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UMA CENTER

2



1. 국내외상센터설립배경과역사

2. 외상센터개념소개및필요성

3. 외상센터운영경험

4. 외상센터설립의효과

5. 요약및결어

3

CONTENTS TRAUMA CENTER

대한외상마취연구회
창립학술대회 (21/10/2)



1. 국내외상센터설립배경과역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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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가능외상사망률 조사결과

예방가능외상사망률



HISTORY OF TRAUMA CENTER IN KOREA

10

• 2004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 응급의료센터 구축방안 연구”

→ 중증외상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 시작

• 2008년 외상특성화센터 지정 및 지원 사업

→ 2009년 전국에 중증외상특성화센터 35개소 지정운영

→ 전담인력 부족, 기존 응급의료시스템과 혼재

→ 최종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

• 2010년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 발표

→ 2011~2015년 총사업비 6161억원 / 전국 6개소 권역외상센터 설치

→ B/C 비율이 0.38~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아덴만 여명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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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연구 결과보고서”

• 2012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 권역외상센터 지정 및 설립 사업

https://www.medigatenews.com/news/print/342793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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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Captain Seok from Oman
➢ 04:48 AM : 아덴만여명작전 개시
➢ 08:30 AM 최영함으로 이송 후 응급처치
➢ 11:40 AM 오만 살랄라 공항 도착
➢ 11:55 AM Sultan Quboos Hospital 도착
➢ 12:55 PM Operation theatre



He was stabilized enough               
within one hour of arrival,                

and shifted to the operation theatre,
……

Medical Report from Sultan Qaboos Hospital    



Case Presentation              

• M/71, Incar TA (Driver)

• 앞서가는 포크레인을 추돌, OO 의료원으로 처음 이송

• Abdominal distension, Shock 증세 보였으나, 의료원의 CT 고장(?), 기계의

Quality 좋지 않아(?) 영상검사 없이 1339통해 본원 외상외과로 연락되어 전원

• Initial BP: 88/56 

• To ER: 2011/02/14 23:20, To OR: 2011/02/15 01:21

협진과 의뢰시각 진찰시각 기타

OS 2011-02-14-23:29 2011-02-14 23:35 

CS 2011-02-15 00:17 진료안보고 곧바로 수술실로 감

NS 2011-02-15 00:29 2011-02-15 00:54 

CASE 1 –외상센터운영전



INCLUSIVE TRAUMA SYSTEM ?

20Feliciano DV, et al, TRAUMA, 9th Edition 



INTRODUCTION OF TRAUMA CENTER

• 개념 : 365일 24시간교통사고, 추락등에의한다발성골절 출혈환자

등에대해병원도착즉시응급수술이가능하고최적의치료를제공할

수있는시설, 장비, 인력을갖춘외상전용치료센터

• 주요기능

• 24시간응급수술준비체계운영, 전용중환자병상가동등중증외상

환자에대한신속하고집중적인치료제공

• 외상치료전문인력양성, 외상환자에대한데이터생산등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연구소, 권역외상센터표준운영체계마련연구, 2019
21



INCLUSIVE TRAUMA SYSTEM ?

22Feliciano DV, et al, TRAUMA, 9th Edition 



HISTORY OF AJOU TRAUM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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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 응급의료센터 구축방안 연구‘

• 2008년 외상특성화센터 지정 및 지원 사업

• 2010년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

•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정사업

• …

• 2013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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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 SERVICE IN A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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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Patient 
to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ER
Trauma 
Center

Gyeonggi South Regional Trauma Center
Ajou University Hospital Trauma  Center











Action in a Trauma Bay – Ajou Trauma Center

구성원 환자 도착 전 1차 조사 2차 조사

의사 1
(침대 머리쪽)

납가운 착용
비닐 가운, 장갑, 고글 등 착용

각 구성원 역할 지정
도착 전 계획 수립 및 지시

초기 조사
기도 관리
경추 보호

구성원들에게 임무 지시
혈관 접근 경로와 수에 대한 결정 및 지시

영상검사 순서 정하기
시술 순서 정하기

수혈 종류와 수량 처방
혈액 검사 지시

필요 임상과 협진 지시
머리에서 발끝, 등 검사

영상검사 확인
입원, 수술 등 치료방침 결정

보호자들 면담

의사 2
(환자의 오른
쪽 어깨)

납가운 착용

기도 관리 보조
환자 탈의

중심정맥 혈관 확보
머리, 목, 체간부의 출혈 조절

진단적 시술 시행
동맥관 삽입

신체 검사 보조
채혈 보조

의사3
(환자의 왼쪽

다리)
납가운 착용

환자 탈의
소변줄 삽입

필요시 직장수지검사

하지 검사
골절 부위 고정

동맥혈 채혈(대퇴동맥) 



Action in a Trauma Bay – Ajou Trauma Center

구성원 환자 도착전 1차 조사 2차 조사

간호사 1

환자 정보 기록
외상팀 호출
납가운 착용

CCTV 촬영 준비 및 확인
수액 준비

요골 동맥 맥박 확인
기도 관리 보조

혈압측정
2-3분마다 V/S 측정

말초혈관 확보
주입된 수액량 확인
Applies ID arm band

약물 주입
혈역학적 정보 업데이트
(수액, ABGA, 약물 등)

환자 이동시 동행 및 감시

간호사 2

납가운 착용
수액 준비
동맥관 준비

석션 연결 및 준비
온담요 준비

수혈 담당
Directs attainment of supplies

시술 보조
말초혈관 정맥로 확보

심전도 리드 부착
환자 이동시 장비 확인

타 부서 연락 및 접촉체온 측정

간호사 3
채혈 준비

CCTV 촬영 준비 및 확인

필요 장비 준비
환자 옷 및 귀중품 확인

동맥혈 채혈 보조

환자 옷 및 귀중품 확인 및 전달
채혈 혈액 검사실 및 혈액원에 전송

전화 받기
협진 의뢰



아주대병원외상센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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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외상센터통계

34



아주대병원외상센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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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외상센터수술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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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상센터설립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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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kms.org/src/jkms-summary-AVF/jkms-36-e149-AVF.html



39https://jkms.org/src/jkms-summary-AVF/jkms-36-e149-AV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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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CASE 2 –외상센터운영후



Case Presentation              CASE 2 - 마취기록및 24시간수혈량

• Transfusion within 24 hours
• pRBC 12 units :  FFP 12 u: P-Conc 2u



5. 요약및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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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365일 최적치료 제공

✓외상전용시설 / 외상전담인력

✓MULTIDISCIPLINARY SIMULTANEOUS

APPROACH !!! = TEAM WORK !!!

✓SYSTEMS TO ACHIEVE ZERO

PREVENTABLE TRAUMA DEATHS….

대한외상마취연구회
창립학술대회 (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