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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에서 패혈증의 조기 예측인자로서의 DNI
김총명ㆍ하철민
한일병원 응급의학과 의국

Delta Neutrophil Index as an Early Marker of Sepsis in Burn Patients
Chong Myung Kim, M.D. and Chul Min Ha, M.D.
Emergency Medicine, Hanil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he immature granulocyte count has been reported to be a marker of infection and sepsis. The difference in leukocyte subfractions (delta neutrophil index, DNI) in ADVIA 2120 reflects the fraction of circulating immature granulocytes in the
blood. This study evaluated the clinical utility of DNI as a severity and prediction marker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burn sepsis.
M ethods: One hundred and sixty nine patients admitted to the burn care unit were studied. DNI (the difference in leukocyte
subfractions identified by myeloperoxidase and nuclear lobularity channels) was determined using a specific blood cell
analyzer.
Results: Seventy one patients (42 %) were diagnosed with burn sepsis. DN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burn sepsis than in patients without (P＜0.01). Delta neutrophil index was a better indicator of burn sepsis than C-reactive protein, lactate, white blood cell count, HCO3, base excess, lactate, procalcitonin (odds ratio, 6.31; confidence interval 2.36∼16.90; P＜
0.01). And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showed that delta neutrophil index, AUC 0.795 (95% confidence interval, 0.721∼0.869; P＜0.05) was a better predictor of burn sepsis than lactate, procalcitonin, white blood cell, base excess
and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Conclusion: Delta neutrophil index may be used as a early marker of patients with burn sepsis. (J Korean Burn Soc
2019;22:3 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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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혈압, 맥박, 소변량 같은

서

환자의 임상 양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임상

론

양상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저관류가 지속된다면 환자의
화상 환자에서 감염은 이환율과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으
로 남아 있다. 감염의 진단 및 치료의 지연은 다양한 임상
1)

임상 양상 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상환자는 흡입 손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연구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신 염증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전신

화상은 전신적 관류 저하를 일으켜 다양한 혈역학적 장애

염증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

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 환자에 대한 초기의

drome, SIRS)는 이런 조건의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낸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의

SIRS는 빈맥, 빈 호흡, 열, 백혈구 증가 같은 생리적 변화부

사 결정에 기본이 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 방법에

터 불응성 저혈압 및 쇼크,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 같은

2)

대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 초기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하

중증상태를 포함한다. 열 손상 환자의 경우 SIRS가 발생하
는 가장 큰 원인은 화상 자체로 인해 발생되는 조직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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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SIRS에 감염이 동반되었을 때 보이는 패혈증은 화
상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화상 상처나 감염된 카테터 팁(infected catheter tip), 폐감염에서 국소감염이 시작되어 세균과 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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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면 전신 염증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과민성 면역 체계
의 결과는 대사, 심혈관, 폐, 신장, 소화기, 응고 체계의 병리

대상 및 방법

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1991년 consensus conference에서 발표한 패혈증에 대한

1. 환자 선택

초기 정의는 의심 또는 확인된 감염과 관련한 숙주의 전신

이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일병원 응

염증반응 증후군이 있을 때로 하였다. 그러나 화상 환자는

급센터에 화상으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한 환자를 후향적

일차적 장벽인 피부의 손실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임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응급센터에 화상으로 내

적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장기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원한 환자는 총 1,35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입원한 환자는

인하여 높은 대사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대사항

278명이었다. 입원 치료의 기준은 미국 화상학회에서 제시

진증을 보이며 이로 인해 빈맥, 빈 호흡, 체온 상승이 유발

한 중요 화상 기준(ABA Major Burn Injury Criteria)를 적

된다. 이는 일반적인 중증 환자와는 다른 화상환자 특유의

용하였고, 입원 환자 중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환자는

생리적, 병리적 특성으로 기존에 정의된 패혈증을 화상 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Table 1).

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15세 이하의 소아화상 환자를 제외한 총 169의 환자가

이러한 차이 때문에 2007년 American Burn Association

이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이들 중 71명의 환자가 화상 패혈

(ABA)에서는 더 이상 감염이 진행되지 않는 화상 환자들에

증으로 진단되었다. 입원 당시 혈액을 채취하여 DNI 및

3)

대한 패혈증을 따로 정의하게 되었다 .

lactate, CRP 등을 측정하였으며, 입원 후 10일 동안 아니면

장기 기능부전이나 순환기장애로 진행하기 전에 감염과

입원하는 동안 화상 패혈증의 유무 및 병원 입원일수를 확

패혈증의 조기 진단은 중증 환자의 임상 경과와 결과에 결

인하였다. 그 외에 연령, 화상의 범위 등을 조사하였으며

4)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그러나 패혈증은 최종 진단이 아니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ABSI) 점수는 나이, 성

며, 병원 원인 및 감염원, 또한 감염의 존재와 관련하여 많

별, 전신 표면적(TBSA)의 비율, 전체 두께 및 흡입 손상의

은 이질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임상 증후군이기 때문에 패

유무와 같은 5가지 변수로 계산하였다11).

