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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서론: 외상 의료 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 외상 환자의 임상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 모형이나 장애와 같은 기능적 결과에 대한 

예측 모형의 개발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119 구급대로 이송된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내 사망과 중증 장애의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고 그 판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국내 10개 시도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서 이송된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전 구급 

자료와 이송 병원의 의무기록조사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원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환자의 개정외상점수와 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였다. 병원 내 사망에 대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 연령구간에 대한 계수를 개발하여 

손상 기전에 따라 산출하였다. 중증 장애는 병원 퇴원 시의 

글래스고결과척도가 1점 이상 3점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장애 

악화는 손상 전에 비해 병원 퇴원시의 글래스고결과척도가 1점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중증 장애 및 장애 악화의 예측 

모형을 손상기전이나 중증 두부 손상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판별 능력은 대해서는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를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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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결과: 총 14,791명의 급성 외상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병원 

내 사망과 중증 장애 및 장애 악화에 대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환자 중 2,764명이 사망하였고,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 모형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원내 사망에 

대한 예측 능력은 AUC값이 0.968(95% 신뢰구간: 0.965-

0.971)이었다.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서 개발한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은 AUC 값이 0.950 (95% 신뢰구간: 0.946-0.954) 

이었고,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은 0.816 (95% 신뢰구간: 0.809-

0.823)이었다. 

결론: 국내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병원내 사망과 중증 

장애, 장애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과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은 0.9 이상의 AUC값으로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을 보였고,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은 0.8 이상의 중등도의 판별 

능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는 외상 체계의 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 

주요어: 급성 외상,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사망, 장애, 질 관리 

학번: 201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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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상은 전세계적으로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서, 연간 500만명의 환자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1). 전세계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 1990년에 409만 

2천명에서 2010년에는 507만 3천명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외상은 사망뿐만 아니라 장애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보건학적으로 중요하다3,4).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 따르면, 손상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인구 

100,000명당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가 1990년에 4,634이었고, 2010년은 4,044였다5,6). 

질병관리본부 퇴원 손상 심층 자료와 통계청 사망 자료를 이용한 

국내 보고에서도 손상으로 인한 장애보정생존연수가 인구 

100,000명당 3,170으로 보고되었다7,8). 

외상 의료 체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내 사망이나 

손상 후 30일 사망 등을 결과 지표로 측정하여 왔다. 하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손상의 중증도, 손상 기전 등 환자군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 집단의 특성에 대한 보정 없이 

조사망률에 대한 비교만으로는 정확하게 외상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없다9). 그래서, 외상 의료 체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망 혹은 생존 예측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10-13). 그 중 

외상손상중증도점수(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RISS)는 

외상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인용되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10, 14, 15, 

16). 외상손상중증도점수는 손상의 해부학적 중증도, 손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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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생리적 반응, 손상 발생 전의 기저 건강 상태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손상중증도점수(Injury Severity Score, ISS), 

개정외상점수(Revised Trauma Score, RTS) 그리고 연령 구간을 

반영하여 관통상과 둔기 손상의 손상 기전에 따라 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해서 사망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 도구로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는 1987년 

미국외과학회 외상위원회(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Committee on Trauma)에서 구축한 Major Trauma Outcome 

Study (MTOS)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계수가 사용되어 

왔다17,18). 1987년 미국에서 외상 센터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모형의 계수는 국내와 같이 손상의 

역학적 특성이나 외상 의료 체계가 다른 인구 집단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2010년에 미국외과학회 외상위원회에서 

National Trauma Data Bank (NTDB)와 the NTDB National 

Sample Project (NSP)의 자료원을 이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으나 

국내 외상 인구 집단의 적용에는 타당도 평가가 필요하다19). 

국내에서도 외상손상중증도점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일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소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다20,21).  

선진국의 경우에 외상 의료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하고 있다22). 반면에 외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장애나 

노인 인구에서의 병원 입원은 증가하고 있다. 즉, 외상 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사망뿐만 아니라 장애와 같은 기능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23). 예를 들어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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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에서 외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직업으로의 복귀를 

예측하거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4,25). 외상성 

뇌손상에서의 혼수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뇌영상 검사 등을 

이용한 기능적 결과의 예측 연구도 보고되었다26). 하지만 외상 

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적용은 부족한 상태이다.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 예측 도구의 개발은 사망 외에 기능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질 관리를 통해서 외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에 이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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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과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의 

결과 지표에 대한 판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 급성 외상 환자에서 사망에 대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고,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둘째, 국내 급성 외상 환자에서 중증 장애 및 장애 악화를 예측하기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고,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셋째, 외국 연구 문헌의 외상손상중증도점수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외상손상중증도점수의 사망 및 장애에 대한 판별 능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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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원의 운영 체계 및 대상 등록 기준 

 

본 연구에서는 권역 단위 구급 기반 중증 외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28). 권역단위 구급 기반 중증 외상 데이터베이스는 인천, 

대구, 강원, 전남, 충남,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울산 등 10개 

시도를 대상 권역으로 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개 시도에서 시도 관할 소방서의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 중에서 119 구급일지 상에서 

‘질병 외’에 표기되어 외상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차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 대상 환자 중에서 다음 2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119 구급 활동 일지 기반의 일차 자료 

구축의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포함 대상 기준 1: 아래 3가지 기준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1) AVPU 방법으로 측정한 의식 수준이 언어에 반응, 통증에 반응, 

무반응 중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원 전 단계에서 측정한 3회의 수축기 혈압 결과 중 1회 이상 

<9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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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전 단계에서 측정한 3회의 호흡수 결과 중 1회 이상 

<10회/분 또는 >29회/분 

 

포함 대상 기준 2: 주증상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이거나, 

현장 처치 중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다음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료원의 제외 기준으로 

하였다.  

 

제외 대상 1: 포함 대상 기준 2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측정한 모든 수축기 혈압이 0mmHg이고 측정한 모든 호흡수가 

0회/분인 경우  

 

제외 대상 2: 의식 수준, 수축기 혈압, 호흡수가 모두 미상인 경우 

 

제외 대상 3: 병원 미이송 환자 

 

이상의 기준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훈련된 의무 기록 조사 요원이 구급 활동 일지에 기록된 환자 이송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표준 조사 기록지 양식에 준하여 의무 기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권역 단위 구급 기반 중증 외상 자료원의 최종 

등록 기준은 구급활동일지 기반 일차 자료원 구축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일차 추출된 환자 중에서 병원 의무 기록 조사가 가능한 

환자로 하였다. 구급 활동 일지 기반 자료원 구축의 선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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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여 의무 기록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병원이 폐업하거나, 

병원에서 의무 기록상 해당 환자를 찾을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의무 

기록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최종 자료원 구축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되는 자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 요원 교육과 질 관리 

회의를 통해서 관리하였다. 

 

나. 연구 대상 기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권역 단위 구급 

기반 중증 외상 자료원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손상을 유발한 

사고의 물리적 기전이 ‘운수사고’,‘추락 및 미끄러짐’, ‘둔상’, 

관통상’, 기계’로 조사되어, 외상성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자료원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손상 기전이 ‘온도  손상’, 

‘호흡 위험’,‘화학 물질 및 타물질 접촉’, ‘신체 과다 사용’ 등으로 

비외상성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의무 기록 

조사 상에서 손상 기전이 ‘기타’이거나 ‘미상’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 환자 중에서 수축기 혈압, 호흡수, 의식 

수준이 미상이어서 개정외상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와, 

손상중증도점수 항목이 미상인 경우도 연구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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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외상점수 및 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병원 의무 기록 조사 결과 상에서, 이송 병원에 도착한 후에 최초로 

측정된 글래스고혼수척도, 수축기 혈압, 호흡 수를 이용하여 

개정외상점수를 산출하였다. 병원 의무 기록 조사 상에서 

글래스고혼수척도나 수축기 혈압, 호흡 수가 미상인 경우에는 구급 

활동 일지에 기록된 최초 의식수준과 활력 징후로 대체하여 

개정외상점수 산출에 사용하였다. 의무 기록 상에서 호흡수가 

조사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에 병원 전 단계에서 기관내삽관이나 

성문위기도기를 시행하여 병원 도착 시에 환자의 실제 호흡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급 활동 일지에 기록된 최초 호흡수로 

대체하였다. 개정외상점수의 산출을 위한 정보가 구급일지 

자료에서도 미상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개정외상점수는 

아래 기준의 점수에 따라서 산출하였다(Table 1).    

 

Table 1 Revised Trauma Score category 

Points 
Glasgow Coma 

Scal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Respiratory rate 

(per minute) 

0 3     0 0 

1 4-5 1-49 1-5 

2 6-8 50-75 6-9 

3 9-12 76-89 >29 

4 13-15 >8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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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의 기준에 따라서 각 항목별 점수를 아래 식에 대입하여 각 

환자의 개정외상점수를 산출하였다.  

 

개정외상점수 = (0.9368 X 글래스고혼수척도 점수) + (0.7326 X 

수축기 혈압 점수) + (0.2908 X 호흡수 점수) 

 

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의무 기록에서 진단명과 영상 

의학 검사 소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무 기록 조사 요원이 

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척추, 상지, 하지, 

체표면 분류의 신체 부위별로 Abbreviated Injury Scale (AIS)을 

1점에서 6점까지 측정하였다28,29). 각 신체 부위별로 AIS가 3점 

이상인 경우를 각 신체 부위 외상의 중증도를 중증으로 정의하였다. 

손상중증도점수는 해부학적 부위 분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개의 신체부위의 최고점을 각각 제곱하여 합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손상중증도점수 = A2 + B2 + C2  

(A, B, C는 가장 높은 AIS 점수를 받은 3개의 신체 부위의 AIS 

점수) 

 

손상중증도점수는 최대 75점으로 해부학적 분류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6점이면 75점으로 정하였다. 손상중증도점수는 산출된 

수치가 8점 이하인 경우를 경증 외상, 9점 이상 15점 이하인 

경우를 중등도 외상, 16점 이상 24점 이하인 경우를 중증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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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이상 75점 이하인 경우를 위험 외상으로 분류하였다.   

