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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 환자 예후 예측의 조기인자로서 젖산 제거율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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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Lactate Clearance as Early Predictors of Morbidity in Major Burn Patients
Seunghyun Lee, M.D., Hyungjoo Lee, M.D. and Kyungtak Yoo, M.D.1
Departments of Emergency Medicine and 1General Surgery, Hanil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lasma lactate clearance as predictive factor of major burn
patients.
M ethods: A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on 119 patients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8, who were admitted as
severe burn patients to ICU unit. Plasma lactate was measured upon admission to the hospital and 24hrs after admission.
And, hospital day, ICU day,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and numbers of surgical intervention were collected after
admission.
Results: Higher lactate clearance showed negative statistical correlation with survival, hospital day, ICU day & number of surgical interventions.
Conclusion: In this study, 24hr lactate clearance might be used as predictor of clinical prognosis following major burn injury.
(J Korean Burn Soc 2019;2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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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저산소증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이 일

서

론

어나는 대신 생성되는 피루브산이 변환되며 생성된다. 젖
산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소량만 생성되고, 만들어진 젖산

화상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중증

도 간과 콩팥에서 금방 산화되며 배설되나, 산소가 제대로

화상 환자의 생존율은 상승했다1). 하지만 화상 환자들의 입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부전이 생긴 경우 생성이 늘

원 기간이 길어지며 예전처럼 혈액량 저하나 삼투성 쇼크

어나지만 제거는 되지 못해 신체에 축적되게 된다. 이러한

가 발생하는 대신, 패혈증과 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비율이

맥락에서 젖산 농도는 예전부터 저산소증과 장기 부전을

높아졌다2). 현재 세계적으로 화상 패혈증은 화상 환자의 사

가늠할 수 있는 환자 예후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었다5).

망 원인 중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3). 따라서 최근 중

이선범 등6)이 패혈성 쇼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

증 화상 환자의 치료에서 감염 및 쇼크 관리가 중요한 화두

구에서, 초기 젖산 농도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젖산 제거

가 되었다4).

율이 사망률과의 관련성이 더 강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중증 화상환자들이 쇼크나 패혈증으로의 진행 가능

허나 이는 내과적 중환자들에 한정된 연구로, 화상환자들

성과 예후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연구되었다.

을 대상으로 젖산 제거율과 중증 화상 환자의 예후와의 관

젖산(lactate) 농도는 조직의 저산소증을 평가하는 지표로,

련성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젖산의 예후 인자로서 효용성을 연구한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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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젖산 제거율을 예후 인자로서 한 국내 연구는 없
었다7). 이에 본 연구는 중증 화상 환자에 있어 응급실 내원
시의 24시간 동안의 젖산 제거율이 환자의 입원 기간이나
중환자실 재원 기간, 수술의 횟수 및 화상 수상 범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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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젖산 농도와 비교하여

위, 종류, 사망 여부, 수술 여부와 횟수, 수상 기전, 내원 당

조기 예후 예측 인자로서 사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

시의 진단검사학적 결과를 수집했으며, 혈중 젖산 농도는

다.

내원 당시와 24시간 뒤에 측정한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였
다. 젖산 제거율은 [(초기 젖산 수치−24시간 후 젖산 수

대상 및 방법

치)/초기 젖산 수치]×100 (%)으로 계산하였다. 젖산 제거율
과 사망 가능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형으

이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 동안 한

로, 최근 패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젖산 제거율 연구에

일병원에 내원한 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기록지를

서 6시간이 지났을 때 10%, 24시간이 지났을 때 20%를 기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을 시행했다. 이 중 중환자실에 입실

준으로 젖산 제거율에 따라 예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한 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화상을 입었더라도 외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8-10). 본 연구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이나 내과적 질환이 주 진단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제외

대상자들을 두 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한일병원

되었고, 타원으로 전원 간 환자들과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

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HGH-2019-

는 제외되었다.

OTH-010).

대상자의 연령, 성별, 입원기간, 중환자실 재원 기간, 범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을 사용하

Fig. 1. Selection of patients.

Table 1. Burn Center Referral Criteria

1.
2.
3.
4.
5.
6.
7.