혈증의 진단을 위한 확실한 모델은 없다5). 따라서 많은 연

이 연구는 한일병원의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RB)의 승

구자들은 패혈증 진단 및 관리에 유용한 신뢰할 수 있는

인을 받았으며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제외

생체표지자(biomarker)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상적으

되었다.

로, 생체표지자는 패혈증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도
반영해야 한다. 감염이나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생체표지자가 조사되었지만, 심각한 패혈증이나 패혈성
쇼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환자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표
지자는 없으며, 이러한 표지자에 대한 검사는 종종 임상에
서 사용하기에 가능하지 않다6,7).
미성숙 과립세포는 골수세포 생성 증가의 지표이며, 전
염성 또는 염증 상태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델타 호중구 지수(Delta neutrophil index, DNI)는 순환계
에서 미성숙 과립세포의 분율을 측정하는 새로운 염증 표
지자로 도입되었다9). DNI는 자동화된 혈액 세포 분석기로
평가되며, DNI에 필요한 검사는 일상적인 완전 혈구검사
(CBC)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여러 혈액 검사와 DNI의 상관관계를 밝
히고 화상환자에서 DNI가 질환의 증증도와 예후를 예측하
는데 유용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Table 1. American Burn Association Major Burn injury Criteria

1. Second and third degree burns greater than 10% of the
total body surface area in patients under 10 or over 50
years of age.
2. Second and third degree burns greater than 20% of the
total body surface area in other age groups.
3. Significant burns of face, hands, feet, genitalia, or perineum
and those that involve skin overlying major joints.
4. Third degree burns greater than 5% of the total body
surface area in any age group.
5. Inhalation injury.
6. Significant electric injury including lightning injury.
7. Significant chemical injury.
8. Burns with significant preexisting medical disorders that
could complicate management, prolong recovery, or affect
mortality (e.g. diabetes mellitus, cardiopulmonary disease).
9. Burns with significant concomitant trauma (may require
initial treatment in a trauma center).
10. Burn injury in patients who will require special social and
emotional or long-term rehabilitative support, including
cases of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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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상패혈증의 정의

변수의 빈도는 백분율로 표시했다. 연속 변수는 적절한 경

화상 패혈증은 American Burn Association Consensus

우 독립적인 t-test 또는 일원 분산 분석에 의해 평가했다.

Conference에서 제안한 변형된 SIRS 기준에 감염된 상태로

범주 형 변수는 카이 제곱 검정으로 평가했다. 0.05 미만의

정의된다3). 성인에서 변형된 SIRS의 정의는 다음 중 적어도

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했다. 통계 분석은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MedCalc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16.4.3 (MedCalc

o

o

1) 체온 ＞39 C or ＜36.5 C

Software bvba, Ostend, Belgium)을 사용하였다.

2) 진행성 빈맥 ＞110 bpm
3) 진행성 빈 호흡 ＞25 bpm not ventilated/Minute

결

과

ventilation＞12l/min ventilated
4) 혈소판 감소증 ＜100,000/mcl

1. 전체 화상 환자군 특성
이번 연구에서 대상 환자는 총 169명이었고 이중 71명이

5) 고혈당증(기존 당뇨병이 없는 상태).
(1) 치료되지 않은 혈장 포도당 ＞200 mg/dl or equiv-

화상 패혈증으로 이환되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나이는
32.8±26.6세, TBSA 8.7±12.4%, 입원일수 23.5±2.8일, ABSI

alent mM/L
(2) 인슐린 저항성

는 4.5±2.2였고 화상 패혈증 환자에서는 나이는 46.0±25.2세

6) 24시간 동안 장내 식이 불가능한 상태

(P=0.069), TBSA 13.2±17.2% (P＜0.05), 입원일수 30.3±23.1

화상 패혈증은 위의 화상 SIRS에 감염이 동반되었을 때

(P＜0.05), ABSI 5.3±2.5 (P=0.151)로 환자 TBSA와 입원일

로 정의되며, 적절한 수액 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

수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Table 2).

