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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응급진료 단계에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예후 예측 도구로서
MortalityinEmergencyDepartmentSepsis(MEDS)점수 체계의

적용

패혈증은 병원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히 치
료되지 않을 경우 30-5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환이
다.이에 최근의 치료 지침은 질환의 조기 인지의 필요성을 특히 강
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객관적,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기존에 쓰이던 도구들의
경우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유효성 평가가 이뤄진 것으
로 패혈증 환자의 조기인지가 주로 필요한 응급 진료 단계에서의 적
용을 위해 MEDS점수 체계가 개발되었다.MEDS점수 체계는 한번
의 후향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유효성 평가가 이뤄진 도구로 추가
적인 유효성 평가나 기존에 쓰이던 평가 도구들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없었던 점에 착안하여 전향적인 점수 체계의 평가 및 기존의 도구 중
유효성이 입증된 MODS,SOFA 점수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전신 감염증이 의심되는 2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내원시
MEDS,MODS,SOFA 점수를 계산하였고 6개월 후 의무 기록 검토
를 통해 진료 경과를 확인하였다.
MEDS,MODS,SOFA 점수 체계 모두 로지스틱 분석에서 유의한
사망 예측을 보여주었고,프로빗 분석 결과 점수대에 따라 유의하게
사망률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각 점수 체계의 사망 예
측력이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MEDS점수 체계의 경우 점



-iv-

수 체계에 제시된 임상적 기준값을 이용하여 사망 위험도에 따라 군
을 나눌 수 있었으며 생존 환자 대상의 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응급실
이후 입원 여부에 대해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MEDS,MODS,SOFA 점수 체계가 모두 응급실에 내
원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사망 관련 예후를 예측하는데 적합
하고 예측 정도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MEDS점수 체계는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점수 계산이 용이하고 사망 위험도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생존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응급진료 단
계에서 패혈증 의심 환자의 예후를 조기에 예측함에 있어 상당한 유
용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패혈증,예후,응급실,MEDS점수,MODS,SOFA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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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단계에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예후 예측
도구로서 MortalityinEmergencyDepartmentSepsis(MEDS)

점수 체계의 적용
<지도교수 김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태 녕

Ⅰ.서론

패혈증은 병원내 사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 중의 하나
로 30-50%의 높은 사망률을 초래한다.1.2패혈증의 병리와 치료에 대
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스테로이드 투여나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확실하게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3-10다만 진단 지연 내지 실패로 인해 적기에
항생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흔한 이유로
제시되었고,4,9최근의 치료 지침을 살펴보면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를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4,6-11따라서
패혈증 혹은 패혈증으로의 이환 단계에 있는 환자를 초기에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질환의 조기 인지와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으로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나 기준이 필요하다.패
혈증의 경우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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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APACHE),APACHE II,APACHE III 및 Simplified
AcutePhysiologicalScore(SAPS)와 같은 기존의 중증도 평가 도구나
Multiple Organ Dysfunction Score(MODS),Sepsis-related Organ
FailureAssessment(SOFA)나 CellularInjuryScore(CIS)와 같은 패
혈증과 연관된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organfailure)의 정도를 평
가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예후나 사망률의 예측을 연구해왔다.12-19이
같은 각 점수 체계(scoringsystem)들의 비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일부에서는 기존의 중증도 평가 도구에 비해 MODS나 SOFA,CIS와
같은 다발성 장기부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패혈증 환자에서 예
후 예측 능력이 더 높다고 주장하나 절대적으로 우수한 점수 체계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17-19

패혈증 환자의 대부분은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므로 응급실 단계에
서부터 환자의 중증도와 사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하지만 기존
의 예후 평가 도구들은 주로 중환자실 환자에 초점이 맞춰진 점수 체
계로 그대로 응급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MODS,SOFA,CIS와 같은 다발성 장기부전 평가 체계의 경우,예후
예측에 대한 유효성의 연구는 패혈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환자실
환자에 국한되어있어 응급진료에의 적용에 대해선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에도 패혈증 예후 예측 인자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
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대상이거나 패혈증 환자의 임상적 특성 중
예후와 관련 있던 부분을 검토한 정도에 그쳐 실제 응급실 단계에서
패혈증 환자의 예후 예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21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hapiro등은 응급실 단계에서 패
혈증 환자의 사망률 예측할 도구로서 Mortality in Emergency
DepartmentSepsis(MEDS)점수 체계를 개발한 바 있다.22MEDS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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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체계는 계산 방법이 간단하고 사망 위험도별 기준값(cut-off
value)이 제시되어있어 응급진료 단계에서 치료 방침을 정하기에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후향적인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개발되
었고 검증에 동일 기관의 임상자료만이 사용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MEDS 점수 체계가 국내 응급진료 현장에 이용되어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예후에 대한 예측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MEDS점수 체계 와 다발성 장기부전 평가 점수 체계인 MODS점수
및 SOFA 점수 체계의 예후 예측 능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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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대상 및 방법