Partial thickness burns greater than 10% total body surface area (TBSA).
Burns that involve the face, hands, feet, genitalia, perineum, or major joints.
Third degree burns in any age group.
Electrical burns, including lightning injury.
Chemical burns.
Inhalation injury.
Burn injury in patients with preexisting medical disorders that could complicate management, prolong recovery, or affect
mortality.
8. Any patient with burns and concomitant trauma (such as fractures) in which the burn injury poses the greatest risk of
morbidity or mortality. In such cases, if the trauma poses the greater immediate risk, the patient may be initially stabilized
in a trauma center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burn unit. Physician judgment will be necessary in such situations and
should be in concert with the regional medical control plan and triage protocols.
9. Burned children in hospitals without qualified personnel or equipment for the care of children.
10. Burn injury in patients who will require special social, emotional, or rehabilitativ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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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24hr Lactate Clearance

P.L.C.＜20% (n=40)
Age
Inhalation
Hospital day
ICU day
Mortality
TBSA
Baux score
ABSI
Surgical inteventions
Initial lactate
Lactate clearance

50.9±13.7
12
73.6±52.3
23.8±6.5
13
34.3%
93.1
9.3
3.7±2.1
3.2±2.8
−16.9%

P.L.C.≥20% (n=79)

Total (n=119)

54.6±16.7
8
42.2±32.9
6.4±6.5
6
24.9%
75.6
7.4
2.1±2.4
4.5±3.7
58.8%

53.5±15.2
20
52.8±18.9
12.2±34.2

P-value
0.176
＜0.001
0.005
0.004
＜0.001
0.082
0.093
0.043
＜0.001
0.112
＜0.001

28.1%
81.6
8.0
2.7±3.4
4.1±3.5
33.0%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L.C. = Plasma Lactate Clearance, TBSA = Total Body Surface Area.

였다. 모든 연속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며, 범주형

미한 차이는 없었다. 중증 화상 환자에서 예후를 판단하는

변수의 빈도는 백분율로 표시했다. 독립 t-test를 통해 차이

지표인 ABSI와 Revised Baux Score를 계산한 결과, ABSI는

점을 검증했으며, 0.05 미만의 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9.3대 7.4로, Revised Baux Score의 경우 93.1 대 75.6으로

고 간주했다.

젖산 제거율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2).

결

과
고

찰

연구 기간 동안 병원에 내원한 화상 환자는 총 7,324명이
였다. 이 중에서 타원으로 전원 가거나 일차 치료를 받은

그 동안 화상환자들은 소변량이나11), 환부의 범위와 깊

뒤 24시간이 지나 본원으로 전원 온 19명을 제외하고 총

이 등으로 예후를 가늠했었다12). 이에 화상 환자의 예후를

1,227명이 입원하였다. 소아는 282명, 성인은 945명이 입원

판단하는 지표로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Ryan,

하였고, 이 중에서 American Burn Association이 제시한

Belgian Outcome of Burn Injury, Revised Baux Scores 등

Burn Center Referral Criteria에 기준에 만족하면서 본원

이 개발되었으며, 이 중에 ABSI와 Baux Score가 다른 지표

중환자실에 입실한 119명의 환자가 중증 화상의 연구 대상

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3). 본 연구에

으로 선정되었다(Table 1). 이 과정은 Fig. 1과 같다.

서도 ABSI와 Revised Baux Score는 젖산 제거율이 높은 환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53.5세, 남성은 99명(83.2%)이고
여성은 20명(16.8%)이었다. 두 군 사이에 연령에 따른 통계

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고, 두 군을 비교했을 때
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적 차이점은 없었다. 119명 중 100명의 환자가 생존하였고,

최근엔 화상환자의 장기 입원 시 발생하는 패혈증과 쇼

19명의 환자는 사망하였다. 평균 입원 기간은 52.8일이었고

크의 중요도가 높아지며, 진단검사학적 검사를 통해 예후

중환자실 재실 기간은 12.2일이었다. 젖산 제거율이 20% 이

를 가늠해보고자 시작된 연구가 있었다14,15). 2007년 미국 화

하인 환자는 입원 73.6일, 중환자실에 23.8일간 머물러 상대

상 협회에서 제시된 화상 패혈증의 기준이 대표적인 예다16).

