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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배경 : 중증두부외상 환자에서 이차적인 뇌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저산소증을 교정

하고 고산소증을 피하여 정상적인 산소분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

급단계에서 제공되는 산소투여 치료에서 적정 산소유량 및 목표 산소 포화도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구급단계 산소투여 유량에 따라 중증두부외

상 환자의 치료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2013년 (10개 시도)과 2015년 (전국, 17개 시도)에 구급대가 이송

한 중증외상환자데이터베이스 (Emergency Medical Services-Assessed Severe 

Trauma, EMS-ST)를 이용한 단면연구이다. 환자 포함 기준은 간이손상척도 

(Abbreviated Injury Scale, AIS)의 두부 손상점수가 3점 이상이며 18세 이상 성인으

로 하였고, 외상성 심정지, 구급 산소포화도 (O2 Saturation, %)가 94% 미만, 구급수

축기 혈압 40 mmHg 미만, 관통성 외상, 응급실에서 타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를 제

외하였다. 노출변수는 119 구급대에 의해 투여된 산소유량에 따라 비투여 (무산소치

료), 1~5L/min  (저농도치료), 6~14L/min (중간농도), 15L/min (고농도) 으로 구분하였

다. 결과변수는 병원 퇴원당시 사망으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 (나이, 성별, 기저질

환), 손상 요인 (계절, 요일, 사고기전, 의도성, 알코올섭취), 구급단계 요인 (현장 도

착시간, 현장 체류시간, 이송시간), 구급 활력징후 (의식, 혈압, 호흡수) 등 혼란변수

를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산소유량에 따른 치료 결과의 차

이를 보정 교차비 (Adjusted Odds Ratio, AOR)과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참고그룹=비투여 치료군) 같은 회귀 모형을 이용

하여 구급대 산소 투여 후 산소포화도(94~98% 그룹과 99~100% 그룹)에 따라 교호작

용 (Interaction analysis)을 분석하였다. 

결과 : 최종적으로 1842명의 중증두부외상환자를 분석하였으며, 무산소, 저농도, 중

간농도, 고농도 치료환자는 각각 244명, 573명, 607명과 418명이었다. 전체 사망률은 

37.1%이고 각 세부 그룹별 사망률은 각각 34.8%, 32.3%, 39.9%, 그리고 4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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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소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사망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그룹의 단순 교차비 (95% 신뢰구간)는 각각 0.89(0.65-1.22), 1.24(0.91-1.69), 

1.31(0.94-1.82)이었으며, 보정 교차비는 각각 0.86(0.62-1.20), 1.15( 0.83-1.60), 

1.21(0.83-1.73) 등이었다. 구급 산소포화도에 따른 교호작용 분석 결과 무산소 치료

그룹에 비하여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그룹의 보정 교차비 (95% 신뢰구간)는 

94~98% 구간에서는 0.80(0.67-0.95), 1.10(0.94-1.29), 1.18(0.98-1.42)로 관찰되었으며, 

99~100% 구간에서는 0.69(0.53-0.91), 1.05(0.83-1.34), 1.33(1.01-1.74)로 관찰되었다.   

결론 : 구급대로 이송한 중증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구급산소 치료에 대한 효과 분

석에서 무산소 치료에 비하여 1~5L/min의 저농도 산소투여는 구급대 산소투여 후 

산소포화도 구간과 관계없이 낮은 병원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구급대 산소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99~100%인 정상 범위 환자에서는 오히려 고농도 산소투여가 

높은 사망률과 연관되어 있었다. 중증두부외상 환자에게 구급단계에서 산소를 투여

할 때 산소포화도 측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 농도의 산소투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두부외상, 중증외상, 구급서비스, 산소투여, 산소포화도, 산소독성

학번 : 2012-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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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두부 외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의 보건학적 중요성

두부 외상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젊은 연령에서

도 응급실 및 입원치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4). WHO의 보고에 따르

면 매년 548만명(인구 10만명당 73건)의 두부 외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다른 모든 질병보다도 사망률과 이환률이 높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5-6).

미국에서는 매년 1,400만명의 두부 외상환자가 발생하여, 1,100만명이 응급실을 방

문하고, 23만명이 입원을 하며, 5만명 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가운

데3), 두부 외상으로 진단받지 못한 환자, 응급실이 아닌 외래로 방문하는 환자, 치

료를 받지 않는 환자를 포함하면 두부 외상 환자의 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두부 외상을 포함한 손상의 발생 현황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질

병 부담 관련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손상은 20대부터 50대 사이의 

경제 활동 인구에 호발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 사회적 손실이 다른 질병보

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9).

또한 두부 외상 환자는 장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 물리적, 인지적, 행동적, 감정적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10), 치료 및 재활에 따른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사회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11)을 고

려할 때 두부 외상의 보건학적 중요성과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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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patient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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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부 외상 환자의 구급단계 산소 치료

두부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은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뇌 및 혈관 구조에 직접적인 

외상이 발생하여 발생한 타박상, 출혈, 열상 및 뇌혈관 손상 등의 일차적인 손상과 

일차적 손상 이후 발생하는 병태생리학적 과정으로 인해 수시간, 수일에 걸쳐 지속

되는 이차적 손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2), 두부 외상 환자의 구급단계 처치의 주

된 목표는 이차 손상 기전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 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두부 외상의 이차적 손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해부학적으로 한정된 공간인 두개내

에서 발생한 출혈 및 부종으로 인한 높아진 두개내 압력 및 뇌탈출 이외에도(14), 

저혈압과 저산소증이 이차 손상과 관련이 있음이 대규모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으며

(15),  또한 병원 전 구급단계의 낮은 혈압과 낮은 산소포화도는 환자의 높은 사망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16), 두부 외상 환자의 병원 전 구급단계 

처치는 주로 기도확보, 산소투여 및 혈압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2).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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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도 두부 손상 환자는 신속한 

외상초기평가를 통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ry)를 통한 산

소포화도가 94% 이하인 경우 저산소증 교정 및 예방을 위해 비강 캐뉼러로 2L/min 

또는 안면마스크로 6~15L/min의 산소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으며(17),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경우 18G 이상으로 정맥로를 1개 이상 확보하여 300mL(소

아는 5mL/kg)의 생리식염수나 젖산 링거액을 투여하며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

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Figure 2 Key elements of pre-hospital management of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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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소투여의 목표 및 효과

건강한 정상인은 대기 중에서 숨을 쉴 때 21%의 산소가 포함된(FiO2=0.21) 공기를 

흡입하여 세포 대사 기능과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소요법이란 저산소증의 치

료를 목적으로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농도(FiO2=0.21)보다 높은 농도의 산소를 흡입

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직 혹은 세포내 저산소증은 호기성 대사(aerobic 

metabolism)의 감소와 혐기성 대사(anaerobic metabolism)의 증가를 일으켜 비가역적

인 세포 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18).