2005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에 위치한
3차 종합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발열이 주호소인 환자,전
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원인 불명의 쇼크 상태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MEDS점수,MODS점수 및 SOFA 점수를 계산하였다(표
1,2,3).연구대상에 16세 미만의 환자,국소 감염 환자 및 의원성 감
염(iatrogenicinfection)환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MEDS점수 체계*

*Shapiroetal.(2003)22

Points
Terminalillness 6
Tachypnea/hypoxia 3
Septicshock 3
Platelets<150,000/mm3 3
Bandsform >5% 3
Age>65 3
Lowerrespiratoryinfection 2
Nursinghomeresident 2
Alteredmentalstat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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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MODS점수 체계*

*Marshalletal.(1995)12
† PAR(pressureadjustedheartrate)
:heartratex(centralvenouspressure/meanarterialpressure)

표 3.SOFA 점수 체계*

*Vincentetal.(1996)13
** Adrenergic agents administered for at least 1h (doses: μ

g/kg/min)
† Withventilatorysupport

대상 환자들의 예후는 응급실 내원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
무 기록을 조사하여 입원 여부 및 최종 결과,재원 일수를 파악하였
다.환자의 예후는 내원 28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가망 없는 퇴원

Organsystem Score
0 1 2 3 4

Respiratory:PO2/FIO2ratio >300 226-300151-22576-150 ≦75
Renal:serum creatinine(mg/dl) ≦1.1 1.2-2.2 2.3-3.9 4-5.6 ≧5.7
Hepatic:serum bilirubin(mg/dl) ≦1.2 1.3-3.5 3.6-7 7-14 >14
Cardiovascular:PAR† ≦10 10.1-15 15.1-20 20.1-30 >30
Hematologic:plateletcount(x103/mm3)>120 81-120 51-80 21-50 ≦20
Neurologic:Glasgow ComaScale 15 13-14 10-12 7-9 ≦6

0 1 2 3 4
Respiratory:PO2/FIO2ratio >400 ≦400 ≦300 ≦200† ≦100†

Renal:serum creatinine(mg/dl)
orurineoutput(ml/d) <1.2 1.2-1.9 2.0-3.4 3.5-4.9or

<500
≧5.0or
<200

Hepatic:serum bilirubin(mg/dl)<1.2 1.2-1.9 2.0-5.9 6.0-11.9 ≧12.0

Cardiovascular:hypotension No
hypotension

MAP
<70mmHg

Dopamine≦
5or
dobutamine
(anydose)a

Dopamine
>5or
epinephrine
≦0.1or
norepinephri
ne≦0.1**

Dopamine
>15or
epinephrine
>0.1or
norepinephri
ne>0.1**

Hematologic:
plateletcount(x103/mm3) >1250 ≦150 ≦100 ≦50 ≦20
Neurologic:Glasgow ComaScale15 13-14 10-12 6-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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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bunddischarge)을 한 경우 ‘사망’,28일 이전에 정상 퇴원했거나
28일 이후까지 생존해 있었던 경우는 ‘생존’으로 분류하였다.연구에서
사용된 28일 이내 사망 기준은,비록 최근 들어 일부에서 논란이 제
기되고 있지만 미국 식약청(FoodandDrugAssociation,FDA)의 요
구지표이자 아직 대다수의 패혈증 관련 임상 연구에서의 사망 기준으
로 쓰이고 있다.23

