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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응급처치
(ER Management and Decision)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신 상 도

국내 전국 보험 청구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간장 및 담낭(S36.1)의 손상은

총 3,736건으로 연 평균 1,184건이 발생하며 이들 손상이 가진 환자 중 사망한 경우는 연 평

균 100건 당 8.3건으로 초과 사망비(Excess Mortality Ratio)가 12.9에 달하여 매우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간장의 손상은 복부 손상 전체의 발생 기전에 의해 설명된다. 대부분의 손상은 흔히 두

가지 손상기전, 둔상(Blunt)과 관통상(Penetrating)으로부터 발생하고, 이 각각은 서로 다른 병

태생리적 특징을 가진다. 둔상이 훨씬 흔한 손상기전이며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Compres-

sive, shearing, or stretching)에 의한 경우, 갑작스런 감속에 의한 장기의 이동에 의한 경우

(Deceleration-induced), 추락에 의한 경우(Fall)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반면 관통상

은 관통한 경로에 딸, 그리고 관통 유발물질이 칼과 같은 종류인지 총격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간장의 손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흔히 두경부, 흉부, 골반 및 사지 손상과 동반되어 나타

나는 다발성 손상이기 때문에, 진단 및 처치가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하여 일차 조사(Primary Survey)는 1) Airway maintenance with

C-spine control, 2) Breathing/ventilation, 3) Circulation with hemorrhage control, 4) Neurologic

disability, 5) Exposure, where the patient is completely undressed의 순서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평가는 가장 짧은 시간에 병력의 청취, 이학적 검진과정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차 조사과정에서 기도 폐색, 긴장성 기흉, 외부 대량 출혈, 개방성 기흉, 동요흉(Flail

chest), 심낭 압전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일차 조사 중 순환 유지 및 지

혈과정에서 치명적인 출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흔히 수행하는 방법이 FAST

(Focused Abdominal Sonographic examination for Trauma)이며 Subhepatic, Subxiphoid, Subsple-

nic, Bilateral Paracolic, Spuprapubic 뷔위를 평가하여 복강내 출혈을 파악한다. FAST는 복강

내 간장의 손상의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organ-specific 한 검사는 아니며,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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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일차조사가 마무리되고 환자에게서 치

명적인 손상이 배제된다면, Cervical spine lateral view, Chest AP view, Pelvis AP view를 촬영

하여 각 부위의 치명적인 손상을 확인한다.

이차 조사(Secondary Survey)는 일차 조사가 수행된 이후 각 부위별 손상을 자세히 파악하

는 과정이며, 이때 복부의 손상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복부에 대한 이학적 검진 역시

비특이적이며, 복무의 압통, 반발통, 팽만 등이 중요한 복부 손상의 증거일 수 있다.

복부 손상의 진단 및 치료는 환자의 불안정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복강

내 고형장기 특히 간장의 손상에서 출혈성 쇼크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방사선

중재술 혹은 수술적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기 Fluid resuscitation 및 수혈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안정 쇼크에서는 CT Angiography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인 FAST가 크게 도

움이 될 수 있으며 과거 흔히 복강내 출혈을 진단하던 복강 세척술(Diagnostic Peritoneal

Lavage)을 대체하고 있다. 반면 혈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경우 CT Angiography를 이용하

여 출혈부위를 정확히 평가하고 동반손상을 파악할 수 있다. CT angiography에서 대부분의

간 손상이 파악될 수 있으며, 간 손상의 중증도, 출혈 부위, 동반손상의 정도가 쉽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치료방향의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

참 고 문 헌

1.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Committee on Trauma: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for Doctors,

Instructor Course Manual, 6th ed. Chicago: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1997.

2. McKenney GS, Ochsner MG, Schmidt JA, et al: Can ultrasound replace diagnostic peritoneal lavage in

the assessment of blunt trauma? J Trauma 37:439, 1994.

3. Rozycki GS, Ochsner MG, Frankel HL, et al: A prospective study of surgeon-performed ultrasound as

the initial diagnostic modality for injured patient assessment. J Trauma 39:492, 1995.

4. Judith E. Tintinalli, Emergency Medicine: A comprehensive study guide-6th Ed. Chap. 260. McGraw-

Hill Companies, Inc.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