구급단계에서 사용하는 산소투여 장비로는 비강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단순안면 마

스크, 부분 재호흡 마스크, 비재호흡 마스크가 있으며, 각각의 산소투여 농도와 산

소농도(FiO2)는 다음과 같다(17). (Table 1)

이론적으로 산소투여의 목적이 조직의 저산소증(tissue hypoxia)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때, 산소투여에 의한 흡기내 산소농도의 증가(FiO2)가 직접적으로 조직의 저산소

증을 개선시키지는 않으며, 이에 작용하는 여러 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증가된 

흡기내 산소농도는 동맥혈내 산소분압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흡기내 산소

농도 뿐 아니라, 폐포 환기, 고도, 나이 그리고 헤모글로빈-산소해리곡선

(Oxy-hemoglobin dissociation)에 관여하는 체온, 산증, 이산화탄소 분압(PaCO2) 등이 

영향을 미친다. 

산소공급기구 분당유량 산소농도 FiO2

공기 중 산소 21% 정상 공기 중 FiO2

비강 캐뉼러

낮은농도의 벤츄리마스크

1~6L/min

3~6L/min

24~30%

24~30%
약간 증가된 FiO2

높은농도의 벤츄리마스크

단순안면마스크

9~15L/min

8~15L/min

35~50%

35~60%
중간 FiO2

부분재호흡마스크

비재호흡마스크

6~15L/min

6~15L/min

60~90%

85~100%
높은 FiO2

Table 1 Oxygen flow rate and FiO2 according to the oxygen supply device, The 

standard protocols for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viders. Kore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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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산소증의 원인으로 1) 폐 단락(Shunt) 2) 환기 관류 불균형(V/Q mismatch) 3) 

폐 확산능력 감소(Impared diffusion) 4) 저환기(Hypoventilation) 5) 높은 고도에 의한 

산소분압감소(Impared PO2) 등을 고려해야 하여 양압 환기 등을 통해 이를 교정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19). 

구급단계 산소투여의 목적은 저산소증(Hypoxemia, PaO2<60mmHg or SaO2<90%)을 

치료 혹은 예방하기 위함이다(20). 하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맥혈산소분압(PaO2) 40mmHg 미만의 저산소증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산

소 부족의 지표로 사용되는 젖산의 농도는 2mmol/L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여, 저산소증이 조직의 호산성 대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1).

따라서 구급단계의 산소투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산소투여가 가지

는 효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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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도한 산소 투여에 의한 산소독성 (Oxygen toxicity)

산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원 단계 및 구급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처치

되고 있는 처치 중 하나이며, 맥박산소측정기와 동맥혈산소분석(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에서의 동맥혈산소분압 (PaO2)를 통하여 모니터링되고 있지만, 산소

포화도 혹은 동맥혈산소분압과 실제 조직의 적절한 산소화(Tissue Oxygenation)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22).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를 생성시키기 위한 대사에 있어 산소에 의존적이지만, 이러

한 대사는 산소가 매우 제한적인 환경(microaerophilc environment)에서 진행되게 된

다.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적으며, 우리 몸은 산소 운반을 위한 적혈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의 산소가 공급되었을 때 발생하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O2∙), 하이드록시라디칼(∙OH), 과산화수소(H2O2) 등의 산소 대사물

(Oxygen-free radical)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Figure 3) 

Figure 3 Reactive oxygen species (Superoxide radical(O2•¯), Hydrogen 

peroxide(H2O2), Hydroxyl radical (•OH)) which can cause oxygen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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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처치는 동맥혈내 산소 분압을 높여 조직의 산소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투여

하지만 과도한 산소는 전신의 혈관수축을 일으키게 되며 특히 모세혈관의 혈류를 

관장하는 세동맥에서 이 효과는 가장 두드러지게 된다(24-25). 고농도의 산소투여는 

세동맥의 수축을 일으키고 이와 함께 기능적 모세혈관 밀도를 감소시켜 모세혈관에

서 산소의 가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로 인해 고농도 산소투여는 산소의 소비량

(oxygen consumption, VO2)을 감소시켜 산소에 의한 산소독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작용을 불러일으킨다(26).

심정지 환자에 있어서 동맥혈 고산소증(arterial hyperoxia, PaO2>300mmHg)이 환자

의 사망률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27),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도 

산소치료가 허혈된 심근에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론적 바탕

으로 2012년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였으나(28), 최근 연구에서는(Australian Air 

Versus Oxygen in Myocardial Infarction, AVOID) 산소치료가 심근경색의 크기를 증

가시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29), 다른 연구에서는 분당 6L/min의 산소투여가 

환자의 1년 사망률과 관계가 없음을 발표하였으며(30), 코클래인 보고서에서도 2016

년부터 심근경색 환자에게 일상적인 산소처치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31).

최근 중환자실 기반의 연구에서 초기 24시간 이내 저산소증(동맥혈산소분압(PaO2) 

<60mmHg)뿐 아니라 고산소증(PaO2>200mmHg) 또한 중증 두부 외상 환자의 불량한 

예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32), 구급단계에서도 저산소증뿐만 아

니라 고산소증 또한 중증 두부 환자의 불량한 예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3). 무분별한 고농도 산소투여는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소화기계

의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4-35), 특히 슈퍼옥사이드라디칼 

(O2∙), 하이드록시라디칼 (∙OH), 과산화수소(H2O2) 등의 활성산소(Oxygen-free 

radical)는 뇌혈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이차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6).