 

라.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국내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의 

계수를 의무 기록의 환자 연령과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외상손상중증도 점수 중에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AT MT 

model)은 본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연령 구간,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에 대한 계수를 손상 기전 분류에 따라 개발하였다. 

연령 구간은 15세 미만, 1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5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계수를 산출하였다. 1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연령 

구간과 55세 이상 연령 구간에서는 손상 기전에 따라서 계수를 

별도로 산출하였다. 자료원 조사 지침서에서 손상 기전 변수는 

손상을 유발한 물리적 기전으로 정의되어 있다. 손상 기전 변수에서 

항목이 운수사고, 추락 및 미끄러짐, 둔상, 기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둔기 손상(Blunt injury), 변수 항목이 관통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관통상(Penetrating injury)로 구분하였다28). 의무 기록 조사 시에 

예기 손상(Sharp force injury)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통상으로 분류 

되었다. 각 분류군 별로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병원내 사망에 

대해서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여 계수를 산출하였다. 급성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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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예측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연령 구간 15세 미만 (관통상 혹은 둔기 손상) 

Logit(mortality) = α+β1age0-1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관통상) 

Logit(mortality) =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둔기 손상) 

Logit(mortality) =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관통상) 

Logit(mortality) =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둔기 손상) 

Logit(mortality) =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마. 급성 외상 환자의 중증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계수 산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AT SD model)개발을 위해서는 결과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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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여부로 하여 계수를 산출하였다.  

장애의 중증도는 의무 기록 상에서 급성 외상 환자의 병원 퇴원 

시의 장애를 글래스고결과척도(Glasgow Outcome Scale)에 따라 

평가하였다. 글래스고결과척도는 환자의 장애 정도를 사망 1점, 

지속 식물 상태 2점, 중증 장애 3점, 중등도 장애 4점, 좋은 회복 

5점으로 평가하고,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결과 지표로서 

중증 장애의 정의는 글래스고결과척도가 1점, 2점, 3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은 둔기 손상 

혹은 관통상의 손상 기전 분류에 따른 모형과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에 따른 모형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중증 두부 손상은 머리 

신체 부위의 AIS가 3점 이상 6점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머리 

신체 부위의 AIS가 3점 미만인 경우는 경증 두부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산출을 위해서 

사용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손상 기전 반영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 

 

연령 구간 15세 미만 (관통상 혹은 둔기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α+β1age0-1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관통상) 

Logit(severe disability)=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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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둔기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관통상) 

Logit(severe disability)=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둔기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 중증 두부 손상 반영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 

연령 구간 15세 미만 (중증 두부 손상 혹은 경증 두부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α+β1age0-1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경증 두부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중증 두부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경증 두부 손상) 

Logit(severe disability) =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중증 두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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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severe disability) = α+β1 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AT WD model)은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과 동일한 계수를 사용하되 결과 지표를 손상 전후 

장애의 악화로 정의하여 개발하였다. 장애의 악화는 의무기록 조사 

상에서 확인된 손상 발생 전의 글래스고결과척도에 비해서 병원 

퇴원 시의 글래스고결과척도가 1점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은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에서 산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장애 악화에 대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 손상 기전 반영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 

연령 구간 15세 미만 (관통상 혹은 둔기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 α+β1age0-1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관통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둔기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관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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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worsening disability) =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둔기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 중증 두부 손상 반영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 

연령 구간 15세 미만 (중증 두부 손상 혹은 경증 두부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α + β1age0-14 + 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경증 두부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15세 이상 55세 미만 (중증 두부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α+β1age15-54+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경증 두부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연령 구간 55세 이상 (중증 두부 손상) 

Logit(worsening disability)= α+β1age55-+β2Revised Trauma 

Score+ β3Injury Sever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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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 그리고 

급성 외상 장 악화 예측 모형의 각 결과 지표에 대한 판별 

능력(Discriminative power)를 평가하였다. 판별 능력의 평가는 각 

모형에 대해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를 

그려서 ROC curve 아래의 면적(Area Under the ROC curve; 

AUC)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AUC 수치가 0.5인 경우를 모형이 

비정보적인 경우, 0.5<AUC≤0.7이 모형이 덜 정확한 경우, 

0.7<AUC≤0.9인 경우를 중등도의 정확한 경우, 0.9<AUC<1를 

매우 정확한 경우로 판정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은 병원내 사망을 결과 지표로 하여 전체 

환자군,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군,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중에서 응급실 치료 

중에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판별 

능력을 AUC 수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전체 환자군 중에서 응급실 치료 중 혹은 병동이나 중환자실 입원 

후에 전원을 한 환자를 제외한 군,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군, 

입원한 환자 중에서 입원 후에 전원 환자를 제외한 군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도 응급실 혹은 입원 

후에 전원 환자를 제외한 군,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군,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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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에서 입원 후 전원 환자를 제외한 군을 대상으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 개발 자료원을 

이용하여 환자 연령(단위: 년)에 따른 전체 병원내 사망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큰 

연령대를 구분 기준으로 정하였다. 기존의 문헌에서 연령 구간의 

구분 기준이었던 55세 외에 50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를 

연령 구간으로 한 각각의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 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모형의 사망에 대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사. 급성 외상 장애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과 급성 외상 장애 악화 모형에 

대해서도 손상 기전 분류와 중증 두부 손상 여부 분류를 이용한 

모형 별로 전체 연구 대상 환자 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군에 대해서 AUC 값을 산출하여 

중증 장애 및 장애 악화에 대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급성 외상 장애 예측 모형의 경우도 전체 

환자군,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군에 

대해서 사망하거나 전원을 한 환자 군을 제외한 환자 군에 대해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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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작위 추출 표본을 이용한 중증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 평가  

 

전체 연구 대상 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 표본을 생성하였다. 무작위 

추출 표본은 원자료원을 이용하여 5회 무작위 추출을 하고 표본 

수는 100,000개로 정하여 생성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에 대해서 원자료원과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방법으로 생성된 추출 표본 자료원에 대해서 

사망 예측 능력을 평가하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과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에 대해서도 원자료원과 새로 

생성된 무작위 추출 표본에 대해서 중증 장애와 장애 악화에 대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자.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 모형과의 판별 능력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산출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과 기존의 문헌에서 

보고된 계수를 사용한 모형 간의 판별 능력을 비교하였다. 사용된 

기존 문헌 모형은 1)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2) The 

National Trauma Databank, 3) The National Sample Project로 

3가지 모형에 대해서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20). 본 연구의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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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의 3개 모형에 대하여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 

능력에 대해서 AUC 값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평가하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은 중증 장애 예측에 대해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의 3가지 계수를 사용한 모형에 

대해서 AUC 값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평가하였다. 또한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도 손상 전후의 글래스고결과척도의 악화에 

대해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 기존 문헌의 3개 모형과 그 예측 

능력을 비교하였다.  

 

차. 통계적 분석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이송한 119 구급대의 관할 10개 시도 

권역 분포, 손상의 의도성 여부, 이송된 응급의료센터의 수준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 변수는 t-검정,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 혹은 피셔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하였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 받은 주요 의료 처치와 응급실 진료 

결과와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후 진료 결과에 대해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정외상점수 산출을 위한 의식 평가 항목 점수, 

수축기 혈압 항목 점수, 호흡수 항목 점수와 개정외상점수에 대해서 

생존 환자와 사망 환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손상중증도점수 

산출을 위해서 각 신체 부위 별로 AIS 점수와 신체 부위별로 중증 

손상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고, 손상중증도점수의 중증도 분류 

기준에 대해서 생존 환자와 사망 환자 간에 비교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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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혼수척도, 수축기 혈압, 호흡수, 손상기전, 중증 두부 손상, 

연령 구간,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에 대해서 퇴원 시의 

글래스고결과척도 점수 구간별로 환자 군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과 지표를 전체 

병원내 사망으로 하여 연령 구간, 손상중증도점수, 개정외상점수를 

이용하여 손상 기전 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계수를 

산출하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과 지표를 글래스고결과척도가 1점에서 3점 사이인 경우를 중증 

장애로 하여 손상 기전, 중증 두부 손상 기준 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계수를 산출하였다. 판별 능력의 평가를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AUC값과 95% 신뢰구간을 측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서 AIC 값을 산출하였다. 모형의 예측 능력 

평가를 위해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생성하였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 방법으로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5회 표본 추출하여 100,000개의 관측치를 

가진 자료원을 생성하였다. 각 모형에 대해서 원자료원과 표본 추출 

자료원에 대해서 판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AUC 값과 95% 

신뢰구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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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정 외상 점수 

및 손상 중증도 점수의 산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시도에서 권역별 구급 기반 중증 

외상 자료원에 등록된 환자는 총 23,250명이었다. 23,250명 중에서 

수축기 혈압이 미상인 578명, 의식상태가 미상인 2명을 제외하여 

22,670명에 대하여 개정외상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중에서 손상 

기전이 비외상성 손상에 해당하는 7,036명을 제외하여 15,634명이 

외상성 손상환자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서 의무 기록 조사를 통해서 손상중증도점수를 평가할 수 

없었던 843명을 제외하여, 14,791명(63.6%)이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및 예측을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을 위한 최종 연구 대상 

환자 군으로 선정되었다(Fig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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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clus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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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14,791명의 급성 외상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이 71.0%였고, 연령은 48.5±20.2세였다, 연령대는 

0-14세 구간이 653명(4.4%)였고, 15-54세 구간이 8,306명 

(56.2%), 55-세 구간이 5,382명(39.4%)였다(Table2).  

권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4,377명(29.6%)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1,986명(13.4%), 충청남도 1,616(10.9%) 순이었다.  