혈압 또는 lactate가 4 mmol 이상일 경우 화상 패혈증 쇼크
로 정의되었다. 패혈증 치료는 The Surviving Sepsis Campaign

2. 화상환자와 화상패혈증환자에서 생체표지자 비교
화상환자와 화상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러

Resuscitation Goals에 따랐다.

생체표지자 검사에서 WBC (103/μL) 9.3±3.7 vs. 11.2±7.4

3. 통계 분석

(P＜0.05), DNI (%) 0.07±0.3 vs. 1.1±1.5 (P＜0.05) DNI_peak

모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시 자동 혈구 분석기

(%) 0.6±1.5 vs. 2.3±2.8 (P＜0.05), HCO3 (mmol/L)

(ADIVA 2120, Siemens, Inc, USA)을 이용한 전혈구 계산

24.6±2.5 vs. 24.2±5.3 (P＜0.05), BE (mmol/L) 0.6±1.5 vs.

(complete blood count, CBC)를 시행하였고 DNI를 자동

0.3±2.8 (P＜0.05), lactate (mmol/L) 0.8±1.5 vs. 1.7±2.7 (P=

계산하였으며, 내원 당시 DNI와 입원 후 치료를 받는 중

0.093), procalcitonin (ng/mL) 0.2±0.3 vs. 0.6±1.0 (P＜0.05),

최고 수치를 보인 DNI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DNI의 계산

CRP (mg/L) 5.2±14.0 vs. 27.0±54.5 (P＜0.05)였다 (Table

식은 다음과 같다.

3). 생체표지자 중 lactate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학적 유

DNI=(the leukocyte subfraction assayed in the MPO
channel by cytochemical reaction)−(the leukocyte sub-

의성을 보였다.
다변수 분석에서는 WBC (103/μL) (odds ratio [OR],

fraction counted in the nuclear lobularity channel by the
reflected light beam)
모든 연속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며, 범주 형

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between Non Burn Sepsis
and Burn Sepsis

Non-sepsis
(n=98)
Age
32.8±26.6
TBSA
5.4±5.2
Hospital day 18.6±14.2
ABSI
3.9±1.7

Sepsis
(n=71)

Total
(n=169)

P-value

46.0±25.2
13.2±17.2
30.3±23.1
5.3±2.5

38.3±26.8
8.7±12.4
23.5±2.8
4.5±2.2

0.069
0.000
0.001
0.15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BSA = Total body surface area, ABSI =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Table 3. Comparison of Biomarkers between Non Burn
Sepsis and Burn Sepsis

Non-sepsis
WBC (cells/mL)
9351.9±3759.6
DNI(%)
0.07±0.3
DNI_peak (%)
0.6±1.5
HCO3 (mmol/L)
24.6±2.5
BE (mmol/L)
0.6±1.5
Lactate (mmol/L)
0.8±1.5
Procalcitonin (ng/mL)
0.2±0.3
CRP (mg/L)
5.2±14.0

Sepsis

P-value

11240.8±7483.1
1.1±1.5
2.3±2.8
24.2±5.3
0.3±2.8
1.7±2.7
0.6±1.0
27.0±54.50

0.014
0.000
0.000
0.033
0.002
0.093
0.000
0.000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DNI = delta neutrophil index, BE = base excess, CRP =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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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confidence interval [CI], 10000∼1.000; P= 0.761),

4. 화상 패혈증에서 여러 생체표지자들의 연관성

DNI (%) (OR, 6.316; CI 2.360∼16.904; P＜0.05) DNI_peak

마지막으로 DNI, DNI-peak, CRP, Lactate, procalcitonin

(%) (OR, 0.963; CI 0.725∼1.278; P=0.792), HCO3 (mmol/L)
(OR, 1.078; CI 0.957∼1.215; P=1.078), BE (mmol/L) (OR,
0.912; CI 0.681∼1.220; P=0.534), lactate (OR, 1.107; CI

과의 상관계수에서 DNI,
DNI-peak, procalcitonin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6).

0.780∼1.571; P=0.569), procalcitonin (ng/mL) (OR, 0.361;
CI 0.105∼1.235; P=0.104), CRP (mg/L) (OR, 1.105; CI

고

찰

0.995∼1.036; P=0.145)를 보였다(Table 4). 이 중 DNI만이
화상 패혈증과 관련된 유일한 생체표지자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나 감염이 있을 때 혈액에서는 미성숙한 백혈구
(immature leukocytes), 특히 호중구 세포(neutrophil band

3. 화상패혈증 생체표지자의 ROC 및 AUC

cells)가 증가한다. 이것은 증가된 미성숙/총과립구비 또는

또한 화상 패혈증 예측지표 AUC 값은 DNI (%) 0.795

증가된 호중구 세포수로 정의되는 좌시프트(left-shift)이다.