- 9 -

마. 두부 외상 환자의 구급단계 적정 산소 유량 및 목표 산소포화도

두부 외상 환자에 있어 구급단계의 산소처치는 저산소증(Hypoxemia)을 교정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고산소증(Hyperoxemia)을 피하여 정상적인 산소분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아직까지 구급단계에서의 적정 

산소유량 및 목표 산소포화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병원전 외상처치술(Pre Hospital Trauma Life Support: PHTLS) 가이드라인에서도 환

자의 호흡수에 따라 산소 유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 연구에 의하면 너

무 많은 환자가 고농도 (15L/min) 산소를 투여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7).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도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Pulse 

oximeter)은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다른 활력징후와 함께 병원 전 외상환자

의 모니터링의 필수적인 시행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나 산소포화도 94% 미만의 환자

에게 투여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적정한 산소의 투여량이나 목표가 되는 산소포화도 

수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적절한 산소 처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

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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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가설

중증 두부 외상환자에서 이차적인 뇌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저산소증을 교정하고 고

산소증을 피하여 정상적인 산소분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급단계 산소투여 

유량에 따라 중증 두부 외상환자의 병원 치료 결과(생존 퇴원 및 좋은 신경학적예

후)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중증 두부 외상환자에 있어서 고농도산소투여(15L/min)

는 고산소증(Hyperoxia)에 의한 뇌혈관수축 및 산소독성을 일으켜 환자의 예후를 악

화시킬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중증 두부 외상 환자의 병원 전 구급단계 

산소투여 유량과 병원 진료결과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

증 두부 외상 환자의 구급단계 적절한 산소처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 두부 외상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손상특성 및 병원 전 구급단계　

119 구급대의 평가 및 처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증두부외상 환자에 있어서 구급단계 산소 투여량과 처치 후 산소포화도에 

따른 병원 진료 결과(생존율, 좋은 신경학적 예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셋째, 중증 두부 외상의 적정한 산소처치를 위한 산소 투여량 및 목표 산소포화도

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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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119 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의

무기록조사를 수행하여 구축된 중증외상환자데이터베이스 (Emergency Medical 

Service-Assessed Severe Trauma, EMS-ST)를 이용하여 시행한 후향적 단면연구이다

(38). 

나. 연구 환경

우리나라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를 소방청의 119 구급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의해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가 기

본생명유지술(Basic Life Support, BLS) 수준(영미의 EMT-intermediate)의 응급의료서

비스를 제공한다(39). 

119 구급서비스의 수요는 매넌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인구 10만명 당 운행 구급

차수는 2.6대였으며, 면적 100Km2 당 운행 구급차 수는 1.3대 였다. 전국 구급대원

은 9.728명, 그중 1급 구급대원 및 간호사는 56.7% 였으며, 전국 일평균 출동건수는 

7.768건, 이송건수는 4,980건이었다(40).

119 구급대에 대한 전문적 응급의료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양질의 구급서비스 관

리를 위해 2010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서는‘119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하였으며, 현장 상황 및 의학 발전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구급대원 및 구급상황실 상황요

원은 지침에 따라 119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며, 119 구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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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구급활동상황을 기록

하도록 되어있다(41).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차 차량정보, 구급출동 정보, 신고자 및 환자 인적사항 등의 

기본 정보와 환자 발생장소, 환자 증상 및 환자 발생유형 (질병 혹은 질병 외), 환자 

평가 및 처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119 구급대원이 이송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19 구급대원은 이송하는 외상환자의 생리학적 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기

전, 그 외 구급대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중증도를 평가하여 중증외상환자를 선별하

고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환자의 평

가 및 처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2017년 한해동안 인구 10만명당 중증외상 표

준화 발생율은 61.8명 이었으며, 일평균 71.1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였다(40).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의 수는 416개소이며,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

면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61개소

가 있으며(42), 119 구급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7년 중증외상환자 가운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는 

26.6%,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는 17.8%,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39.3%의 환

자를 이송하여 적절 이송율은 88.4%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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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자료원은 119 구급대에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및 중증외상세부상황

표와,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병원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구축

된 중증외상환자데이터베이스 (Emergency Medical Service-Assessed Severe 

Trauma, EMS-ST)를 사용하였다. 

1) 구급활동일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2항에 따라 구급대원

은 구급활동상황에 대하여 환자의 평가 및 처치, 이송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

고 있다. 소방청은 매년 산하 17개 시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구급활동일지를 포함

한 구급원시자료를 확보하여 전체 품질관리 지표를 산출하여 구급대원의 환자 평가 

및 처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40).

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작성기준은 구급대원이 평가한 외상 환자의 

생리학적 소견으로 이상 생체징후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 소견 상 중증으로 판단, 

고위험 손상 기전 및 특정 고려사항(소아, 임신 등 환자요인 혹은 그 외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중증외상환자로 분류한 환자이며, 해당 환자의 평가 및 처치, 이송병

원 선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산소투여의 방법 및 산소유량, 처치 전 산소

포화도 및 처치 후 산소포화도를 기록하고 있다. 구급활동일지와 마찬가지로 소방

청에서 매년 중증외상환자에 대하여 환자 수 4개 세부항목, 지역사회 3개 세부항목, 

구급단계 15개 세부항목, 병원 5개 세부항목 및 운영 12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총 

39개 지표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질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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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손상(외상) 구급 기반 데이터베이스

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손상(외상)체계 구축에 따른 효과 및 권역별 외상진료

체계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 중증손상 구급 기반 데이터베이

스는 119가 이송한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조사를 통하여 병원 단계 진료결

과를 제공하였으며, 손상의 중증도 및 응급실 초진결과, 수술 유무, 입원 후 결과 

및 손상 후 장애정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의무기록사는 간이

손상척도 (Abbreviated Injury Scale; AIS)를 포함한 2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였으며, 응급의학과 의사, 역학 전문가, 통계 전문가, 의무기록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질관리 회의를 매달 실시하였다(44). 

라. 연구대상 등록기준 및 제외기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의 시도에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119 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

어 의무기록조사를 시행한 중증외상환자데이터베이스 (Emergency Medical 

Service-Assessed Severe Trauma, EMS-ST)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두경부의 간이손상척도가 3점 이상인 손상(AIS score in head region >= 3)을 중증두

부손상으로 정의하였다. 현장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구급단계 산소포화도의 기

록이 없는 환자, 병원전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 (산소포화도: SpO2<94%), 구급단계  

혈압이 매우 낮거나 (수축기혈압: SBP<40mmHg) 기록이 없는 환자, 손상기전이 관통

성 두부손상인 환자, 전원 등으로 인해 병원 의무기록 결과가 없는 환자를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변수의 수집 (결과변수 및 노출변수)

주된 노출변수는 구급단계에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제공된 산소투여 유량이었으며 

구급대원이 작성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기록을 기준으로,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비투여 그룹을 참고그룹으로, 산소투여의 방법과 관계없이 투여 유