MEDS점수 항목에 대해서는 ‘terminalillness’는 원격전이가 있는
악성종양의 경우,‘tachypnea/hypoxia’는 호홉수가 분당 20회 이상이거
나 말초 동맥혈 산소 포화도 90% 미만 혹은 일정 산소 포화도 유지
를 위해 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septic
shock’은 중증 패혈증(severesepsis:전신염증반응과 2가지 이상의 장
기 부전 동반)과 수축기 혈압 90mmHg이하의 저혈압이 동반된 경
우,‘lowerrespiratoryinfection’은 단순 흉부촬영상 침윤이 보이거나
임상적으로 강력히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nursinghomeresident'는
요양소 혹은 요양병원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상 침상상태(bed-ridden
state)를 지속하는 경우로 Shapiro 등22과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MODS,SOFA 점수의 호홉기계 항목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이 임상적
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을 0점
으로 하였고,MODS 점수의 심혈관계 항목에서 혈압 보정 심박수
(pressureadjustedheartrate,PAR)를 중심 정맥압을 측정하지 않아
구할 수 없었던 경우도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하였다.
MEDS,MODS,SOFA 점수 체계의 유효성 평가 및 비교를 위해
‘생존’내지 ‘사망’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Hosmer
-Lemeshow 적합성 검정(Hosmer-Lemeshow goodness-of-fittest)을
시행하여 p≧0.05이상인 경우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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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망 예측 도표를 작성하였다.사망률 예측 능력 비교는 각 점수
대 사망률을 프로빗 모형(Probitmodel)에 적용한 뒤 Pearson적합성
카이제곱 검정(Pearsongoodness-of-fitchi-squaretest)과 평행성 검
정(parallelism test)을 시행하여 두 검정 모두 p≧0.05이상인 경우 모
형이 적합하거나 상대적인 예측력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프로
빗 모형은 1934년 Bliss가 제안한 회귀 모형으로 반응변수가 이항 반
응일 경우 설명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이 모형
에서는 설명변수에 따른 기대 반응률을 정규분포에 적합시킨 프로빗
(probit:probabilityunit)을 이용해 설명 변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대 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종류가 다른 설명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적용하여 반응 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24 MEDS 점수 체계에서
Shapiro등22이 제시한 위험도별 기준값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점수대별로 5개의 군(0～4,5～7,8～12,12～15,>15)으로
나눈 뒤 각 군의 실제 사망률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예측 사망률을
비교하였다.또한 MEDS의 5개 점수군에 대한 사망의 ROC 곡선
(Receiveroperatorcharacteristiccurve)에서 곡선하 영역(areaunder
curve,AUC)을 구했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MEDS 점수
체계의 사망예측 뿐만 아니라 생존 환자에 대한 예후 예측 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최종 결과가 완쾌 내지 경쾌 후 퇴원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진료 이후 입원 여부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Hosmer-Lemeshow 적합성 검정을 통해 예측 도표를 작성하였다.모
든 통계분석에는 SPSS12.0K forwindow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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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1.환자의 특성 및 임상 경과
대상 환자는 처음에는 310명이었으나 자료가 누락되어 MEDS,
MODS,SOFA 점수를 산출하지 못했던 22명을 제외시키고 2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들의 나이,성별 및 임상 경과는 표 4와 같았다.

표4.성별,나이 및 임상 경과

연구 기준 사망 :21명 =17명(28일 이내 사망)
+4명(28일 이내의 가망 없는 퇴원)

성별 (명,%) 남자 :141(48.9) 여자 :147(51.1)
나이 (세,평균±표준편차) 54.6±18.9

응급 진료 결과 (명,%)
퇴원 33(11.5)
입원 255(88.5)

최종
진료
결과
(명)

28일 이내 28일 이후 합계 (%)
사망 17 3 20(6.9)
가망 없는 퇴원 4 2 6(2.1)
완쾌/경쾌 후 퇴원 248 248(86.1)
치료 중 전원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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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망 예측 도구로서의 유효성 검토
각 점수 체계의 항목을 공변량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한 Hosmer-Lemeshow 적합성 검정에서 MEDS 점수 체계는
p=0.263,MODS점수 체계는 p=0.636,SOFA 점수 체계는 p=0.904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사망 예측 도표를 작성하
였다(그림 1).

그림 1.MEDS,MODS,SOFA 점수 체계의 사망 예측 도표

*MEDS:MortalityinEmergencyDepartmentSepsis
**MODS:MultipleOrganDysfunctionScore

† SOFA :Sepsis-relatedOrganFailur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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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망률 예측 능력 비교
프로빗 모형 적용을 통한 Pearson 적합성 카이 제곱 검정 결과
MEDS점수 체계는 p=0.369,MODS점수 체계는 p=0.344,SOFA 점
수 체계는 p=0.747로 모두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세 가지 점
수 체계를 한꺼번에 프로빗 모형에 적용시켜 시행한 Pearson적합성
카이 제곱 검정은 p=0.621,평행성 검정은 p=0.889로 상대적 예측능력
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2.MEDS,MODS,SOFA 점수 체계에 따른 프로빗 산점도

*MEDS:MortalityinEmergencyDepartmentSepsis
**MODS:MultipleOrganDysfunctionScore

† SOFA :Sepsis-relatedOrganFailur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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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EDS점수 체계의 위험도별 기준값의 유용성
위험도별 기준값의 사망 발생에 대한 ROC 곡선의 곡선하 영역
(AUC)은 0.81(p<0.001)이었다(그림 3).MEDS점수의 5개 군별 관찰
사망률과 로지스틱 분석으로 구한 예측 사망률은 그림 4와 같았다.