이송된 응급의료센터 수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666명 

(18.0%)이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161명(41.7%)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4,744명(32.1%)이었고, 그 외 의료기관이 

1,220(8.3%)이었다.  

생존 및 사망 환자군 간의 비교에서는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생존 환자 군에 비해서 사망 환자 군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p<0.01).  

이송된 응급의료기관 수준 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률이 

18.3%,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0.0%,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9.0%, 

그리고 그 외 기관이 1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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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finding of study population 

Variable 

Total 

population 

Outcome 
P-

value 
Survival Mortality 

N % N % N % 

 Number 14,791 100.0  12,027 81.0  2,764 19.0   

Gender Male 10,505 71.0  8,505 81.0  2,000 19.0  0.09 

Female 4,286 29.0  3,522 82.2  764 17.8   

Age 

(years) 

Mean ± SD 48.5±20.2 47.3±20.2 53.7±19.4 0.01 

0-14 653 4.4  594 91.0  59 9.0  <0.01 

15-54 8,306 56.2  6,977 84.0  1,329 16.0   

55- 5,832 39.4  4,456 76.4  1,376 23.6   

Region Busan 1,489 10.1  1,210 81.3  279 18.7  <0.01 

Daegu 1,411 9.5  1,203 85.3  208 14.7   

Incheon 1,032 7.0  836 81.0  196 19.0   

Gwangju 696 4.7  587 84.3  109 15.7   

Deajeon 404 2.7  283 70.1  121 30.0   

Ulsan 686 4.6  546 79.6  140 20.4   

Gyunggi 4,377 29.6  3,613 82.6  764 17.5   

Gangwon 1,094 7.4  865 79.1  229 20.9   

Chungnam 1,616 10.9  1,284 79.5  332 20.5   

Jeonnam 1,986 13.4  1,600 80.6  386 19.4   

Intent of 

Injury 

Unintentional 13,131 88.8  10,866 82.8  2265 17.3   

Self-harm 632 4.3  392 62.0  240 38.0   

Violence 619 4.2  570 92.1  49 7.9   

Unknown 409 2.8  199 48.7  210 51.3   

Level of 

EDs 

Level 1 2,666 18.0  2,159 81.0  507 18.3  <0.01 

Level 2 6,161 41.7  4,927 80.0  1,234 20.0   

Level 3 4,744 32.1  3,845 81.1  899 19.0   

Level 4 1,220 8.3  1,096 89.8  12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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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단계에서 165명(1.1%)이 기관내삽관이나 성문위기도기를 

시행 받았고, 1,642명(11.1%)가 심폐 소생술을 받았으며, 정맥로 

확보가 841명(5.7%), 경추 고정이 8,986명(60.8%)였다(Table 

3.). 

이송 병원에 도착한 후에 받은 응급 처치는 기관내삽관이 

3,062명(20.7%), 심폐소생술이 1,648명(11.1%)이었다. 수혈을 

받은 경우가 1,572명(10.6%), 색전술이 53명(0.4%)이었다. 수술 

받은 환자가 2,441명(16.5%)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환자는 2,678명(18.1%)였다.  

연구 대상 환자의 임상 결과를 살펴 보면, 퇴원이 27.1%, 전원이 

18.2%, 입원이 40.3%였고, 응급실 내 사망은 14.1%였다(Table 

3). 입원 환자의 입원 후 진료 결과는 정상 퇴원이 63.9%였고 

전원이 22.5%, 입원 후 사망이 1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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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procedures during prehospital and in-hospital phase 

Clinical procedure 

Total 

population 

Outcome 
P-

value 
Survival Mortality 

N % N % N % 

Number 14,791 100.0  12,027 81.0  2,764 19.0   

Prehospital phase        

Advanced airway 165 1.1  34 20.6  131 79.4  <0.01 

Oxygen supply        

via nasal prong 3,195 21.6  2,923 91.5  272 8.5  <0.01 

 via facial mask 3,004 20.3  2,140 71.2  864 28.8  <0.01 

 via BVM 1,397 9.4  177 12.7  1,220 87.3  <0.01 

CPR 1,642 11.1  110 6.7  1,532 93.3  <0.01 

IV access 841 5.7  634 75.4  207 24.6  <0.01 

Cervical 

immobilization 
8,986 60.8  7,132 79.4  1,854 20.6  <0.01 

In-hospital phase        

ETI 3,062 20.7  1,266 41.4  1,796 58.7  0.20 

CPR 1,648 11.1  181 11.0  1,467 89.0  0.23 

Transfusion 1,572 10.6  959 61.0  613 39.0  0.07 

Embolization 53 0.4  29 54.7  24 45.3  <0.01 

Operation 2,441 16.5  2,087 85.5  354 14.5  <0.01 

ICU admission 2,678 18.1  2,013 75.2  665 24.8  <0.01 

*BVM: Bag Valve Mask,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V: 

Intravenous, ETI: Endotracheal Intub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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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inical outcome of study population 

Clinical outcome N % 

Number 14,791 100 

Clinical result at emergency department 

 Discharge 4,004 27.1  

 Transfer 2,694 18.2  

 Admission 5,953 40.3  

 Mortality 2,088 14.1  

 Others 42 0.3  

 Unknown 10 0.1  

Clinical result after admission 

Discharge 3,804 63.9  

 Hospital discharge 6 0.1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112 1.9  

 Transfer 1,338 22.5  

 Mortality 670 11.3  

 Others 22 0.4  

 Unknown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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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외상점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환자 군의 개정외상점수는 평균 

6.27, 표준 편차 2.29이었다. 생존 환자 군의 개정외상점수는 평균 

7.16, 표준 편차 1.06이었고, 사망 환자 군이 평균 2.43, 표준 편차 

2.26이었다(Table 5, p<0.01). 개정외상점수 산출을 위한 의식 

수준, 수축기 혈압, 호흡수 기준 별로 점수 분포는 표5과 같다. 

의식 수준 항목에서 글래스고혼수척도가 3점인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중에서 사망 환자의 비율이 79.2%이었고, 수축기 혈압이 0인 

경우에서는 사망 환자의 비율이 91.7%, 호흡수가 0인 환자에서는 

96.0%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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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nents of Revised Trauma Score  

Variable 
Total 

population 

Outcome 

P-value Survival Mortality 

 N % N % N % 

Number 14,791 100.0  12,027 81.0  2,764 19.0   

Glasgow coma scale 

 3 547 3.7  114 20.8 433 79.2 <0.01 

 4-5 2,166 14.6  420 19.4 1746 80.6  

 6-8 1,670 11.3  1351 80.9 319 19.1  

 9-12 2,430 16.4  2296 94.5 134 5.5  

 13-15 7,978 53.9  7846 98.4 132 1.7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0 2,021 13.7  168 8.3 1853 91.7 <0.01 

 1-49 51 0.3  23 45.1 28 54.9  

50-75 499 3.4  335 67.1 164 32.9  

 76-89 462 3.1  386 83.6 76 16.5  

 >89 11,758 79.5  11115 94.5 643 5.5  

Respiratory rate (per minute) 

0 1,587 10.7  64 4.0 1523 96.0 <0.01 

1-5 4 0.0  2 50.0 2 50.0  

6-9 29 0.2  10 34.5 19 65.5  

>29 2,316 15.7  1850 79.9 466 20.1  

10-29 10,855 73.4  10101 93.1 754 7.0  

Revised Trauma Score  

Mean ± SD 6.27±2.29 7.16±1.06 2.43±2.2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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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중증도점수 산출을 위해서 AIS 기준의 신체 부위별로 손상 

발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군에서 손상 부위가 

머리(49.8%), 하지(36.8%), 얼굴(35.5%) 순으로 많았다(Table 

6). 손상 부위 중에서 사망 환자 비율이 높은 부위는 흉부가 

34.4%로 가장 많았다(p<0.01).   

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은 8.57, 표준 편차는 

8.86이었다. 손상중증도점수가 경미한 외상인 9점 미만인 경우가 

56.2%였고, 9점 이상 15점 미만인 중등도 외상이 24.2%, 16점 

이상 25점 미만인 중증 외상이 12.4%, 25점 이상인 위험 외상은 

7.2%였다. 생존 환자 군과 사망 환자군의 비교에서는 생존 환자 

군의 손상중증도점수가 7.44±7.90으로 사망 환자 군의 

13.49±10.91보다 낮았다(p<0.01). 손상중증도점수 구간별로 사망 

환자의 비율을 보면, 위험 외상이 47.8%, 중증 외상이 30.5%, 

중등도 외상이 21.7%, 경미한 외상이 11.1%로 손상중증도점수가 

높은 구간일수록 사망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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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onents of Injury Severity Score 

Variable Total 

population 

Outcome P-

value Survival Mortality 

 N % N % N %  

Number 14,791 100.0  12,027 81.0  2,764 19.0   

Presence of injury at anatomical location 

head 7,369 49.8  5,915 80.3  1,454 19.7  <0.01 

face 5,246 35.5  4,288 81.7  958 18.3  0.32 

neck 425 2.9  353 83.1  72 16.9  0.35 

chest 4,094 27.7  2,687 65.6  1,407 34.4  <0.01 

abdomen 1,691 11.4  1,287 76.1  404 23.9  <0.01 

spine 3,167 21.4  2,795 88.3  372 11.8  <0.01 

upper 4,550 30.8  3,781 83.1  769 16.9  <0.01 

lower 5,440 36.8  4,331 79.6  1,109 20.4  <0.01 

surface 764 5.2  577 75.5  187 24.5  <0.01 

Presence of Severe injury at each anatomical location category (AIS≥3) 

head 3,164 21.4  2,244 70.9  920 29.1  <0.01 

face 64 0.4  28 43.8  36 56.3  <0.01 

neck 11 0.1  4 36.4  7 63.6  <0.01 

chest 2,338 15.8  1,391 59.5  947 40.5  <0.01 

abdomen 223 1.5  152 68.2  71 31.8  <0.01 

spine 251 1.7  219 87.3  32 12.8  0.01 

upper 103 0.7  82 79.6  21 20.4  0.66 

lower 1,439 9.7  1,038 72.1  401 27.9  <0.01 

surface 57 0.4  15 26.3  42 73.7  <0.01 

Injury Severity Score 

Mean ± SD 8.57±8.86 7.44±7.90 13.49±10.91 <0.01 

-8 8,311 56.2  7,392 88.9  919 11.1  <0.01 

9-15 3,582 24.2  2,805 78.3  777 21.7   

16-24 1,837 12.4  1,276 69.5  561 30.5   

25-75 1,061 7.2  554 52.2  507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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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의 퇴원시 글래스고결과척도 점수군에 따라서 1점에서 