량에 따라 1~5L/min 투여한 저농도 산소 투여군, 6L~14L/min 투여한 중간농도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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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군, 15L/min 투여한 고농도 산소 투여군을 비교그룹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과다

한 산소투여에 따른 위해 위해 유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소 투여 후 병원 도착 전 

산소포화도가 94%~98% 이상인 경우와 99%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상호작용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변수로는 응급실 내 혹은 입원후 사망을 포함한 병원 진료 결

과 사망이었으며, 부수 결과변수로 글래스고우 결과 척도(Glasgow Outcome Scale; 

GOS) 3점 이상의 나쁜 신경학적 예후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들로 연령, 성별, 거주지, 기저질환을 조사하였고, 손상 관

련 변수로는 시간, 장소, 손상기전을, 병원전 변수로 119 구급대의 반응, 이송 및 처

치시간과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포함한 병원전 생체 징후, 산소를 포함한 병원전 처

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병원내 변수로는 손상의 중증도 (Injury Severity Scale; 

ISS), 병원 진료 결과 및 글래스고우 결과척도(GOS)를 수집하였다. 

바. 통계적 분석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손상 시간, 장소, 기전 및 의도성 여부, 119 구급대 시

간변수, 병원전 생체징후 및 병원전 처치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 

변수는 t-검정,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 혹은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하였

다.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비투여 그룹을 참고그룹으로 각 그룹의 사망률 및 나쁜 신경

학적 예후에 대한 교차비(Crude Odds Ratio, OR)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

였으며, 성별, 나이, 기저질환, 계절, 요일, 사고기전, 의도성, 알코올섭취, 현장도착

시간, 현장체류시간, 이송시간, 의식, 혈압, 호흡수를 보정한 보정된 교차비(Adjusted 

Odds Ratio, AOR) 를 산출하였다. 

상호작용분석으로 산소처치 후 환자의 구급단계  산소포화도가 94%~98%인 그룹과 

99%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참고그룹에 대한 비교그룹의 보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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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비(AOR)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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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손상특성, 병원전 처치 및 병원치료 결과

2013년과 2015년 연구 대상이 되는 시도로 119를 통해 이송된 전체 중증외상환자는 

35,169명 이었으며, 이 가운데 두경부의 간이손상척도 점수가 3점 이상인 중증두부

손상 환자의 수는 7,697명이었다. 손상기전이 관통성인 환자(233명), 소아환자(265

명), 병원전 심정지(743명), 병원전 저산소증(3701명), 병원전 저혈압(231명), 병원 의

무기록 결과가 없는 환자(682명)를 제외한 1,842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Figure 4)

Figure 4 Enrolled patients with adult severe blunt traumatic brain injury without hyp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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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42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분석결과, 남성이 74.4%였고, 중위 연령은 58세 

였으며, 65세 이상인 환자의 비율은 39%였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는 10%로 관찰되었으며, 계절적 발생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중 월요일

(12.3%)과 화요일(12.4%)에 환자가 적었으며, 수요일(15.3%), 목요일(16.0%) 그리고 일

요일(16.1%) 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전체 환자가운데 41%의 환자가 광역

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Table 2)

　 　
Total No oxyge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244 100.0 573 100.0 607 100.0 418 100.0 

Gender

Male 1370 74.4 169 69.3 438 76.4 457 75.3 306 73.2 

Female 472 25.6 75 30.7 135 23.6 150 24.7 112 26.8 

Age, years

15-64 1123 61.0 141 57.8 317 55.3 373 61.4 292 69.9 

65- 719 39.0 103 42.2 256 44.7 234 38.6 126 30.1 

Median (IQR) 58 (45-71) 61 (51-72) 46 (60-74) 44 (57-70) 37 (54-67)

Co-morbidity

No 1658 90.0 220 90.2 508 88.7 552 90.9 378 90.4 

Yes 184 10.0 24 9.8 65 11.3 55 9.1 40 9.6 

Season

Spring 461 25.0 61 25.0 142 24.8 148 24.4 110 26.3 

Summer 476 25.8 65 26.6 144 25.1 154 25.4 113 27.0 

Fall 503 27.3 71 29.1 148 25.8 164 27.0 120 28.7 

Winter 402 21.8 47 19.3 139 24.3 141 23.2 75 17.9 

Weekday

Monday 226 12.3 35 14.3 70 12.2 76 12.5 45 10.8 

Tuesday 228 12.4 36 14.8 73 12.7 68 11.2 51 12.2 

Wednesday 281 15.3 36 14.8 91 15.9 91 15.0 63 15.1 

Thursday 294 16.0 43 17.6 85 14.8 92 15.2 74 17.7 

Friday 262 14.2 21 8.6 80 14.0 92 15.2 69 16.5 

Saturday 255 13.8 38 15.6 79 13.8 86 14.2 52 12.4 

Sunday 296 16.1 35 14.3 95 16.6 102 16.8 64 15.3 

Place

Metropolis 756 41.0 61 25.0 260 45.4 254 41.8 181 43.3 

　 Non-metropolis 1086 59.0 183 75.0 313 54.6 353 58.2 237 56.7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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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기전으로는 교통사고가 57.3%로 가능 많았으며, 추락이 40.2%로 그 뒤를 이었

다. 교통사고의 환자에서 추락이나 다른 환자그룹보다 더 많은 산소를 투여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의도적 손상이 95.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도적 손상

은 2.4%로 관찰되었다. 음주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81.2%의 환자가 음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15.9%의 환자에서 음주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Table 3)

　 　
Total No oxyge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244 100.0 573 100.0 607 100.0 418 100.0 

Mechanism

Traffic accident 1056 57.3 121 49.6 303 52.9 367 60.5 265 63.4 

Fall 741 40.2 116 47.5 258 45.0 228 37.6 139 33.3 

Other blunt 45 2.4 7 2.9 12 2.1 12 2.0 14 3.3 

Intent

Non-intentional 1755 95.3 234 95.9 547 95.5 583 96.0 391 93.5 

Intentional 45 2.4 6 2.5 13 2.3 13 2.1 13 3.1 

Unknown 42 2.3 4 1.6 13 2.3 11 1.8 14 3.3 

Alcohol 
consumption

Non-alcohol 54 2.9 8 3.3 18 3.1 21 3.5 7 1.7 

Alcohol 293 15.9 41 16.8 108 18.8 91 15.0 53 12.7 

　 Unknown 1495 81.2 195 79.9 447 78.0 495 81.5 358 85.6 

Table 3 Injury mechanism, intentionality, alcohol relatedness of 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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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의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의 반응시간 중위값은 7분(사분위 값 5-10분), 

