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환자의학회지：제 24 권 제 1 호 ■ 원 ■
V o l .   2 4 ,  N o .   1 ,   A p r i l ,   2 0 0 9

4

환자실에 입원하는 액종양 환자의 후 측에 있어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APS II)와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e의 유용성

성균 학교 의과 학 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 액종양내과

박성훈ㆍ고원 ㆍ정만표ㆍ김호 ㆍ권오정ㆍ강원기*ㆍ정철원*ㆍ안진석*ㆍ서지

The Prognostic Utility of the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APS II) and 
th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e for Hemato-Oncology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Sunghoon Park, M.D., Won-Jung Koh, M.D., Man Pyo Chung, M.D., Hojoong Kim, M.D., O Jung Kwon, M.D., 
Won Ki Kang, M.D.*, Chul Won Jung, M.D.*, Jin Seok Ahn, M.D.* and Gee Young Suh, M.D.

Division of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Division of Hemato-Oncology, Department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prognosis of hemato-oncology (HMO)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ICU) is poor 

and predicting the mortality is important for decision making at the time of ICU admission and for administering 

aggressive treatment.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309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medical ICU (MICU) at Samsung 

Medical Center from July in 2005 to June in 2006. We calculated their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APS II) and th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e at the time of ICU admission and we inves-

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oring systems and the hospital mortality.

  Results: Among the 309 patients, the hospital mortality was 41.2%, and the mean SAPS II/SOFA score at ICU 

admission was 45.4 ± 19.5/8.1 ± 4.6. Seventy-nine (25.6%) patients had hemato-oncological diseases. Their hospital 

mortality was 65.8%, and the mean SAPS II/SOFA score at the time of ICU admission was 53.9 ± 18.6/9.7 ± 4.4,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n-HMO patients (p = 0.00).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

istic (ROC) curves for the SAPS II/SOFA score for predicting the mortality was 0.794 ± 0.05/0.785 ± 0.051 (p = 

0.00/p = 0.00) for the HMO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iscrimination ability between the two 

scoring systems (p ＞ 0.05). None of the HMO patients with a SAPS II/SOFA score of 70/14 or higher survived.

  Conclusions: Both the SAPS II and SOFA scores at the time of ICU admission were similarly effective for pre-

dicting the hospital mortality. The two scoring systems could be useful tools for decision making at the time of 

ICU admission and for administering aggressive treatment.

Key Words: hematology, intensive care unit, oncology, prognosis,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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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 사망률은 병원마다 차

이는 있지만 14−32% 정도로 보고되어 있고,1-3) 이  액

종양 환자들의 사망률은 50−95%로 2배 이상 높다.4-6) 환

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액종양 환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경제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기 질환 혹

은 주요 장기의 기능부 으로 인해 그 후는 좋지 않다. 

고형암 는 액암 환자들이 환자실 치료의 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후 측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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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Hemato-Oncological Diseases

Number 
Diseases

of patients (n = 79)

Hematology

  Leukemia 20 (45.5%)

  Lymphoma 15 (34.1%)

  Other hematologic malignancy*  9 (20.5%)

Oncology

  Lung cancer 14 (40.0%)

  Genito-urinary cancer 12 (34.3%)

  Gastro-intestinal cancer  6 (17.1%)

  Other solid organ cancer
†

 3 (8.6%)

*Multiple myeloma, 4; Aplastic anemia, 3; Myelodysplastic synd-

rome, 2, 
†

Thyroid cancer, 1; Osteosarcoma, 1; Glioblastoma mul-

tiforme, 1. 

  증의 합병증이 발생한 말기암 환자의 경우 ICU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와 같은 극  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

정할 때 치료의 유용성에 해 의문을 갖게 되고, 윤리 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 환자

실의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치유 가능성이 높

은 환자들에게 상 으로 치료의 기회가 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증의 합병증이 발생한 

액종양 환자들에서 극  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질환의 증도  치료 가능성을 미리 측하는 것

이 요하다고 본다.

  질환의 증도나 장기부 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체

계 에서도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APS II) 

와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e는 ICU 

환자들의 후 측에 있어 매우 유용한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1-3) 아직까지 어떤 수체계가 더 우월한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액종양 환자를 상으로 그 유용성을 조사한 연

구는 많지 않다. 만일 이런 수체계를 이용하여 증의 합

병증을 보이는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실패나 후에 해 

어느 정도 측할 수 있다면 ICU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 

등의 극 인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  방법

1) 연구 상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 내과 환

자실(Medical intensive care unit, MICU)에서 입원치료를 받

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이들 에서 

시술을 해 입원한 경우, ICU 입원기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동 입원기간에 ICU에 2번 이상 입원한 경우, 가망 없

는 퇴원(Hopeless discharge)을 한 경우, 다른 ICU로 옮긴 경

우에 해당하는 환자는 제외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SAPS II는 1993년에 European-North 

American joint study group의 다기  연구를 통해 발표된 

수체계로 17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3) SOFA는 Vincent

등에 의해 고안되어 후에 타당성이 인정된 지표로, 주요 장

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6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7,8)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MICU에 입원한 환자들

을 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 고, 활력징후와 여러 가지 

생화학 검사결과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나쁜 수치를 이용

하여 MICU 입원 당일의 SAPS II와 SOFA score를 구하

다. 각 환자들의 기 질환을 확인하 고, ICU사망, 병원사

망, 28병일 사망 여부를 확인하 다. Receiver Operating Cha-

racteristic (ROC) curve를 이용하여 병원사망과 생존을 측

하는데 있어서 SAPS II와 SOFA의 별능력(discrimination 

power)을 Area Under the Curve (AUC)값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  체 환자를 상으로 결과를 분석한 다음 액종양 

환자만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액종양 환자들의 

SAPS II와 SOFA 수를 이용하여, 사망률 측에 한 민감

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양성 측도(positive predic-

tive value, ＋PV), 음성 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PV)

와 우도비(likelihood ratio)를 구하 다. 