5점까지와 미상인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군별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에 필요한 개정외상점수 

항목, 손상중증도점수, 연령 구간, 손상 기전 및 중증 두부 손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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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onents of Trauma Related Injury Severity Score according to Glasgow outcome scale at hospital discharge 

 
Total 

Glasgow Outcome Scale at Hospital Discharge 

1 2 3 4 5 Unknown 

N % N % N % N % N % N % N % 

Number 14,791 100 2,764 19 227 2 767 5 2,878 19 8,094 55 61 0 

Glasgow coma scale 

3 547 4 433 79 31 6 34 6 24 4 23 4 2 0 

4-5 2,166 15 1,746 81 103 5 96 4 105 5 106 5 10 0 

6-8 1,670 11 319 19 63 4 222 13 411 25 645 39 10 1 

9-12 2,430 16 134 6 17 1 167 7 590 24 1,510 62 12 0 

13-15 7,978 54 132 2 13 0 248 3 1,748 22 5,810 73 27 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0 2,021 14 1,853 92 38 2 24 1 28 1 67 3 11 1 

1-49 51 0 28 55 1 2 5 10 8 16 9 18 0 0 

50-75 499 3 164 33 20 4 40 8 148 30 125 25 2 0 

76-89 462 3 76 16 15 3 39 8 136 29 195 42 1 0 

>89 11,758 79 643 5 153 1 659 6 2,558 22 7,698 65 47 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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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Glasgow Outcome Scale at Hospital Discharge 

1 2 3 4 5 Unknown 

N %  N %  N %  N %  N % 

Respiratory rate (per minute) 

0 1,587 11 1,523 96 25 2 17 1 11 1 10 1 1 0 

1-5 4 0 2 50 1 25 0 0 0 0 1 25 0 0 

6-9 29 0 19 66 3 10 4 14 0 0 3 10 0 0 

>29 2,316 16 466 20 53 2 98 4 448 19 1,226 53 25 1 

10-29 10,855 73 754 7 145 1 648 6 2,419 22 6,854 63 35 0 

Blunt injury  

No 662 4 67 10 1 0 11 2 87 13 493 74 3 0 

yes 14,129 96 2,697 19 226 2 756 5 2,791 20 7,601 54 58 0 

Severe head injury 

No 11,627 79 1,844 16 71 1 333 3 2,047 18 7,288 63 44 0 

Yes 3,164 21 920 29 156 5 434 14 831 26 806 25 17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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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Glasgow Outcome Scale at Hospital Discharge 

1 2 3 4 5 Unknown 

N %  N %  N %  N %  N % 

Age category 

0-14 653 4 59 9 7 1 20 3 96 15 469 72 2 0 

15-54 8,306 56 1,329 16 116 1 402 5 1,569 19 4,858 58 32 0 

55- 5,832 39 1,376 24  104 2 345 6 1,213 21 2,767 47 27 0 

Revised trauma score 

Mean 6.3 

2.3 

2.4 

2.3 

4.6 

1.9 

6.3 

1.5 

7.1 

1.1 

7.4 

0.8 

6.0 

2.2 SD 

Injury severity score 

-8 8,311 56 919 11 36 0 93 1 1,067 13 6,167 74 29 0 

9-15 3,582 24 777 22 70 2 273 8 1,096 31 1,342 37 24 1 

16-24 1,837 12 561 31 57 3 222 12 513 28 478 26 6 0 

25-75 1,061 7 507 48 64 6 179 17 202 19 107 10 2 0 

Mean 8.6 

8.9 

13.5 

10.9 

17.3 

12.1 

17.0 

10.5 

10.8 

7.9 

5.0 

5.8 

8.3 

6.8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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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 14,79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내 사망을 

결과 지표로 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둔기 손상 및 관통상으로 구분되는 손상 

기전과 55세 기준 연령 구간별로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개발된 각 

계수는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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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variable and coefficients. 

Subgroup by injury 

mechanism and age 

variable and coefficients 

α β-RTS β-ISS β-AGE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Ds (N=14,791) 

Blunt or Penetrating, 0-14 -2.6413 1.0470 -0.0568  

Blunt, 15-54  -3.1150 1.0906 -0.0681  

Penetrating, 15-54 -3.0290 1.1260 -0.0513  

Blunt, 55-  -3.1150 1.0906 -0.0681 -0.9619 

Penetrating, 55- -3.0290 1.1260 -0.0513 -1.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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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원내 사망에 대한 판별 

능력 능력은 AUC값이 0.968 (95% 신뢰구간: 0.965-

0.971)이었다(Table 9).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예측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 AUC값은 0.958 (95% 신뢰구간: 

0.953-0.963)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에서 응급실 내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7,672명을 대상으로 예측 능력을 평가한 결과 AUC 값은 

0.910이었고, 95% 신뢰구간은 0.900-0.921이었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은 분석 대상 군에 따라서 모두 

AUC값이 0.9이상으로 매우 정확하게 평가되었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에 대해서 각 환자군 대상에 

따라서 개발된 모형 별로 그린 ROC 곡선을 그림 2,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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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Population N 
Mortality 

N (%) 
AUC 

95% 

Confidence 

interval 

AIC 

All traumatic injury 

population 

14,791 2,764 

(18.7) 

0.968 0.965-0.971 14,250 

Population visited  

level 1, 2 EDs 

8,827 1,741 

(19.7) 

0.958 0.953-0.963 8,768 

Population visited  

level 1, 2 EDs  

excluded ED mortality 

7,672 586  

(7.6) 

0.910 0.900-0.921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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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OC curve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all traumatic 

injur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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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OC curve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population 

visited level 1, 2 emergency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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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C curve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population 

visited level 1, 2 emergency departments and excluded mortality at emergency 

department. 

 

 

 

 

 

 

 



43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에 대해서 전원 여부를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 14,791명 중에서 응급실 체류 중에 전원되거나, 병실 

입원 후에 전원된 환자를 제외한 10,759명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의 AUC 값은 0.983 (95% 

신뢰구간: 0.981 - 0.985)이었다(Table 10.). 입원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AUC 값은 0.905 (95% 

신뢰구간: 0.894 - 0.916)이었고, 입원한 환자 중에서 최종 결과가 

전원인 경우를 제외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0.933 (95% 

신뢰구간: 0.923 - 0.943)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군에서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이 검증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전체 환자 

8,827명 중에서 응급실 혹은 입원 후에 전원된 환자를 제외한 

6,650명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의 

AUC 값은 0.975 (95% 신뢰구간: 0.971 - 0.979)이었다(Table 

11.). 입원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AUC 값은 0.881 (95% 신뢰구간: 0.867 - 0.895)이었고, 입원한 

환자 중에서 최종 결과가 전원인 경우를 제외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0.915 (95% 신뢰구간: 0.903 - 0.928)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전체 환자에서 전원을 제외한 경우와 입원 후 

환자 중에서 전원을 제외한 경우에서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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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ensitivity analysis: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for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mergency departments 

except transferred patients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mergency 

departments 

N 
Mortality 

N (%) 
AUC 

95% 

Confidence 

interval 

AIC 

Total population  14,791 2,764 

(18.7) 

0.968 0.965-0.971 14,250 

Total population 

except transferred 

patients 

10,759 2,764 

(25.7) 

0.983 0.981-0.985 12,263 

Population admitted  

at wards 

5,953 676 

(11.4) 

0.905 0.894-0.916 4,215 

Population admitted 

at wards except 

transfer after 

admission 

4,615 676 

(14.7) 

0.933 0.923-0.943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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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ensitivity analysis: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for population visited level 1-2 emergency departments 

except transferred patients 

Population visited level 

1-2 emergency 

departments 

N 
Mortality   

N (%) 
AUC 

95% 

Confidence 

interval 

AIC 

Total population  8,827 1,741 

(19.7) 

0.958 0.953-0.963 8,768 

Total population except 

transferred patients 

6,650 1,741 

(26.2) 

0.975 0.971-0.979 7,649 

Population admitted   

at wards 

4,049 586  

(14.5) 

0.881 0.867-0.895 3,350 

Population admitted at 

wards except transfer 

after admission 

3,029 586  

(19.4) 

0.915 0.903-0.928 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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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 개발에 사용된 전체 환자군 자료원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병원내 사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2).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크게 측정된 

연령은 54세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개발에 사용된 연령 

기준 변수의 55세 기준과 1세 차이였다. 