현장체류 시간은 6분(사분위 값 4-9분), 평균 이송시간은 11분(사분위 값 4-9분)으로 

관찰되었으며, 산소 투여 농도와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4)

　 　
Total No oxyge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244 100.0 573 100.0 607 100.0 418 100.0 

Response time interval (min)

0-3 149 8.1 21 8.6 47 8.2 49 8.1 32 7.7 

4-7 927 50.3 95 38.9 305 53.2 299 49.3 228 54.5 

8-11 418 22.7 67 27.5 127 22.2 131 21.6 93 22.2 

11-15 175 9.5 25 10.2 48 8.4 70 11.5 32 7.7 

16- 173 9.4 36 14.8 46 8.0 58 9.6 33 7.9 

Median 
(IQR) 7 (5-10) 8 (5-11.5) 7 (5-9) 7 (5-11) 7 (5-9)

Scene time interval (min)

0-3 303 16.4 32 13.1 80 14.0 114 18.8 77 18.4 

4-7 949 51.5 113 46.3 309 53.9 317 52.2 210 50.2 

8-11 375 20.4 58 23.8 126 22.0 106 17.5 85 20.3 

11-15 128 6.9 27 11.1 34 5.9 37 6.1 30 7.2 

16- 87 4.7 14 5.7 24 4.2 33 5.4 16 3.8 

Median 
(IQR) 6 (4-9) 7 (4-10) 6 (4-8) 6 (4-8) 6 (4-9)

Transport time interval (min)

0-3 113 6.1 3 1.2 46 8.0 40 6.6 24 5.7 

4-7 480 26.1 33 13.5 170 29.7 148 24.4 129 30.9 

8-11 372 20.2 42 17.2 113 19.7 131 21.6 86 20.6 

11-15 250 13.6 31 12.7 63 11.0 98 16.1 58 13.9 

16- 627 34.0 135 55.3 181 31.6 190 31.3 121 28.9 

　 Median 
(IQR) 6 (4-9) 7 (4-10) 6 (4-8) 6 (4-8) 6 (4-9)

Table 4 Prehospital time intervals of study population. (Response time interval, Scene time 

interval, Transport tim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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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식상태는 명료 (Alert), 언어에 반응 (Verbal response), 통증에 반응 (Pain 

response), 반응없음 (Unresponse) 환자가 각각 15.4%, 22.6%, 43.0%, 19%로 관찰되

었으며, 병원전 저혈압은 6.0% 환자에게서 관찰되었고, 호흡수가 비정상인 환자(10

회 미만 혹은 30회 초과)는 2.9%로 관찰되었다. 병원전 기관삽관 혹은 성문위 기도

유지기는 1.4%의 환자에게서 시행되었고, 17.5%의 환자가 정맥주사를 시행 받았다. 

(Table 5)

　 　
Total No oxyge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244 100.0 573 100.0 607 100.0 418 100.0 

Patient alertness

Alert 284 15.4 65 26.6 122 21.3 64 10.5 33 7.9 

Verbal 
response 416 22.6 88 36.1 155 27.1 122 20.1 51 12.2 

Pain 
response 792 43.0 75 30.7 235 41.0 281 46.3 201 48.1 

Unresponse 350 19.0 16 6.6 61 10.6 140 23.1 133 31.8 

Prehospital Hypotension (SBP<90mmHg)

Yes 110 6.0 6 2.5 23 4.0 41 6.8 40 9.6 

No 1732 94.0 238 97.5 550 96.0 566 93.2 378 90.4 

Prehospital Saturation (SpO2)

94~98% 1054 57.2 132 54.1 354 61.8 336 55.4 232 55.5 

99~100% 788 42.8 112 45.9 219 38.2 271 44.6 186 44.5 

Prehospital advance airway (ETI or LMA)

No 1816 98.6 243 99.6 572 99.8 598 98.5 403 96.4 

Yes 26 1.4 1 0.4 1 0.2 9 1.5 15 3.6 

Prehospital IV access

No 1520 82.5 223 91.4 488 85.2 497 81.9 312 74.6 

　 Yes 322 17.5 21 8.6 85 14.8 110 18.1 106 25.4 

Table 5 Prehospital mentality, vital signs and management of TBI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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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처치 및 진료결과를 살펴보면 수술을 받은 환자는 49.8%, 이 가운데 두경

부 수술을 34.1% 환자가 시행 받았으며, 49.5%의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81.1%

의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Table 6)

　 　
Total No oxyge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244 100.0 573 100.0 607 100.0 418 100.0 

Operation

No 925 50.2 148 60.7 313 54.6 272 44.8 192 45.9 

Yes 917 49.8 96 39.3 260 45.4 335 55.2 226 54.1 

Brain Operation

No 1213 65.9 186 76.2 386 67.4 374 61.6 267 63.9 

Yes 629 34.1 58 23.8 187 32.6 233 38.4 151 36.1 

ICU admission

No 346 18.8 67 27.5 117 20.4 99 16.3 63 15.1 

Yes 1496 81.2 177 72.5 456 79.6 508 83.7 355 84.9 

Ventilator apply

No 930 50.5 169 69.3 340 59.3 266 43.8 155 37.1 

Yes 912 49.5 75 30.7 233 40.7 341 56.2 263 62.9 

Co-morbidity

No 1658 90.0 220 90.2 508 88.7 552 90.9 378 90.4 

Yes 184 10.0 24 9.8 65 11.3 55 9.1 40 9.6 

Associated trauma other than head

No 1291 70.1 192 78.7 433 75.6 402 66.2 264 63.2 

Yes 551 29.9 52 21.3 140 24.4 205 33.8 154 36.8 

Injury Severity (NISS)

9-15 372 20.2 81 33.2 134 23.4 105 17.3 52 12.4 

16-25 692 37.6 95 38.9 194 33.9 220 36.2 183 43.8 

25- 778 42.2 68 27.9 245 42.8 282 46.5 183 43.8 

Table 6 In-hospital management and severity of TBI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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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 이외의 부위에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551명으로 전체 환자 가운데 29.9%

였으며, 산소 투여 유량에 따라 각각 21.3%, 24.4%, 33.8%, 36.8%에서 동반 손상을 

보였다. 