그림 3.위험도별 MEDS점수군의 ROC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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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MEDS점수군별 사망률

*MEDS:MortalityinEmergencyDepartmentSepsis
† 예측 사망률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환자별 예측값을 적용



-13-

5.생존 환자에 대한 MEDS점수 체계의 입원 예측
MEDS 점수 체계의 항목을 공변량으로 하고 응급진료 이후 입원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Hosmer-Lemeshow 적합성 검정 결과 p=0.961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고 예측 도표를 작성하였다(그림 5).

그림 5.MEDS점수 체계의 입원 예측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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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패혈증은 그 사망률이 30-5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일단 어느 이상 진행될 경우 회복이나 치료가 어려워진다.초기에는
tumornecrosisfactorα(TNF-α),interleukin-1β와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한 과면역반응이 특징이나 이후 항염증 반응으로의 전환,면역 세
포의 무력(anergy)및 자기괴사(apoptosis)로 인한 손실 등으로 점차
면역 저하 상태에 빠지면서 감염이 심화되게 된다.4,25,26또한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관내 체액의 용적 저하(intravascular
volumedepletion),말초 혈관 확장,심근 기능 저하,대사 증가와 같
은 순환 장애로 인해 범발적 조직 저산소증(globaltissuehypoxia)상
태가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27이러한 패혈증
의 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조기에 패혈증을 인지하고 진행 경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다.실제로 Rivers등은 263명의 패혈증 환자에 대한 무작위
할당 연구를 통해 조기의 목표 지향 치료(early goal-directed
therapy)가 패혈증의 예후를 호전시킴을 보고한 바 있다.28

이에 따라 최근에는 치료 개념에 외상 진료에서 사용되던 “golden
hour”나 “silverday”와 같은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조기 인지 및 개
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9-33그럼에도 불구하고 Shapiro등22의
MEDS 점수 체계 개발까지는 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는 패혈증
환자에게 응급실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패혈
증 예후 예측 도구가 전무했던 것이 현실이다.MEDS 점수 체계가
응급 진료 환경에서 유용한 예후 예측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은 생존분석을 통해 MEDS점수 체계가 중증 패혈증(severe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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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존 기간과 관련된다는 Chen등34의 연구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MEDS점수 체계가 개발된 이후 추가적인 유효성 평가가 없
던 점,그리고 기존의 중환자실 환자 대상의 예후 예측 도구와의 비
교가 없던 점에 착안하여 이번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후향적 의무 기록 검토를 통한 기존의 유효성
평가들과는 달리 응급 진료 단계에서 MEDS점수를 산출한 뒤 환자
들의 진료 결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또한 MODS,
SOFA와 같은 다발성 장기부전 평가 도구를 응급진료 단계에서 적용
하여 유효성을 평가한 점,도구들 간의 예측 능력을 직접 비교한 점
도 들 수 있다.연구 대상도 패혈증이 확진된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발열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즉,패혈증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로
하였는데 이는 응급 진료 단계에서는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는 환자를 선별(screening)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MEDS,MODS,SOFA 점수 체계 모두
응급실에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사망에 관련된 예후를 예측하
는데 적합하고 예측 정도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MEDS점
수 체계는 MODS,SOFA 점수 체계에 비해 계산이 용이하고 사망 위
험도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생존퇴원 환자의 예후도 예측할 수 있기에
응급 진료 단계에서 패혈증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사망 예측의 유용성이 MEDS,MODS,SOFA의 세 점수 체
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각 점수 체계를 구성하는 회귀모형에 대
한 적합성 검증 및 관찰사망과 예측사망 분포가 일치하는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사망률 예측 능력도 세 가지 점수 체계 모두에서 점수
가 높아질수록 높은 사망률을 예상할 수 있었고 세 가지 점수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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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프로빗 모형에 적용하여 유효한 모형 적합성과 평행성 검정결
과를 보여 MEDS,MODS,SOFA 점수 체계에 동일한 수준의 사망률
예측 능력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MEDS점수 체계에서 Shapiro
등22이 제안한 5개 위험도별 기준도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증
가하고 ROC곡선의 곡선하 영역이 0.81,그리고 각 군별 실제 사망률
이 비교적 잘 일치하여 임상적으로도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이번
연구의 부수적 성과로는 응급 진료 이후 입원 여부에 대한 예측값과
실제 입원이 거의 완전히 일치하여 사망 뿐 아니라 생존 환자의 예후
예측에도 MEDS점수 체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들 수 있
다.이를 통해 MEDS점수 체계가 응급실에서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
조기 예측 도구로서만이 아닌,생존 환자의 예후 예측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점수 계산과 타 점수 체계와 동일 수준
의 예후 예측 능력,그리고 진료에 유용한 위험도별 기준값을 가진
MEDS점수 체계는 응급 진료 단계에서 패혈증 내지 패혈증이 의심
되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응급실에서 MEDS점수 체계를 통한 환자의 평가는 고위험
환자의 조기 인지를 통해 적극적인 목표 지향 치료(early
goal-directedtherapy)를 가능하게 해주며 활성화 C 단백(activated
proteinC)투여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대상 선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29-32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첫째,단일
기관 대상이고 제한된 기간의 연구이기에 이번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둘째,유사 연구들에 비해 사망률이 낮
아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안정적 확립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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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예후를 파악하는 검사 도구의 유용성 검증
이 목적인 이번 연구에 경증의 환자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끝으로 환자 개개인의 예후를 평가하고 치료 지침을
정하기 위한 예후 예측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단위로 유효성 평
가를 수행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점을 들
수 있겠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예후 예측 도구의 개발 및 평가와 관련
한 연구의 피할 수 없는 한계라 하겠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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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응급실에 내원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MEDS점수 체계는
MODS,SOFA 점수 체계와 동일한 사망률 예측 능력이 있으며 부수
적으로 위험도 분류,생존 환자의 입원 예측의 장점을 갖고 있기에
응급진료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후 예측 도구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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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ofMortalityinEmergencyDepartmentSepsis(MEDS)
ScoringSystem inthePrognosticPredictionofSepsis-suspected

