 본원에서도 98.1%의 환자에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ICU: intensive care unit.

Table 3. Differences between the different adrenal organ injury scale
Adrenal organ injury scale

Sex, male
Age (y)
ISS
Injury site
Right
Left
Bilateral
Mechanism
Fall
MVA
Pedestrian
MBA
Bicycle
Other
LHS (d)
LIS (d)
Mortality

Grade II (n=13)

Grade III (n=21)

Grade IV (n=11)

Grade V (n=7)

p-value

9
44.4±18.2
20.7±8.5

16
45.3±16.8
21.9±10.7

7
35.3±18.5
30.3±9.2

6
49.6±19.3
30.7±7.4

0.804
0.335
0.020*
0.931

10
2
1

19
2
0

9
2
0

5
2
0

4
3
4
1
0
1
39.5±37.3
10.3±20.0
0

7
5
4
3
1
1
30.5±23.5
5.8±7.9
1

3
4
2
0
2
0
31.9±14.3
10.4±12.9
0

2
1
2
0
1
1
38.7±24.9
14.4±11.6
1

0.931

0.748
0.457
0.46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ISS: injury severity score, MVA: motor vehicle accident, MBA: motor bike accident, LHS: length of hospital stay, LIS: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sta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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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반 손상이 관찰되었다. 부신 손상은 우측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측 부신 정맥이 좌측에 비해 짧고

부신 손상의 치료는 손상의 정도, 반대편 부신의 상태, 남겨진

하대정맥과 직접 연결되어 하대 정맥의 압력이 보다 직접적으로

부신 조직의 생존 여부, 환자의 전신 상태 및 동반된 장기 손상여

전달될 수 있고, 우측 부신이 척추와 간 사이에 위치하여 압박

부에 기초해서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1]. 많은 기관들에서 우측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가능할 수 있지만, 명백한 출혈이 있을

의 부신 손상이 좌측이나 양측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때에는 외과적 절제가 고려된다[15]. 본원의 경우도 대부분의 다

보고 하였는데[1,6,8,9,12,13], 본원에서도 82.7%의 환자에서 부신

른 기관들의 보고처럼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손상이 우측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분석을 통한 연구이므로 표본

둔기 손상에 의한 부신 손상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에 의해

선정에 있어서 편파성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의 부족함이 있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0,14,15], 본원의

수 있다. 그리고, 단일 기관에서 시행된 연구이므로, 표본의 수가

경우 추락에 의해 발생했던 것이 30.8%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적은 점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에 의한 것이 25.0%로 2번째로 많은 원인이었다. 부신의

결론으로 둔기 손상에 의한 부신 손상은 높은 ISS와 높은 빈도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 부신 손상 시 동반 장기 손상이 보고되고

의 동반 장기 손상을 보였으며, 우측 부신에서 간 손상과 동반되어

있는데, Liao 등[16]은 전체 환자의 93.5%에서 동반 손상이 있었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비록 부신의 손상정도가 심하다고

고, 간 손상(66.2%), 늑골 골절(48.1%), 혈기흉(48.1%), 신장 손상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좋은 예후

(42.9%)의 순으로 발생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Stawicki 등[15]은

를 보였다.

간 손상(57.8%), 늑골 골절(50.9%), 신장 손상(41.3%)순으로,
Panda 등[4]은 복부 장기 중에서 간(46.8%), 비장(21.3%),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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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ISS가 26.1±13.7로 중증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는데, 우리
기관의 평균 ISS는 24.6±10.2, 15점 이상인 환자가 84.9% (45명)로
타 기관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부신 손상 시
사망률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Raup 등[18]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립 외상 data bank의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분석에서 10.7%의 사망률이 발생했으며 높은 ISS가 영향
을 준다고 보고한 반면에, Liao 등[16]은 자신들이 후향적으로
검토한 77명의 부신 손상 환자에서 9.1% (7명)의 사망이 발생했지
만, 높은 ISS가 사망률과 관계가 없고, 4명의 환자는 두부 손상으
로, 3명은 다발성 외상 및 쇼크에 의해 사망하여 부신 손상이
사망률에 연관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본원의 경우 3.8% (2명)
에서 사망이 발생했으며,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신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장기 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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