환자의 중증도(Injury Severity Score:NISS)는 손상중증도 9점~15점까지의 중증도 손

상이 20.2%, 16점~25점까지의 중한 손상이 37.6%, 25점 이상의 심각한 손상이 42.2%

로 관찰되었다.

두부손상의 진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두개내 출혈,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기타 손상 환자의 수는 각각 169명(92%), 180명(9.8%), 915

명(49.7%), 239명(13.0%), 339명(18.4%) 였으며, 두경부 수술은 각각 21.9%, 53.3%, 

42.2%, 23.0%, 16.2%에서 시행을 받았다. 두부손상의 진단에 따른 사망률은 두 개내 

출혈, 기타 손상환자에 있어 각각 42.0%, 43.4%로 높았으며,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

혈,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각각 36.7%, 32.5%, 43.1%로 관찰되었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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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tracranial
Hemorrhage

Epidural
Hemorrhage

Subdu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Other cranial
Injury　 　

　 　 N %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169 100.0 180 100.0 915 100.0 239 100.0 339 100.0 

Gender

  Male 1370 74.4 131 77.5 148 82.2 653 71.4 177 74.1 261 77.0 

  Female 472 25.6 38 22.5 32 17.8 262 28.6 62 25.9 78 23.0 

Age,years

  15-64 1123 61.0 100 59.2 146 81.1 497 54.3 151 63.2 229 67.6 

  65- 719 39.0 69 40.8 34 18.9 418 45.7 88 36.8 110 32.4 

Operation

  No 925 50.2 100 59.2 48 26.7 446 48.7 142 59.4 189 55.8 

  Yes 917 49.8 69 40.8 132 73.3 469 51.3 97 40.6 150 44.2 

Brain Operation

  No 1213 65.9 132 78.1 84 46.7 529 57.8 184 77.0 284 83.8 

  Yes 629 34.1 37 21.9 96 53.3 386 42.2 55 23.0 55 16.2 

Survival outcome

  Survival 1158 62.9 98 58.0 114 63.3 618 67.5 136 56.9 192 56.6 

  Expired 684 37.1 71 42.0 66 36.7 297 32.5 103 43.1 147 43.4 

Neurologic outcome

  Good 1127 61.2 96 56.8 111 61.7 604 66.0 130 54.4 186 54.9 

　
  Poor 715 38.8 73 43.2 69 38.3 311 34.0 109 45.6 153 45.1 

Table 7 Patients characteristics, management and study outcomes according to the 

primar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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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급단계  산소투여 유량에 따른 사망률, 신경학적 예후와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1842명의 환자 가운데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비투여군 환자는 244명이었으며

(13.2%),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산소 투여군은 각각 573명(31.1%), 607명(32.9%), 

418명(22.7%)으로 관찰되었다.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비투여군 환자의 사망률은 34.8%였으며, 이에 비하여 저농도 

산소투여군은 32.3%로 낮은 사망률을 보인 반면 중간농도 산소투여군은 39.9%, 고

농도 산소투여군은 41.1%로 보다 높은 사망률이 관찰되었다. (Table 8) 

중증두부손상의 사망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684명의 사망환자 가운데 

637명(93%)이 병원 내원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680명(99%)

이 병원 내원 7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관찰되어 대부분의 중증두부손상의 사

망은 3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관찰되었다.

글래스고우 결과척도(GOS)를 기준으로 좋은 신경학적 예후를 보인 환자는 전체에서 

61.2% 였으며, 비투여군에서는 62.3%,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산소 투여군에서는 

각각 66.5%, 58.6%, 56.9%로 관찰되었다.

　 　
Total No oxyge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N % N % N % N % N %

Total 1842 100.0 244 100.0 573 100.0 607 100.0 418 100.0 

Survival outcome

Survival to 
discharge 1158 62.9 159 65.2 388 67.7 365 60.1 246 58.9 

Expired 684 37.1 85 34.8 185 32.3 242 39.9 172 41.1 

Neurologic outcome (Glasgow Outcome Scale)

Good (1~2) 1127 61.2 152 62.3 381 66.5 356 58.6 238 56.9 

　 Poor (3~5) 715 38.8 92 37.7 192 33.5 251 41.4 180 43.1 

Table 8 Outcomes of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according to the administered 

oxyge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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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투여량과 사망률과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하였다.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를 기준으로 보정하지 않은 첫 번째 

모델에서는 보정되지 않은 교차비(OR)를 산출하였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환자의 

성별, 나이, 기저질환에 대하여 보정(AOR 1)하였으며, 최종 모델에서는 성별, 나이, 

기저질환, 계절, 요일, 사고기전, 의도성, 알코올섭취, 현장도착시간, 현장체류시간, 

이송시간, 의식, 혈압, 호흡수를 보정한 교차비(AOR 2)를 산출하였다. (Table 9)

보정되지 않은 교차비(OR)는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산소투여군에서 각각 0.89 

(95% CI, 0.65~1.22), 1.24 (95% CI, 0.91~1.69), 1.31 (95% CI, 0.94~1.82)로 관찰되었고, 

　 　 Total
Primary 
outcome Unadjusted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N N % OR (95% CI) OR (95% CI) OR (95% CI)

Primary outcome : in-hospital mortality

Total 1842 684 37.1 

Oxygen Flow(L/min)

No oxygen 244 85 34.8 1.00 1.00 1.00 

Low flow 
(1-5L/min) 573 185 32.3 

0.89 
(0.65-1.22)

0.88 
(0.64-1.21)

0.86 
(0.62-1.20)

Mid flow 
(6-14L/min) 607 242 39.9 

1.24
(0.91-1.69)

1.25 
(0.92-1.70)

1.15 
(0.83-1.60)

High flow 
(15L/min) 418 172 41.1 1.31

(0.94-1.82)
1.33 

(0.96-1.86)
1.21 

(0.83-1.73)

Secondary outcome : poor neurologic outcome (GOS 3~5)

Total 1842 715 38.8 

Oxygen Flow(L/min)

No oxygen 244 92 37.7 1.00 1.00 1.00 

Low flow 
(1-5L/min) 573 192 33.5 0.83

(0.61-1.14)
0.82 

(0.60-1.13)
0.80 

(0.57-1.10)

Mid flow 
(6-14L/min) 607 251 41.4 1.17

(0.86-1.58)
1.17 

(0.86-1.59)
1.09 

(0.78-1.50)

　 High flow 
(15L/min) 418 180 43.1 1.25

(0.90-1.73)
1.27 

(0.92-1.76)
1.15 

(0.81-1.64)

Model 1 : Adjusted by gender, age, underlying co-morbidity

Model 2 : Adjusted by gender, age, underlying co-morbidity, season, weekday, 
mechanism, intent, alcohol, response time interval, scene time interval, 
transport time interval, patient alertness, low blood pressure, abnormal 
respiration rate, intravenous fluid.