연령 구간을 55세 이상 기준 외에 5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기준으로 연령 구간 변수를 

만들고 각각 새로 모형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연령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들의 사망 예측 능력은 AUC 값이 

모두 0.9 이상으로 매우 정확한 예측 능력을 보였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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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ensitivity analysis by cut-off value of age index 

Age 

(years) 

Sensitivity 

(%) 

Specificity 

(%) 

Sum o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 

Positive 

Likelihood 

Ratio 

Negative 

Likelihood 

Ratio 

≥ 40 76.66 34.8 111.5 1.1768 0.6695 

≥ 41 75.40 36.28 111.68 1.1832 0.6782 

≥ 42 74.13 37.73 111.86 1.1905 0.6856 

≥ 43 72.47 39.34 111.81 1.1946 0.6999 

≥ 44 71.06 41.22 112.28 1.2089 0.7021 

≥ 45 69.39 42.91 112.30 1.2155 0.7133 

≥ 46 68.20 44.53 112.73 1.2295 0.7141 

≥ 47 66.28 46.45 112.73 1.2376 0.726 

≥ 48 64.51 48.32 112.83 1.2483 0.7345 

≥ 49 62.52 50.28 112.80 1.2574 0.7455 

≥ 50 61.25 51.87 113.12 1.2728 0.747 

≥ 51 58.72 53.90 112.62 1.2736 0.7659 

≥ 52 56.66 55.96 112.62 1.2864 0.7746 

≥ 53 54.27 58.39 112.66 1.3041 0.7833 

≥ 54 52.24 60.76 113.00 1.3315 0.7859 

≥ 55 49.78 62.95 112.73 1.3437 0.7977 

≥ 56 47.79 64.97 112.76 1.3644 0.8035 

≥ 57 45.51 67.22 112.73 1.3886 0.8105 

≥ 58 43.85 68.89 112.74 1.4097 0.815 

≥ 59 41.71 70.62 112.33 1.4197 0.8254 

≥ 60 39.83 72.18 112.01 1.4318 0.8336 

≥ 61 37.99 73.69 111.68 1.444 0.8415 

 

 

    (Continued) 



48 

 

      

Age 

(years) 

Sensitivity 

(%) 

Specificity 

(%) 

Sum o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 

Positive 

Likelihood 

Ratio 

Negative 

Likelihood 

Ratio 

≥ 62 36.18 75.25 111.43 1.4616 0.8481 

≥ 63 34.88 76.49 111.37 1.4833 0.8514 

≥ 64 32.74 77.82 110.56 1.476 0.8643 

≥ 65 31.01 79.21 110.22 1.491 0.8711 

≥ 66 29.27 80.60 109.87 1.5089 0.8775 

≥ 67 27.89 81.76 109.65 1.5291 0.8819 

≥ 68 26.63 82.79 109.42 1.5471 0.8863 

≥ 69 24.78 83.99 108.77 1.5484 0.8955 

≥ 70 23.30 85.06 108.36 1.5594 0.9017 

≥ 71 21.35 86.37 107.72 1.5664 0.9106 

≥ 72 19.54 87.50 107.04 1.5633 0.9195 

≥ 73 17.91 88.72 106.63 1.5872 0.9253 

≥ 74 16.17 89.84 106.01 1.5917 0.9331 

≥ 75 14.83 91.13 105.96 1.672 0.9346 

≥ 76 13.10 92.20 105.30 1.6793 0.9425 

≥ 77 11.69 93.21 104.90 1.7203 0.9475 

≥ 78 10.13 94.06 104.19 1.704 0.9555 

≥ 79 8.83 94.95 103.78 1.7491 0.9602 

≥ 80 7.60 95.70 103.30 1.7675 0.9655 

≥ 81 6.44 96.39 102.83 1.7846 0.9706 

≥ 82 5.50 96.96 102.46 1.8071 0.9747 

≥ 83 4.78 97.44 102.22 1.8648 0.9773 

≥ 84 3.80 97.78 101.58 1.7112 0.9839 

≥ 85 3.26 98.15 101.41 1.764 0.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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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derived by each age cut-off value 

Cut-off value 

of age 

older age group            

by each cut-off value AUC 95% CI 

N Mortality % 

Total 14,791 2,764 18.7    

0-49, 50- 7,481 1,693 22.6 0.968 0.964 0.971 

0-54, 55- 5,832 1,376 23.6 0.968 0.965 0.971 

0-59, 60- 4,447 1,101 24.8 0.968 0.964 0.971 

0-64, 65- 3,358 857 25.5 0.968 0.964 0.971 

0-69, 70- 2,441 644 26.4 0.967 0.964 0.970 

0-74, 75- 1,477 410 27.8 0.967 0.963 0.970 

0-79, 80- 727 210 28.9 0.967 0.963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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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성 외상 환자의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중증 외상 장애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 환자군 

14,7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증 장애는 병원 퇴원 시의 

글래스고결과척도가 1점 이상 3점 이하로 평가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모형1은 중증 외상 사망 예측 모형과 같이 연령 

구간(15세미만, 15세-54세, 55세 이상)과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에 대해서 손상기전에 따라 계수를 개발하였다. 

모형2는 연령 구간과,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에 대해서 중증 

두부 손상 여부에 따라서 계수를 개발하였다. 각 모형에 따른 

계수의 산출치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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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mergency departments: variable and coefficient 

 
variable and coefficient 

α β-RTS β-ISS β-AGE 

Model 1: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mergency departments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N=14,791) 

0-14 years -3.0710 1.0371 -0.1227  

Blunt, 15-54  -3.5817 1.0317 -0.1067  

Penetrating, 15-54 -2.8782 0.9959 -0.0784  

Blunt, 55-  -3.5817 1.0317 -0.1067 -0.7084 

Penetrating, 55- -2.8782 0.9959 -0.0784 -0.3757 

Model 2: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mergency departments classified by 

presence of severe head injury (3≤AIS score of head region≤6) (N=14,791) 

0-14 years -3.0710 1.0371 -0.1227  

Severe head injury, 15-54  -3.4214 0.8528 -0.0614  

No severe head injury, 15-54 -0.1485 0.6116 -0.1195  

Severe head injury, 55-  -3.4214 0.8528 -0.0614 -0.4808 

No severe head injury, 55- -0.1485 0.6116 -0.1195 -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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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AUC 값을 산출하였다(Table 15). 사망을 제외한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손상 기전에 따라서 분류한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948 (95% 신뢰구간: 0.944-0.952)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모형은 AUC값이 0.942 (95% 신뢰구간: 0.936-0.947)이었다.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서 개발한 예측 모형은 AUC 값이 

0.950 (95% 신뢰구간: 0.946-0.954)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의 AUC 값은 0.944 (95% 신뢰구간: 0.934-

0.949)이었다. 모든 판별 능력 평가에서 AUC값이 0.9이상으로 

매우 정확한 능력이 확인되었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에 대해서 각 환자군 

대상에 따라서 개발된 모형 별로 그린 ROC 곡선은 그림 5,6,7,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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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Population N 
Severe 

disability 
AUC 95% CI AIC 

Model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Level 1-4 EDs 14,791 3,757 0.948 0.944 - 0.952 16,766 

Level 1,2 EDs 8,827 2,318 0.942 0.936 - 0.947 10,167 

Model classified by severe head injury 

Level 1-4 EDs 14,791 3,757 0.950 0.946 - 0.954 16,766 

Level 1,2 EDs 8,827 2,318 0.944 0.934 - 0.949 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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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C curve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injury mechanism for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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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OC curve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severe head injury for population visited level 1-4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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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OC curve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injury mechanism for population visited level 1-2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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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OC curve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severe head injury for population visited level 1-2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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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에서 산출된 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의 악화를 결과 지표로 하여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Table 

16).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손상 기전에 따라서 

분류한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810 (95% 신뢰구간: 0.803-

0.817)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모형은 AUC값이 0.824 (95% 신뢰구간: 

0.815-0.832)이었다.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서 개발한 예측 모형은 AUC 값이 

0.816 (95% 신뢰구간: 0.809-0.823)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의 

AUC 값은 0.828 (95% 신뢰구간: 0.819-0.837)이었다.  

모든 판별 능력 평가에서 AUC값이 0.8이상으로 중등도의 판별 

능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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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Population N 
Worsening 

disability 
AUC 95% CI AIC 

Model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Level 1-4 EDs 14,791 6,018 0.810 0.803 - 0.817 19,991 

Level 1,2 EDs 8,827 3,551 0.824 0.815 - 0.832 11,890 

Model classified by severe head injury 

Level1-4 EDs 14,791 6,018 0.816 0.809 - 0.823 19,991 

Level 1,2 EDs 8,827 3,551 0.828 0.819 - 0.837 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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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자 14,791명 중에서 사망하거나 전원된 환자를 제외한 

10,689명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의 AUC 값은 손상 기전으로 이용한 모형이 0.873, 중증 두부 

손상을 이용한 모형이 0.866이었다(Table 17.).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전원된 

환자를 제외한 6,066명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의 AUC 값은 손상 기전으로 이용한 모형이 

0.867, 중증 두부 손상을 이용한 모형이 0.874이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전원된 환자를 제외한 10,689명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장애 악화 모형의 판별 능력의 AUC 값은 

손상 기전으로 이용한 모형이 0.750, 중증 두부 손상을 이용한 

모형이 0.761이었다(Table 18.).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전원된 환자를 

제외한 6,066명을 대상으로 한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의 AUC 값은 손상 기전으로 이용한 모형이 0.735, 중증 

두부 손상을 이용한 모형이 0.745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각 모형의 AUC값이 0.7에서 0.9사이로 

중등도의 판별 능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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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for patients except mortality or transfer case 

Population N 
Severe 

disability 
AUC 95% CI AIC 

Model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Level 1-4 EDs 10,689 683 0.873 0.859 - 0.887 5,081 

Level 1,2 EDs 6,066 315 0.867 0.848 - 0.887 2,479 

Model classified by severe head injury 

Level 1-4 EDs 10,689 683 0.879 0.866 - 0.892 5,081 

Level 1,2 EDs 6,066 315 0.874 0.855 - 0.893 2,479 

 

 

Table 18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for patients except mortality or transfer case 

Population N 
Worsening 

disability 
AUC 95% CI AIC 

Model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Level 1-4 EDs 10,689 2,774 0.750 0.734 - 0.760 12,242 

Level 1,2 EDs 6,066 1,318 0.735 0.720 - 0.750 6,352 

Model classified by severe head injury 

Level 1-4 EDs 10,689 683 0.761 0.750 - 0.771 12,242 

Level 1,2 EDs 6,066 1,318 0.745 0.730 - 0.760 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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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작위 추출 표본을 이용한 판별 능력 평가     

 

14,791명의 전체 연구 대상 환자 자료원을 이용하여 Randomized 

sampling with replacement 방법으로 100,000명의 무작위 추출 

표본을 생성하였다. 100,000명의 무작위 추출 표본 중에서 

원자료원에서 2회 추출된 경우가 34,902건(34.9%)로 가장 많았다. 