(95% CI, 0.721∼0.869; P＜0.05), lactate (mmol/L) 0.696

과립구의 좌시프트가 있거나 밴드 호중구(band neu-

(95% CI, 0.618∼0.774; P＜0.05), procalcitonin (ng/mL)

trophils)의 증가는 임상에서 여전히 감염이나 패혈증을 진

0.705 (95% CI, 0.626∼0.784; P＜0.05), WBC (103/μL)

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전 연구에서 감염의 예

0.581 (95% CI, 0.493∼0.670; P=0.071), BE 0.518 (95% CI,

측 인자로써 미성숙 과립구의 임상적 유용성이나 백혈구의

0.425∼0.610; P=0.698), ABSI 0.682 (95% CI, 0.602∼0.763;

변화가 입증되었다. 밴드보다 성숙하지 않은 과립구 전구

P＜0.05)였다(Table 5, Fig. 1). 여기서 DNI, lactate, procalcitonin, ABSI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AUC 값은
DNI가 제일 높은 결과치를 나타냈다.

Table 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arameters
for Predicting Burn Sepsis

WBC (cells/mL)
DNI (%)
DNI_peak (%)
HCO3 (mmol/L)
BE (mmol/L)
Lactate (mmol/L)
Procalcitonin (ng/mL)
CRP (mg/L)

Odds ratio

95% CI

P-value

1.00
6.31
0.96
1.07
0.91
1.10
0.36
1.01

1.00∼1.00
2.36∼16.90
0.72∼1.27
0.95∼1.21
0.68∼1.22
0.78∼1.57
0.10∼1.23
0.99∼1.03

0.761
0.000
0.792
1.078
0.534
0.569
0.104
0.145

DNI = delta neutrophil index, BE = base excess, CRP=
C-reactive protein.

Fig. 1. ROC curve for DNI, lac, procalcitonin, WBC, BE and
ABSI. DNI = delta neutrophil index, lac = lactate, WBC = white
blood cell, BE = base excess, ABSI =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ROC =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Table 5. Reci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Parameters for the Prediction of Burn Sepsis

AUC (95% CI)
DNI (%)
Lactate (mmol/L)
Procalcitonin (ng/mL)
WBC (cells/mL)
BE (mmol/L)
ABSI

0.795
0.696
0.705
0.581
0.518
0.682

(0.721∼0.869)
(0.618∼0.774)
(0.626∼0.784)
(0.493∼0.670)
(0.425∼0.610)
(0.602∼0.763)

Sensitivity (95% CI)

Specificity (95% CI)

P-value

Cut-off value

0.648
0.592
0.704
0.563
0.577
0.648

0.939
0.633
0.663
0.561
0.520
0.602

0.000
0.000
0.000
0.071
0.698
0.000

0.100
0.650
0.150
8850.00
0.350
4.50

DNI = delta neutrophil index, BE = base excess, ABSI =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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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between DNI, DNI_peak, CRP, Lactate, Procalcitonin with Burn Sepsis

DNI
DNI (%)
DNI_peak (%)
CRP (mg/L)
Lactate (mmol/L)
Procalcitonin (ng/mL)

DNI_peak
＜0.01 (0.557)

＜0.01
＜0.01
＜0.01
＜0.01

(0.557)
(0.321)
(0.417)
(0.498)

＜0.01 (0.251)
＜0.01 (0.409)
＜0.01 (0.393)

CRP
＜0.01 (0.321)
＜0.01 (0.251)

0.541 (0.047)
＜0.01 (0.306)

Lac
＜0.01 (0.417)
＜0.01 (0.409)
0.541 (0.047)

Procalcitonin
＜0.01
＜0.01
＜0.01
＜0.01

(0.498)
(0.393)
(0.306)
(0.456)

＜0.01 (0.456)

DNI = delta neutrophil index, CRP = C-reactive protein.

체는 밴드 수(band count)보다 감염의 더 좋은 예견 인자와

근거가 부족했다. 화상 패혈증에서 DNI를 포함한 procalci-

패혈증의 지표로 보고되었다12). 따라서 미성숙 과립구의 비

tonin, lactate, CRP 등의 생체표지자를 비교해봤을 때 통계

율은 WBC,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심지어는 호

적 유의성과 AUC 값을 고려했을 때 DNI의 유용성을 확인

중구보다도 패혈증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과립

할 수 있었다.