Table 9 Association between prehospital oxygen administration and hospit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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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델 및 최종 모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저농도 산소투여 그

룹이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중간농도, 고농도 산소투여 그룹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이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산소투여량과 신경학적 예후와의 상관관계를 마찬가

지로 산출하였고, 사망률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반된 흉부손상의 유무에 따른 사망률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전체 1842명의 

환자 가운데 447명(24.2%)의 환자가 적어도 하나의 흉부손상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흉부손상이 없는 1375명의 환자들의 사망률은 34.7%였으며, 산소 비투여군,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산소투여군의 사망률은 각각 34.3%, 29.4%, 37.5%, 39.1%로 저농도 

투여군에서 더 낮은 사망률이 관찰되었으며, 흉부 손상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산

소 비투여군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37.5%)을 보였다. (Figure 5)

흉부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13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하위집단 분석에서 보

정되지 않은 교차비 (OR)는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산소투여군에서 각각 0.79 

(95% CI, 0.56~1.12), 1.14 (95% CI, 0.81~1.61), 1.22 (95% CI, 0.85~1.77)로 관찰되었고, 

두 번째 모델 및 최종 모델에서도 전체 연구 집단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

었다.  

Figure 5 Mortality according to the associated chest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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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급단계  산소처치 후 산소 포화도에 따른 상호작용분석

산소포화도가 94%~98%의 환자군에서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을 참고그룹으로 

하였을 때, 저농도 산소투여군의 보정된 교차비는 0.80 (95% CI, 0.67~0.95)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낮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중농도 산소투여군은 1.10 (95% CI, 

0.94~1.29), 고농도 산소투여군은 1.18 (95% CI, 0.98~1.42)로 관찰되었다. (Table 10)

산소포화도가 99% 이상인 환자군에서 저농도 산소투여군의 보정된 교차비는 0.69 

(95% CI, 0.53~0.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사망률을 보였고, 중농도 산소투여군

은 1.05 (95% CI, 0.83~1.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농도 산소투여군은 

1.33 (95% CI, 1.01~1.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사망률이 관찰되었다. 

　 　 Outcome/Total Adjusted OR* 

　 　   n/N (%) OR* (95% CI)

Primary outcome : in-hospital mortality

Saturation 94-98%

No oxygen 48/132 (36.4) 1.00 

Low flow (1-5L/min) 127/354 (35.9) 0.80 (0.67-0.95)

Mid flow (6-14L/min) 143/336 (42.6) 1.10 (0.94-1.29)

High flow (15L/min) 96/232 (41.4) 1.18 (0.98-1.42)

Saturation 99-100%

No oxygen 37/112 (33.0) 1.00 

Low flow (1-5L/min) 58/219 (26.5) 0.69(0.53-0.91)

Mid flow (6-14L/min) 99/271 (36.5) 1.05 (0.83-1.34)

High flow (15L/min) 76/186 (40.9) 1.33 (1.01-1.74)

Secondary outcome : poor neurologic outcome

Saturation 94-98%

No oxygen 53/132 (40.2) 1.00 

Low flow (1-5L/min) 132/354 (37.3) 0.78 (0.66-0.92)

Mid flow (6-14L/min) 149/336 (44.3) 1.09 (0.93-1.27)

High flow (15L/min) 103/232 (44.4) 1.17 (0.97-1.41)

Saturation 99-100%

No oxygen 39/112 (34.8) 1.00 

Low flow (1-5L/min) 60/219 (27.4) 0.69 (0.53-0.91)

Mid flow (6-14L/min) 102/271 (37.6) 1.05 (0.83-1.34)

　 High flow (15L/min) 77/186 (41.4) 1.29 (0.98-1.69)

*Adjusted by gender, age, underlying co-morbidity, season, weekday, mechanism, intent, alcohol, response 
time interval, scene time interval, transport time interval, patient alertness, low blood pressure, abnormal 
respiration rate, intravenous fluid.

Table 10 Interaction analysis of study outcomes according to the prehospital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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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산소는 병원전단계에서 저산소증을 교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매우 흔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주로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ry)를 통한 산소포화도(SpO2)를 통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산소처치는 저산소증이 교정된 이후에는 잘 모

니터링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산소증 (Hyperoxia)은 저산소증 (Hypoxia) 못

지않게 흔하게 발생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5-47). 

본 연구에서는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군 보다 저농도 산소투여군에서 뚜렷한 낮은 

사망률이 관찰되었는데 산소포화도가 94%~98%인 그룹에서의 사망에 대한 오즈비는 

0.80(95% CI: 0.67-0.95), 99% 이상인 그룹에서의 오즈비는 0.69(95% CI:  0.53-0.9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외상성 두부손상환자에 있어서 저농도 산소투여

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두부손상 환자에서 산소투여가 뇌대사를 호전시키며, 뇌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48-49), 이에 따라 고농도 산소치료

(normobaric hyperoxia)를 권장하기도 하나 상반된 결과 또한 보도되고 있어(16)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상 소생술 (Pre-hospital Trauma Life Support; PHTLS)에서는 병원전 산소처치는 

환자의 호흡수에 따라 산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많은 수의 환자들이 

고농도 (15L/min)이 산소를 투여받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37). 활성산소가 주

요 장기 및 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연구되어 있으며, 특히 100% 산소는 심박

출량을 감소시키거나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뇌관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50-51). 짧은 이송시간과 저산소증의 위험을 고려할 때 고농도 산소투여의 

위험성은 무시되기 쉬우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병원전단계의 고산소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받아 산소포화도가 99%이상 유지되는 환자를 고산소증이 있을것으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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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86명(10.1%)의 환자가 이에 해당되었고, 이들의 사망률은 40.9%로 다른 어느

군의 환자보다도 높았다.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 대한 보정된 오즈비는 1.33 

(95% CI, 1.01~1.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고농도의 산

소투여가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몇몇 연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의 병원전 기도삽관 혹은 성문위 기도유지기등의 전문기도처치술 인한 병원전 