1회 추출이 25,564건(25.6%), 3회 추출이 23,715건 (23.7%)였다 

(Table 19). 가장 많이 추출된 경우는 9회 추출된 건으로 총 9례에 

해당하였다.  

원자료원과 무작위 추출 표본에 대해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원자료원에서는 전체 14,791 환자 

중에서 사망이 2,764명 (18.7%) 이었고, AUC 값은 0.968(95% 

신뢰구간: 0.965-0.971)였다(Table 20).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는 

사망이 18,676명(18.7%)이었고, 사망 예측 능력은 0.969 

(95%신뢰구간: 0.968-0.9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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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Number of selections for randomized sampling with replacement 

using the original dataset  

Number of 

Selections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number 

Cumulative 

percentage 

1 25,564 25.6 25,564 25.6 

2 34,902 34.9 60,466 60.5 

3 23,715 23.7 84,181 84.2 

4 10,888 10.9 95,069 95.1 

5 3,580 3.6 98,649 98.7 

6 960 1.0 99,609 99.6 

7 294 0.3 99,903 99.9 

8 88 0.1 99,991 100.0 

9 9 0.0 100,000 100.0 

 

Table 20 Prediction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using 

original dataset and randomly sampled dataset 

Dataset N Mortality (%) AUC 95% CI 

Original dataset 14,791 2,764 (18.7) 0.968 0.965-0.971 

Sampled dataset 100,000 18,676 (18.7) 0.969 0.968-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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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을 평가한 결과, 둔기 

손상 및 관통상의 손상 기전을 반영한 모형의 경우 원자료원에서 

AUC 값은 0.948 (95% 신뢰구간: 0.944-0.952)이었다(Table 21).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는 0.949 (95%신뢰구간: 0.947-

0.950)이었다.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 기준을 사용한 모형의 

경우에는 원자료원에서 AUC 값이 0.950(95% 신뢰구간: 0.946-

0.954)이었고,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는 0.951(95% 신뢰구간: 

0.949-0.952)이었다.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경우에는 둔기 손상 및 관통상 

의손상 기전 이용 모형의 경우 원자료원에서 AUC 값이 0.810(95% 

신뢰구간: 0.803-0.817)이었고,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는 0.809(95% 

신뢰구간: 0.806-0.811)이었다. 중증 두부 손상 기준 이용 모형은 

원자료원에서 0.816(95% 신뢰구간: 0.809-0.823)이었고,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는 0.815(95% 신뢰구간: 0.812-0.8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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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original dataset and randomly sampled dataset 

Outcome Model Dataset N Disability (%) AUC 95% CI 

Severe Disability       

by GOS 1-3 

Injury mechanism category 
Original dataset 14,791 3,757 (25.4) 0.948 0.944 0.952 

Sampled dataset 100,000 25,407 (25.4) 0.949 0.947 0.950 

Severe head injury category 
Original dataset 14,791 3,757(25.4) 0.950 0.946 0.954 

Sampled dataset 100,000 25,407 (8.3) 0.951 0.949 0.952 

Worsening GOS 

Injury mechanism category 
Original dataset 14,791 6,018(40.7) 0.810 0.803 0.817 

Sampled dataset 100,000 40,578(40.7) 0.809 0.806 0.811 

Severe head injury category 
Original dataset 14,791 6,018(40.7) 0.816 0.809 0.823 

Sampled dataset 100,000 40,578(40.7) 0.815 0.812 0.817 



66 

 

마.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 모형의 판별 능력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MTOS),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NTDB), The National Sample 

Project(NSP)에서 개발된 모형의 계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원을 이용하여 AUC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20).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 14,791명의 원자료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AUC 값은 0.968 (95% 

신뢰구간: 0.965-0.971)이었다. MTOS의 계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0.963 (95% 신뢰구간: 0.960-0.967), NTDB를 사용한 경우는 

0.954 (95% 신뢰구간: 0.951-0.958), NSP를 사용한 경우는 

0.945 (95% 신뢰구간: 0.951-0.958)이었다(Table22).  

본 연구의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AUC 값이 다른 3가지의 

기존 문헌 모형의 판별 능력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었다(p<0.01, 

Tab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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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AUC 95% CI 

AT MT model 0.968 0.965 - 0.971 

MTOS model 0.963 0.960 - 0.967 

NTDB model 0.954 0.951 - 0.958 

NSP model 0.945 0.941 - 0.949 

* AT MT: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23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Estimate 95% CI P-value 

AT MT model - MTOS model 0.004 0.003 - 0.006 <0.01 

AT MT model - NTDB model 0.013 0.011 - 0.015 <0.01 

AT MT model - NSP model 0.023 0.021 - 0.02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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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MTOS),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NTDB), The National Sample 

Project(NSP)에서 개발된 모형과 본 연구의 자료원을 이용하여 

AUC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20). 또한 본 연구 자료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과도 AUC 값을 

비교하였다.   

전체 환자군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증 두부 손상 기준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에 대해서 AUC 

값이 0.950 (95% 신뢰구간: 0.946-0.954)이었다(Table 24).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중증 장애 

예측 능력을 평가한 결과는 0.943 (95% 신뢰구간: 0.938-

0.947)이었다. MTOS, NTDB, NSP에서 개발된 기존 문헌 모형을 

이용한 경우는 AUC 값이 각각 0.937, 0.929, 0.924이었다. 

중증 두부 손상 기준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이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이나 기존 문헌에서 제안된 모형에 

비해서 예측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p<0.01, Tab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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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AUC 95% CI 

AT SD SH model  0.950 0.946 0.954 

AT MT model  0.943 0.938 0.947 

MTOS model  0.937 0.932 0.941 

NTDB model  0.929 0.924 0.934 

NSP model  0.924 0.919 0.929 

* AT SD SH model: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Severe Head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25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Estimate 95% CI P-value 

AT SD SH - AT MT model 0.005 0.004 0.006 <0.01 

AT SD SH - MTOS model 0.007 0.006 0.009 <0.01 

AT SD SH - NTDB model 0.014 0.012 0.016 <0.01 

AT SD SH - NSP model 0.021 0.018 0.02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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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자에서 사망을 제외한 12,027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중증 두부 손상 기준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 AUC 값은 0.871이었다(Table 26).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중증 장애 예측 

능력을 평가한 결과는 0.846이었다. MTOS, NTDB, NSP에서 

개발된 기존 문헌 모형을 이용한 경우는 AUC 값이 각각 0.830, 

0.821, 0.821이었다.  

사망을 제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중증 두부 손상 

기준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이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이나 기존 문헌에서 제안된 모형에 비해서 예측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p<0.01, Tab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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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AUC 95% CI 

AT SD SH model  0.871 0.860 0.882 

AT MT model  0.846 0.834 0.859 

MTOS model  0.830 0.817 0.844 

NTDB model  0.821 0.808 0.835 

NSP model  0.821 0.807 0.835 

* AT SD SH model: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severe head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27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Estimate 95% CI P-value 

AT SD SH - AT MT model 0.024 0.020 0.029 <0.01 

AT SD SH - MTOS model 0.041 0.034 0.047 <0.01 

AT SD SH - NTDB model 0.049 0.042 0.057 <0.01 

AT SD SH - NSP model 0.050 0.042 0.05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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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자 군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둔기 손상 혹은 관통상의 

손상 기전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사망 예측 

능력 AUC 값은 0.948이었고,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경우는 

0.943, MTOS, NTDB, NSP에서 개발된 기존 문헌 모형을 이용한 

경우는 AUC 값이 각각 0.937, 0.929, 0.924이었다(Table 28). 

손상 기전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이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이나 기존 문헌에서 제안된 모형에 비해서 예측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p<0.01, Table 29).  

사망을 제외한 12,027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둔기 손상 

혹은 관통상의 손상 기전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사망 예측 능력 AUC 값은 0.865이었고,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경우는 0.846, MTOS, NTDB, NSP에서 개발된 기존 

문헌 모형을 이용한 경우는 AUC 값이 각각 0.830, 0.821, 

0.821이었다(Table 30).  

손상 기전을 반영한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예측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p<0.01, 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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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AUC 95% CI 

AT SD BP model 0.948 0.944 0.952 

AT MT model 0.943 0.938 0.947 

MTOS model 0.937 0.932 0.941 

NTDB model 0.929 0.924 0.934 

NSP model 0.924 0.919 0.929 

* AT SD BP model: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blunt or penetrating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29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Estimate 95% CI P-value 

AT SD BP - AT MT model 0.005 0.004 0.006 <0.01 

AT SD BP - MTOS model 0.012 0.010 0.014 <0.01 

AT SD BP - NTDB model 0.019 0.016 0.021 <0.01 

AT SD BP - NSP model 0.024 0.021 0.02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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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AUC 95% CI 

AT SD BP model 0.865 0.854 0.877 

AT MT model 0.846 0.834 0.859 

MTOS model 0.830 0.817 0.844 

NTDB model 0.821 0.808 0.835 

NSP model 0.821 0.807 0.835 

* AT SD BP model: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blunt or penetrating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31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severe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Estimate 95% CI P-value 

AT SD BP - AT MT model 0.019 0.015 0.022 <0.01 

AT SD BP - MTOS model 0.035 0.029 0.041 <0.01 

AT SD BP - NTDB model 0.044 0.037 0.051 <0.01 

AT SD BP - NSP model 0.044 0.037 0.05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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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악화를 결과 변수로 한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에 

대해서도 중증 외상 사망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에서 제안된 

모형과 예측 능력을 비교하였다.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 기준을 반영한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816이었고(Table 32),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은 0.792, MTOS, NTDB, NSP 모형의 

경우 장애 악화 예측 능력이 각각 0.787, 0782, 0.782이었다. 