PatientinEmergencyDepartment

TaeNyoungChung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HoKim)

Sepsisisoneofthemostimportantcausesofhospitaldeath.
Unlessdiagnosedandtreatedearlyitisrelatedtohighmortality
rate.The recentguideline forsepsis treatmentemphasizes the
earlyrecognitionofthedisease.Therefore,anobjectivetoolwhich
can assess sepsis-suspected patients in realtime is needed.
Conventional assessment tools for sepsis was designed and
validatedonlywithintensivecareunit(ICU)patientsandtheneed
forearlyrecognitionofsepsisinemergencydepartmentresultedin
developmentofMEDS scoring system.Butthere has been no
prospectivevalidation orcomparison study ofMEDS with other
scoring systemsuntilnow.Thereforeweprospectively validated
theMEDS scoringsystem andcompareditwithMultipleOrgan
Dysfunction Score (MODS) and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SOFA)scoringsystems.MEDS,MODS,SOFA scores



-25-

of288patientswhoweresuspected ofsystemicinfection were
calculated atthetimeoftheiremergency departmentvisitand
clinicaldataofthepatientswerereviewedafter6month.
MEDS,MODS,andSOFA scoringsystemswereallvalidinthe
predictionofmortalitybylogisticregressionanalysis.Theresultof
probitanalysisshowedsignificantanddirectrelationbetweenthe
scoreand themortality rate,and proved theparallelism ofthe
mortalitypredictionofthreescoringsystems.Thecut-offvalues
providedwithMEDSscoringsystemssuccessfullydividedsubjects
intofivegroupsaccordingtotheirriskfordeathandalsoMEDS
scorepredictedtheadmissionofsurvivingpatients.
ThisstudyprovedthatMEDS,MODS,SOFA scoreallpredict
the prognosis ofthe sepsis suspected patients welland three
scoringsystemshadsamedegreeofpredictivepower.ButMEDS
scoring system was easy to calculate and had definite clinical
cut-offvaluewhichwasusefulinthedecisionoftreatmentoptions
andalsowasrelatedtotheprognosisofsurvivingpatients.Sowe
believeittobethemostusefulandappropriateclinicalprediction
tool for sepsis suspected patient who visits the emergency
department.
����������������������������������������������������������������������

Key Words :sepsis,prognosis,emergency department,MEDS
score,MODS,SOFA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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