과호흡이 매우 흔하며(60%~70%) 이에 따른 위해를 경고하고 있으나(OR 3.99(95% 

CI:3.21-4.93))(52), 본 연구에서는 병원전 전문기도처치술은 1.4%로 매우 낮았으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몇몇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119 구급대에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및 중증외상세부상황표가 

작성된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조사를 실시한 중증외상환자데이터베이스(EMS-ST)를 

사용한 후향적 단면적 관찰연구로 119 구급대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응급실에 내

원한 중증외상환자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증 외상환자가 119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누락된 환자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둘째로, 본 연구에 있어서 산소포화도 94% 미만의 저산소증의 환자를 제외하였는데 

저산소증의 정의는 연구나 가이드라인마다 다르며(53-54), 저산소증의 병원 전 효과

에 대하여는 이미 밝혀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포화도 94%를 기준으로 삼았는

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7)의 산소투여 기준

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셋째로, 구급단계의 산소투여량을 노출변수로 제시하였지만, 노출의 정도를 평가하

기 위한 산소투여의 시점이나 투여시간은 본 연구 상황에서 평가할 수 없었다. 이

는 일반적인 후향적 관찰연구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병원전 처치 시간과 이송 

시간을 보정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 잘 조절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장체류시간과 이송시간을 합한 12분가량이 평균 병원

전 산소를 투여한 시간으로 가정하였을 때 병원 전단계의 짧은 시간의 고산소증이 

두부손상에 추가적으로 끼칠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맥혈 산

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뇌동맥 혈류 변화 같은 신체의 자가조절(Autoregula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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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초 이내로 즉각적이며(55),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에서 고압산소에 의한 

산소독성은 수십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특히 두부외상환자

의 경우 대부분 자가조절기능이 깨어져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57-58) 이에 따른 

고산소증에 의한 독성은 그 위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넷째로, 산소 독성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기존 연구의 생리학적 지표는 동맥혈산

소압 (PaO2) 혹은 뇌조직산소분압 (PbtO2) 이었으나 구급단계에서 상기 지표를 측

정하고 평가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맥박산소측정기를 통한 산

소포화도(SpO2)를 사용하였다. 맥박산소측정기의 경우 동맥혈산소분압이 100mHg 이

상이거나 환자의 산-염기 이상소견이 있을시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59)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다섯 번째로, 중증두부외상환자의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이 환자의 진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는 병원 전 산소등의 처치와 환자의 

진료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이며, 또한 초기 사망률, 지연된 사망률을 분석

하여 이를 보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망 환자가 (680/684, 99%) 72시

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원 환자의 경우 사망여부

를 확인 할 수 없어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최종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완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투여된 산소 유량에 따라 15L/min의 산소를 투여하였을 경우 고산소증

을 가정하였지만 폐환기 불균형(V/Q mismatch)을 유발할 수 있는 기흉

(Pneumothorax), 혈흉(Hemothorax) 등의 손상이나 고도, 산증 유무, 환자의 이산화

탄소 분압 등을 고려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동맥혈 산소분압, 두 개내압력, 두 개내 관류압력, 산소 래디칼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전국의 중증외상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여 구급단계에서 저농도 산소투여의 좋은 효과 및 고농도 산소투여의 위해 가능성

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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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중증두부외상 환자에 있어서 1~5L/min의 저농도의 산소투여 그룹이 산소를 투여하

지 않은 그룹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중증 두부외상환자의 병원전 저농도 

산소투여를 고려하여야 하겠다. 또한 구급단계에서 15L/min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

받은 그룹 가운데 산소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99%~100%인 환자에서 높은 사망률과 

장애율이 관찰되었다. 중증두부외상의 산소를 투여함에 있어서 적정한 산소포화도 

유지(94~98%)를 위한 적정농도의 산소투여가 필요하며, 과도한 고농도 산소투여

(15L/min)을 자제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잘 조절된 무작위 대조실

험 등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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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rehospital Oxygen Administration on Hospital 

Outcomes after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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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oxygen administration 

is needed to correct hypoxia and to prevent hyperoxia to prevent secondary brain 

injury. There is no guidelines on targeted oxygen administration for optimal 

saturation level for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in prehospital setting. 

We performed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hospital oxygen 

administration on hospital mortality and neurologic outcomes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Methods: This is a cross-sectional observational study using a nationwide registr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Assessed Severe Trauma(EMS-ST) database in 

Korea. In 2013 and 2015, adult patients with severe blunt traumatic brain injury 

(AIS scores 3 or above in head lesion) without hypoxia (less than 94% of oxygen 

saturation in prehospital pulse oximetry) was included. Main exposure was 

prehospital oxygen administration (No oxygen, 1~5L/min, 6~14L/min, 15L/min 

regardless of oxygen supply device) and primary outcome was in-hospital mortalit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prehospital 

oxygen supply was associated with stud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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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 total of 1,842 severe TBI patients were included and number of patient 

with no oxygen, low flow oxygen(1~5L/min), mid flow oxygen(6~14L/min), high flow 

oxygen(15L/min) was 244, 573, 607 and 418 respectively. Among them 684(37.1%) 

patients expired and mortality of each group was 34.8%, 32.3%, 39.9% and 41.1%. 

When compared with no oxygen group, odds(95% CI) adjusted by gender, age, 

underlying co-morbidity, season, weekday, mechanism, intent, alcohol, response 

time interval, scene time interval, transport time interval, patient alertness, low 

blood pressure, abnormal respiration rate, intravenous fluid) for mortality was 

0.86(0.62-1.20), 1.15(0.83-1.60), 1.21(0.83-1.73) in low flow oxygen, mid flow 

oxygen, high flow oxygen group and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In the interaction 

analysis, low flow oxygen (1~5L/min) showed significant good outcome when 

prehospital saturation was between 94~98% (AOR:0.80(0.67-0.95)) and above 99% 

(AOR:0.69(0.53-0.91)) in pulse oximetry and high flow oxygen (15L/min) showed 

significant poor outcome when prehospital saturation was above 99% in pulse 

oximetry (AOR:1.33(1.01-1.74), p-value : 0.04).

Conclusions: Prehospital low flow oxygen(1~5L/min) was associated with low hospital 

mortality when compared with no oxygen group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and high flow oxygen(15L/min) was associated with higher mortality 

and poor neurologic outcome. Proper therapeutic window(94%~98% in pulse 

oximetry) for prehospital oxygenation may improve mortality of severe TBI 

patients.

-----------------------------------------------------------------------------

Keywords: traumatic brain injury, hypoxia, hyperoxia, oxygen flow, prehospi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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