사망을 제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 

기준을 반영한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771이었고(Table 34),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은 0.731, 

MTOS, NTDB, NSP 모형의 경우 장애 악화 예측 능력이 각각 

0.724, 0715, 0.713이었다.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둔기 손상 등 손상 기전을 반영한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810이었고(Table 36),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은 0.792, MTOS, NTDB, NSP 모형의 경우 

장애 악화 예측 능력이 각각 0.787, 0782, 0.782이었다. 사망을 

제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둔기 손상 등 손상 기전을 반영한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778이었고(Table 38),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은 0.731, MTOS, NTDB, NSP 모형의 경우 

장애 악화 예측 능력이 각각 0.724, 0715, 0.713이었다. 

모든 경우에서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더 높은 분별 능력이 확인되었다(p<0.01, Table 

33,3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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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AUC 95% CI 

AT WD SH model 0.816 0.809 0.823 

AT MT model 0.792 0.784 0.799 

MTOS model 0.787 0.780 0.795 

NTDB model 0.782 0.775 0.790 

NSP model 0.782 0.774 0.789 

* AT WD SH model: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severe head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33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Estimate 95% CI P-value 

AT WD SH - AT MT model 0.024 0.022 0.027 <0.01 

AT WD SH - MTOS model 0.028 0.025 0.032 <0.01 

AT WD SH - NTDB model 0.034 0.030 0.037 <0.01 

AT WD SH - NSP model 0.034 0.030 0.03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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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AUC 95% CI 

AT WD SH model 0.771 0.762 0.780 

AT MT model 0.731 0.722 0.741 

MTOS model 0.724 0.714 0.734 

NTDB model 0.715 0.705 0.725 

NSP model 0.713 0.703 0.723 

* AT WD SH model: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severe head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35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severe head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Estimate 95% CI P-value 

AT WD SH – AT MT model 0.039 0.036 0.043 <0.01 

AT WD SH - MTOS model 0.047 0.042 0.052 <0.01 

AT WD SH - NTDB model 0.056 0.050 0.062 <0.01 

AT WD SH - NSP model 0.058 0.052 0.06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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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AUC 95% CI 

AT WD BP model 0.810 0.803 0.817 

AT MT model 0.792 0.784 0.799 

MTOS model 0.787 0.780 0.795 

NTDB model 0.782 0.775 0.790 

NSP model 0.782 0.774 0.789 

* AT WD BP model: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blunt or penetrating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37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Model (N=14,791) Estimate 95% CI P-value 

AT WD BP - AT MT model 0.018 0.017 0.020 <0.01 

AT WD BP - MTOS model 0.022 0.019 0.025 <0.01 

AT WD BP - NTDB model 0.027 0.024 0.031 <0.01 

AT WD BP - NSP model 0.028 0.025 0.03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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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AUC 95% CI 

AT WD BP model 0.778 0.769 0.787 

AT MT model 0.731 0.722 0.741 

MTOS model 0.724 0.714 0.734 

NTDB model 0.715 0.705 0.725 

NSP model 0.713 0.703 0.723 

* AT WD BP model: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categorized by blunt or penetrating injury, AT model: Acute Trauma Mortality 

Prediction Model, MTOS mode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NTDB 

model: The National Trauma Data Bank, NSP model: The National Sample 

Project  

 

Table 39 Comparison of discriminative power of acute trauma worsening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blunt or penetrating injury category and 

previous model derived from MTOS, NTDB and NSP database for population 

excluded mortality 

Model (N=12,027) Estimate 95% CI P-value 

AT WD BP - AT MT model 0.029 0.027 0.032 <0.01 

AT WD BP - MTOS model 0.037 0.032 0.041 <0.01 

AT WD BP - NTDB model 0.046 0.041 0.051 <0.01 

AT WD BP - NSP model 0.048 0.042 0.05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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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0개 시도의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권역 

단위 구급 기반 중증 외상 자료원을 사용하였다. 시도 단위의 지역 

사회 기반 자료원을 이용하여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예측할 

수 있도록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14,791명의 환자가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 개발의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병원내 사망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하여 결과 지표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각 모형의 계수를 산출하고 

판별 능력을 평가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은 AUC값이 

0.968 (95% 신뢰구간: 0.965-0.971)로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을 

보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군이나 

(AUC값: 0.958, 95% 신뢰구간: 0.953-0.963), 그 중에서 응급실 

사망을 제외한 환자군 (AUC값: 0.910, 95% 신뢰구간: 0.900-

0.921)에서도 AUC값이 0.9이상으로 매우 높은 예측 능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외상 환자의 장애 발생에 대해서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은 

손상기전으로 구분한 모형의 경우 예측 능력에 대해서 AUC값이 

0.948 (95% 신뢰구간: 0.944-0.952)으로 높은 예측 능력이 

확인되었다.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 모형의 

경우에도 AUC값이 0.950 (95% 신뢰구간: 0.946-0.954)로 

측정되었다. 장애 악화를 결과 지표로 한 모형의 경우에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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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을 사용한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810 (95%신뢰구간: 

0.803-0.817)이었고, 중증 두부 손상 여부를 반영한 모형의 

경우에는 0.816 (95% 신뢰구간: 0.809-0.823)이었다.  

기존의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이용한 외상 환자의 생존 예측은 

1987년의 미국 MTOS 자료원을 이용하여 산출한 계수나 

2010년에 NTDB, NSP 자료원을 이용한 계수가 사용이 되고 있다. 

산출된 계수가 미국에서 1987년, 2010년에 산출된 점을 고려하면, 

손상의 역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내 인구 집단에 직접적인 적용에는 

제한이 있다. 기존의 모형에 과거 병력이나, 손상의 의도성, 

글래스고혼수척도 중 최고 운동 반응, 맥박/혈압 비율 등의 

심혈관계 지표 등을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예측 모형도 과거 

연구를 통해서 보고 되었다11,24). 이와 같이 외상손상중증도점수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포함할 경우에는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추가된 신규 변수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외상 자료원에 

수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역 간의 

혹은 국가 간의 외상 체계의 질 관리 및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상 환자에서 임상 결과 예측 모형의 개발과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연구 대상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대상 표본 수가 작을 경우, 예측 모형 개발에 사용되는 각 변수별로 

관측치가 적게 되고, 분석 결과의 통계적인 정확성이 감소하게 

된다28-32). 본 연구에서는 국내 10개 시도에서 수집된 14,791명의 

환자군이 모형 개발에 활용되었다. 외상 환자의 임상 결과 예측 

모형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 따르면 7,500명 미만의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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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연구가 고찰한 전체 연구의 58.9%를 차지하였다33). 

국내에서도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이용한 사망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일개외상센터를 방문한 

1,74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교통사고 환자 만으로 손상 

기전을 국한하여 1,8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표본 수나 

대표성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20,21,34). 외상 환자의 임상 결과는 

치료 받은 의료기관의 수준이나 외상의 중증도, 연령, 손상 기전 

등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119 구급대원이 병원 

전에서 측정한 개정외상점수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집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료 등록 환자의 32.1%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8.3%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약 40%의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병원으로 이송됨을 고려하면, 일개 

외상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병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예측 도구는 전체 외상 체계의 질 관리 및 평가에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 지자체 단위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기타 의료기관까지 이송된 

전체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 기록 조사를 하여 

구축된 자료원을 이용하였다. 권역 단위의 외상 체계의 모든 119 

구급대 이송 환자를 이송 병원 수준과 상관없이 모형 개발의 

자료원으로 이용하였다.  

외상 의료 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외상 체계의 질 관리를 위한 결과 

지표로서 사망뿐 만 아니라 기능적 결과에 대한 질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장애는 외상 환자의 주요한 기능적 결과 지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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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중증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1년 뒤의 장애 회복 

여부를 EuroQol-5D와 the Health Utilities Index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외상 후 1년 뒤에도 60%의 환자가 EuroQol-5D의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35). 특히 외상성 뇌손상은 사망뿐 만 아니라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미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44세 미만의 젊은 연령 군에서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입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입원이 2001-2002년에 비해서 2009-2010년에 

인구 100,000명당 191.5명에서 294.0명으로 증가하였다36,37). 

외상성 뇌손상은 사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입원한 환자의 43%가 

외상 후 1년 뒤에 관련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30만명이 외상성 뇌손상과 관련된 일상 

생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8,39). 본 연구에서는 

중증 장애나 장애 악화를 결과 지표로 하여 급성 외상에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손상 기전에 따른 모형 

외에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에 따른 모형을 개발하였다. 중증 

장애에 대한 예측 모형에서도 AUC값이 손상 기전을 이용한 모형의 

경우 0.948,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로 개발한 모형의 경우 

0.950으로 매우 정확한 예측력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애 예측 모형은 기존의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당 변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원을 활용하여 장애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예측 능력을 1987년 The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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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 Outcome Study에서 제안된 모형과 2010년 The National 

Trauma Databank 자료로 제안된 모형, 그리고 2010년 The 

National Sample Project에서 제안된 모형과 사망, 중증 장애, 장애 

악화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의 AUC 값이 0.968로 MTOS, NTDB, 

NSP에서 제안된 모형의 AUC 값 0.963, 0.954, 0.94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p<0.01). 급상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이나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 등 장애를 

결과로 개발한 모형의 경우에도 기존의 모형에 비해서 높은 판별 

능력을 보였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경우 중증 두부 

손상 동반 여부를 반영한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950인데 

비해서 NSP 자료 이용 모형은 0.924로 0.021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1). 장애 악화를 결과로 한 중증 두부 손상 반영 

모형의 경우에도 AUC 값이 0.816이었던 데에 반해서 NSP 모형은 

0.782로 0.034의 유의한 차가 확인되었다(p<0.01).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원을 사용한 사망 예측 모형의 계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장애 악화 예측에 있어서 급성 외상 장애 악화 예측 모형에 비해 

0.024 (95%신뢰 구간: 0.022 – 0.027)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외상손상중증도점수 방법론을 이용한 예측 모형이 급성 외상으로 

인한 장애 예측에 이용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망 예측 모형의 계수 외에 장애를 결과로 한 모형의 

계수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해야 한다.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에 대해서 예측 능력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자료원을 이용하여 무작위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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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한 후에 표본 추출 자료원을 이용해서 다시 예측 능력을 

평가하였다. 재추출을 허용한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사망 예측 

모형에 사용된 14,791명의 자료원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을 하여 

각각 100,000명의 무작위 추출 표본을 생성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경우,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도 원자료원과 같이 

0.9이상의 높은 예측 능력이 관찰되었다. 원자료원만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서 무작위 추출 표본 평가를 통해서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으나, 모형의 정확한 예측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자료원을 이용한 외적 타당도 평가가 필요하다.  