구 매개 변수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진단 가치는

Seok 등8)은 DNI는 비록 오직 ADVIA-series cell ana-

논란의 여지가 있다13). 결과적으로 미성숙 과립구를 측정하

lyzers에서만 검사치를 얻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지만

는 보다 신뢰성 있고 재현성 있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CBC 검사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

이전에 패혈증 조기진단을 위한 여러 생체표지자들에 대

적이고 패혈증 환자의 진단 및 악화를 진단할 수 있으며

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임상적으로 패혈증과 비감염성 전

민감도와 특이도 또한 의미 있는 결과치를 보여주었다고

신 염증 사이에서는 여러 임상 징후가 중첩되어 감별하기

했다. 그래서 DNI는 화상 패혈증 환자에서 편리하게 mon-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여러 연구에서 CRP, pro-

itoring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ark

calcitonin, interleukin 6, interleukin 8 같은 생체표지자가

등18)은 DNI의 상승은 장기부전이나 순환장애에 앞서 상승

패혈증을 빨리 감별할 수 있는지 조사했지만 패혈증 환자

하기 때문에 중증 패혈증이나 패혈성 쇼크에 임박한 환자

에서 제때 집중치료를 시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결과를

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14-17)

보여줬다

. 하지만 임상에서 DNI의 상승은 장기부전이

화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환자 중 DNI 추적 검사를 통

나 순환장애에 앞서 상승하기 때문에 중증 패혈증이나 패

해 지속적으로 DNI 가 상승하는 경우 패혈증 초기에 적극

18)

혈성 쇼크에 임박한 환자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적 치료를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이번 연구는 패혈증의 조기 예측 인자로서의 DNI의 역

된다. Ola M. Zanaty 등21)도 높은 DNI 수치는 치사율이 높

할이 화상 패혈증에서도 예측 인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아질 수 있는 환자를 빨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확인코자 하였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내인성 및 외인성

어서 임상의가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경각

유기체가 정착하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고 환자

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일련의 연구에서 DNI는

의 나이, 화상의 전신 표면적 비율 및 깊이 그리고 여기에

혈액배양검사 양성률, 사망률 등과 연관성이 높으며 패혈

노출된 유기체나 독소 생성 등으로 화상 상처 감염이 진행

증과 패혈성 쇼크로 이환할 가능성 있는 환자를 구분하는

한다고 알려졌다19). 이러한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환되면 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18,22) DNI 수치가 6.5%

상환자의 치사율과 이환율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적합한

이상이면 WBC, lactate, CRP보다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를

조기 예측 인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측하는데 더 좋은 생체표지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

일개 병원에서 2011∼2015년까지 입원한 화상 중 환자의

다18).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DNI

패혈증 역학조사연구에서 환자의 나이, 면적, 흡입화상의

는 입원 초기 혹은 입원 중 패혈증이나 패혈성 쇼크로 이환

유무가 사망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요인을 가

되는지 예측하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진 환자는 화상 패혈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래서 DNI는 패혈증이나 화상 패혈증 조기

20)

했다 . 본 연구에서도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화상의 전

진단에 있어서 유용한 생체표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

신 표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패혈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각된다.

많았다. 그동안 패혈증 환자에서 DNI 역할에 대한 여러 연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첫

구가 있었지만 화상 패혈증에서는 DNI가 패혈증의 조기

째, 이번 연구에서는 응급실 내원 당시 처음 DNI 값과 입원

예측 및 예후 예측 인자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나

중 최고 DNI 수치를 분석했지만, 화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

김총명ㆍ하철민：화상환자에서 패혈증의 조기 예측인자로서의 DNI

로 한 DNI 검사의 간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일관성 있는 프로토콜(protocol)에 의한 DNI 검사는 화
상 패혈증 환자 조기 예측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재원기간에 대한 문제
이다. 본 연구에서 화상환자의 재원 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
확하지 않아 환자의 개인 사정이나 의료진 주관적 개입으
로 입원일 수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객관
적인 재원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화상 수상
후 비용 및 경제적 문제로 수일이 지나 내원하여 이미 화상
상처 감염이 있는 상태로 내원하였거나 다른 일차 의료기
관에서 치료 중 화상 상처 악화로 내원한 경우도 있어서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넷째, 후향적 연구라는 점이
다.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 ABA를 진단 기준으로 대상자
를 선정하였지만 환자 의무 기록만을 기반으로 선정한 것
이기 때문에 환자군 선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제한점도 있지만 DNI는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CBC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이고 빠르게
화상 환자의 패혈증 예측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생체
표지자임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여전히 화상 패혈증은 화상 환자의 높은 사망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화상 패혈증의 조기 예측은 임상의
가 적극적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여 화상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DNI는 화상 패혈
증을 조기 예측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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