적으로 입원 기간이 길었다. 젖산 제거율이 20%가 넘는 환

기존의 내과적 감염 표지자를 화상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

자들은 42.2일간 입원하며 6.5일간 중환자실에 머물러, 젖

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7). 대표적인 예로 C-반응성

산 제거율이 높을수록 입원 기간이 짧았다(P＜0.001). 평균

단백, 프로칼시토닌, 젖산등이 있다18). 이 중에서 프로칼시

화상 범위는 28.1%였으며, 제거율이 20%를 넘는 환자들은

토닌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감염 표지자로, 화상 환

24.9%, 20% 미만인 환자들은 34.3%였다. 하지만 통계적으

자가 패혈증으로 진행하는지 예후 인자로 사용될 수 있어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환자들의 수술 횟수는 2.7번으

항생제 사용/교체에 참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로, 젖산 제거율이 높은 환자들에서 수술 횟수가 적었다. 대

까지 경제성 문제로 쉽게 사용하기가 어렵다19). TNF-α 또

상자들의 내원 시점에서 평균 젖산 농도는 4.1였고, 젖산 제

한 화상 범위에 비례해 상승할 수 있어 참조할 수 있다는

거율에 따라 초기 젖산 농도가 달랐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연구 결과가 있으나, 화상에 특화된 추가적인 연구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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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것이 권장되고 있다30). 본 연구에서도 중증 화상 환자들은

부족하다 .
젖산은 혈중 젖산 농도가 쇼크와 패혈증에서 조직의 관

24시간 동안 젖산 제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

류 상태와 산소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관찰할

고 입원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짧았다. 이는 24시간

수 있어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엔 패혈증이 의

젖산 제거율이 환자의 전신 장기와 조직의 관류 상태가 정

심되는 환자들은 전신 염증을 1991년 도입된 SIRS (Systemic

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기준에 의거해 백혈구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

수, 체온, 과호흡 또는 심박수로 염증 반응을 평가했었다21).

향적 연구로,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자들마다

허나 2016년 JAMA의 Sepsis-3에서는 패혈성 쇼크 환자 진

화상의 기전과 정도가 다르고, 수상 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

단 기준에 전신 염증 반응 평가 기준이었던 기존의 SIRS

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전이나 정도, 도착 시간에 따른 젖

기준 대신 젖산 농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22). 이와 같

산 제거율에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을

이 젖산은 감염과 쇼크 상태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화상 환자의 초기 수액 소생 치료에서

액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자주 쓰이는 수액인 하트만 용액 (Hartmann’s Solution)의

하지만 젖산 자체는 중증 환자들의 조기 예후 예측인자

경우 젖산이 포함되어 있고, 젖산이 포함된 용액을 대량 주

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또한 있다. 중증 화상 환

입할 경우 (180 mL/kg/h 이상) 혈중 젖산 농도에 영향을

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철민 등7)의 연구에서 젖산 농도는

주었을 수도 있다30). 수액 치료에 따라 젖산 농도와 젖산

예후를 조기 예측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거율이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셋

도 젖산 제거율에 따른 환자들의 초기 젖산 농도를 비교해

째. 수술 횟수는 수술 범위나 방법, 화상의 종류와 부위, 정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도 따라 외과적 접근 방법에 차이가 생겨 수술 횟수 또한

젖산은 분자이자, 기질이며, 생체 표지자이고, 에너지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수술의 유무와 횟수, 종류에 따라 어

이자, 세포대사의 중요 조절자로, 생리학적 스트레스 상황

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농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물질이

하지만 여러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24시간의

23)

다 . 이러한 젖산의 복잡한 정체성은 이상적인 혈중 젖산

젖산 제거율은 경제적이고 간편한 진단의학적 검사법으로,

농도를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최근 혈중 젖산 농도

ABSI나 Baux Score등과 같이 중증 화상 환자들의 예후를

의 활용, 특히 제거율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젖산의

조기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자로서 사용될 수

일회성 측정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젖산 농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신 반응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24). 중환자
들을 대상으로 내원 시점 혈중 젖산 농도와 시간의 경과에

결

론

따른 젖산 변화율을 분석한 연구에서, 높은 젖산제거율을
보인 환자들이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25,26).

중환자실에 입원한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2005년 166명의 중증 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

환자의 초기 24시간의 젖산 제거율이 높을수록 환자의 재

에선 젖산 제거율이 생존자와 사망 환자군에서 차이를 보

원기간 및 중환자실 입원 기간과 사망률, 수술 횟수가 줄어

일 수 있음을 제시했으나, 후속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

든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24시간 젖산 제거율은 응급실에

27)

내원한 중증 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지지 않았다 .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자가 패혈성 쇼

조기 예후 예측 인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

크로 진행할 때 혈중 젖산 농도의 증가는 초기엔 젖산의
제거 문제보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과다 생성이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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