MTOS, NTDB, NSP에서 연령 구간의 기준으로 사용된 55세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연령과 병원내 사망 간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50세부터 80세까지 5세 단위로 연령 분류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큰 연령은 54세로 기존의 

55세와 거의 같은 연령대였고, 각 5세 구간별로 개발한 모형도 

기존의 55세 기준의 모형과 거의 같은 0.96이상의 AUC값을 

보였다. 외상손상중증도점수 모형에서 연령 구간의 재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기존의 55세 이상 기준에 추가적으로 65세 이상 

기준, 5구간 분류, 10구간 분류, 연속 변수 처리 등을 시도하였으나 

예측 능력에서는 큰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41). 하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와 손상 기전의 변화 등이 외상 환자의 연령 기준 설정에 

따른 예측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자료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Akio Kimura 등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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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손상중증도점수 계수 산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42,43). 

이 연구에서는 외상손상중증도점수의 항목 중 연령을 구간으로 

나누거나 연속변수로 처리하고, 개정외상점수를 구성하는 의식 

수준, 수축기 혈압, 호흡수를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같이 연령을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고, 개정외상점수를 반영한 

경우에 변수의 계수가 손상중증도점수가 -0.0679, 개정외상점수가 

1.0096, 연령 구간이 -1.492, 그리고 절편이 -1.9502였다. 본 

연구의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경우, 둔기 손상의 경우, 

손상중증도점수 -0.0681, 개정외상점수가 1.0906, 연령 구간이 –

0.9619, 그리고 절편이 -3.1150였다. Akio Kimura의 연구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최적화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손상 기전이 둔기 손상에 한정하여 

개발하였고, 사용한 자료원인 Japan Trauma Databank에서 

손상외상중증도점수 산출에 필요한 정보의 누락이 많아서 전체 

둔기 손상의 61.3%만 모형 개발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둔기 

손상과 관통상을 모두 포함하였고, 질 관리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과정에서 손상중증도점수 누락으로 제외된 증례가 

15,634건 중에서 843건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의 판별력을 가지는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계수를 이용하여 향후 외상 

체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W-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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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통계량은 특정 지역이나 의료 기관, 치료 단계 등의 세부 대상 

환자 군에 대해서 실제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여 관찰된 환자 수와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통해서 예측된 환자 수의 차를 백분율로 

산출하게 된다. 즉, 본 연구에서 산출된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통해서 행정 구역 단위, 병원 전 단계 혹은 병원 치료 단계 등에 

대해서 W 통계량을 산출하고, 지역 단위의 외상 체계나 외상 체계 

구성 요소의 기능을 평가하고 질 관리하는 데에 이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역 사회 단위의 119 구급대를 이용한 급성 외상 

전수에 대해서 자료원을 구축하고,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을 갖는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정확한 W 통계량 산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망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나 장애 악화와 같은 기능적 

결과에 대해서도 W 통계량을 산출하여 사망 만이 아닌 기능적 

임상 결과의 개선과 질 관리에도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1년간 119 

구급대로 10개 시도에서 이송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119 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은 외상 환자군의 자료원의 

추가나 전국 단위의 다년간 자료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개 병원의 참여가 아닌 시도 단위의 119 구급대 이용 급성 외상 

환자가 포함되고 이 환자에 대해서 의무기록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구축한 점은 기존 연구에 비해서 대표성 확보에 이점이 있다. 둘째, 

모형 개발에 필요한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 연령, 손상기전 

등을 후향적 의무 기록 조사로 수행하였다. 훈련 받은 조사요원이 

표준 조사 기록지로 의무 기록을 조사하고 질 관리 과정을 

거쳤으나, 개별 의료 기관의 의무 기록 원자료의 완성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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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정확한 평가에 제한이 있다. 셋째, 연령구간, 

손상중증도점수, 개정외상점수 외에 새로운 생리학적 인자나 지표를 

추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수의 추가는 사망이나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예측 모형은 분별력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 혹은 지역 간의 비교의 용이성이나 

임상적 활용의 용이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상손상중증도점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외상손상중증도점수가 산출 가능한 

자료원에서는 본 모형을 적용하여 외상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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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국내 급성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외상점수, 

손상중증도점수, 연령 구간을 이용하여 외상손상중증도점수를 사망 

및 장애 예측에 대하여 산출하였다. 

급성 외상 사망 예측에 대해서는 AUC 값이 0.968(95% 신뢰구간: 

0.965-0.971)로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이 확인되었다. 급성 외상 

중증 장애 예측 모형의 경우 AUC 값이 0.950(95% 신뢰구간: 

0.946-0.954)로 매우 정확한 판별 능력을 보였고, 장애 악화 예측 

모형의 경우 0.816 (95% 신뢰구간: 0.809-0.823)으로 중등도의 

판별 능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국내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및 장애 예측에 

대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계수는 기존의 외국 모형 비해 높은 판별 

능력을 보였고, 향후 국내 외상 외상 체계의 평가 및 질 관리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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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ification of the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o Predict Mortality and Disability for Acute Trauma 

Patients in Korea 

 

                      Ki Jeong Hong 

Department of Medicine, Forensic Medicine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Prediction models to assess clinical outcome of trauma patients 

have been developed to monitor and improve trauma care system.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mortality and disability after acute trauma is limited in 

Korea. The goal of this investigation is to develop coefficient of Trauma 

Related Injury Severity Score (TRISS) to predict mortality and disability for 

acute trauma patients in Korea.  

Methods: We us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based severe trauma database 

enrolled severe trauma cases transported and assessed by 119 fire department 

from January to December 2013 in 10 provinces in Korea. We assessed revised 

trauma score and injury severity score for enrolled cases. We developed 

modified coefficient of TRISS model using age index, revised trauma 

score(RTS) and injury severity score(ISS)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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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ng or blunt injury. We also developed prediction model for severe 

disability or worsening disability measured by Glasgow outcome scale. We 

developed disability prediction model using age index, RTS and ISS classified 

by injury mechanism or presence of severe head injury. We assessed 

discriminative power of each model by Area Under the ROC Curve (AUC) 

value.  

Results: Total 14,791 patients were enrolled. 2,764 cases were mortality and 

injury severity score was 8.57±8.86. AUC value of acute trauma prediction 

model for in-hospital morality was 0.968(95% Confidence Interval (CI): 0.965-

0.971). We assessed discriminative power of model predicting severe disability 

classified by presence of severe head injury. AUC value was 0.950(95% CI: 

0.946-0.954). 

Conclusion: We developed modified TRISS to predict mortality, severe 

disability and worsening disability of acute trauma patients. Predicting model 

for mortality and severe disability showed excellent discriminative power with 

AUC value higher than 0.9. AUC value of prediction model for worsening 

disability was higher than 0.8. 

………………………………………………………………………………….. 

Keywords: Acute trauma, Trauma related injury severity score, Mortality, 

Disability, Quality improvement   

Student Number: 2011 - 30620 

 


	1. 서론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원의 운영 체계 및 대상 등록 기준                                            
	나. 연구 대상 기준                                                                 
	다. 개정외상점수 및 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라.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마. 급성 외상 환자의 중증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계수 산출             
	바.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 평가 및 민감도 분석                        
	사. 급성 외상 장애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 평가 및 민감도 분석                       
	아. 무작위 추출 표본을 이용한 중증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 평가     
	자.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 모형과의 판별 능력 비교 분석     
	차. 통계적 분석                                                                     

	4. 연구 결과                                                                     
	가.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정 외상 점수 및 손상 중증도 점수의 산출             
	나.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다. 급성 외상 환자의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라. 무작위 추출 표본을 이용한 판별 능력 평가                                     
	마.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 모형의 판별 능력 비교 분석             

	5. 고찰                                                                             
	6. 결론                                                                             
	7. 참고 문헌                                                                     


<startpage>13
1. 서론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가. 연구 자료원의 운영 체계 및 대상 등록 기준                                             5
 나. 연구 대상 기준                                                                  7
 다. 개정외상점수 및 손상중증도점수 산출                                               8
 라.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10
 마. 급성 외상 환자의 중증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계수 산출              11
 바. 급성 외상 사망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 평가 및 민감도 분석                         16
 사. 급성 외상 장애 예측 모형의 판별 능력 평가 및 민감도 분석                        17
 아. 무작위 추출 표본을 이용한 중증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의 예측 능력 평가      18
 자.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 모형과의 판별 능력 비교 분석      18
 차. 통계적 분석                                                                      19
4. 연구 결과                                                                      21
 가.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정 외상 점수 및 손상 중증도 점수의 산출              21
 나. 급성 외상 환자의 사망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36
 다. 급성 외상 환자의 장애 예측을 위한 외상손상중증도점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50
 라. 무작위 추출 표본을 이용한 판별 능력 평가                                      62
 마. 급성 외상 사망 및 장애 예측 모형과 기존 문헌 모형의 판별 능력 비교 분석              66
5. 고찰                                                                              80
6. 결론                                                                              89
7. 참고 문헌                                                                      9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