3) 통계 방법

  통계  분석에는 Microsoft Office Excel 2003과 SPSS 1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다. 연속형 변수의 

비교에 있어서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 고, 범주형 변수에

서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 다. Receiver Operating Cha-

racteristic (ROC) curve를 이용하여 SAPS II와 SOFA의 Area 

under the curve (AUC) 값을 구하 다. p＜0.05를 통계  유

의수 으로 하 고, 수치는 평균 ± 표 편차로 제시하 다.

결      과

1) 환자 분포

  연구 기간 동안 MICU에 입원한 환자는 총 380명이었고, 

시술을 해 입원한 경우가 13명, ICU 입원 기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2명, 다른 ICU로 이실 된 경우가 16명, 가망 

없는 퇴원을 한 경우가 17명, 동 입원기간 내에 ICU에 2번 

이상 입원한 경우가 23명으로, 이들을 제외한 총 309명의 

환자가 선정 기 을 만족하 다. 이들  액종양 환자는 

79명(25.6%)으로, 액암에서는 백 병(45.5%)이 가장 많았고, 

고형암에서는 폐암(40%)이 가장 흔하 다(Table 1). MICU 입

원 이유로는 패 증(36.7%)이 가장 흔하 고, 다음으로 호

흡부 (31.6%)이 가장 흔하 다(Table 2). 액종양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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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 Reasons of ICU Admission

Main reasons of Number of patients

ICU admission (n = 79)

Septic shock/sever sepsis 29 (36.7%)

Respiratory failure 25 (31.6%)

Cardiovascular disorder  9 (11.4%)

Renal failure  8 (10.1%)

Hemorrhage  5 (6.3%)

Neurological disorder  3 (3.8%)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spital Outcomes

Patients
p-value*

Total (n = 309) Hemato-Oncology (n = 79) Others (n = 230)

Age (years) 57.5 ± 15.4 52.4 ± 15.2 59.3 ± 15.1 0.00

Sex (M：F) 212 : 97 52 : 27 160 : 70 0.54

SOFA 8.1 ± 4.6 9.7 ± 4.4 7.6 ± 4.6 0.00

SAPS II 45.4 ± 19.5 53.9 ± 18.6 42.5 ± 18.9 0.00

ICU stay (days) 10.2 ± 13.4 10.0 ± 11.2 10.2 ± 14.0 0.90

ICU mortality 31.1% 44.3% 26.5% 0.00

Hospital mortality 41.2% 65.8% 32.8% 0.00

28-day mortality 37.3% 62.7% 28.6% 0.00

*Comparison of values between hemato-oncology patients and others. ICU: intensive care unit; SAPS II: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Table 4. Classification Tables for SAPS II and SOFA Score at 

ICU Admission for Predicting Deaths

Sensitivity Specificity ＋ PV − PV LR

SAPS II 

  ≥50 65.4%  79.4%  81.0% 51.4%  2.21

  ≥60 46.2%  96.3%  96.0% 48.1% 12.46

  ≥70 25.0% 100.0% 100.0% 40.9% ∞

  ≥80 11.5% 100.0% 100.0% 37.0% ∞

SOFA 

  ≥11 57.7%  88.9%  90.1% 52.2%  5.19

  ≥12 48.1%  88.9%  89.3% 47.1%  4.33

  ≥13 42.3%  92.6%  91.7% 45.5%  5.71

  ≥14 36.5% 100.0% 100.0% 45.0% ∞

ICU: intensive care unit; LR: likelihood ratio; SAPS II: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 PV: positive predictive value; − PV: negative 

predictive value.

평균 나이는 52.4 ± 15.2세이었고, 남자가 65.8%를 차지하

다(Table 3).

2) 사망률과 두 수체계의 분포

  체 환자(n = 309)의 평균 SAPS II와 SOFA 수는 각각 

45.4 ± 19.5, 8.1 ± 4.6이었고, 액종양 환자(n = 79)에서는 

각각 53.9 ± 18.6, 9.7 ± 4.4로 다른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Table 3). 체 환자의 ICU 사망률, 병원사

망률, 28병일 사망률은 각각 31.1%, 41.2%, 37.3%이었고, 

액종양 환자에서는 각각 44.3%, 65.8%, 62.7%로 다른 환자

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었다(p = 0.00) 

(Table 3). 액종양 환자에서 100% 사망률을 보이는 SAPS 

II와 SOFA 수는 각각 70 , 14 이었고, 액암 환자만을 

상으로 한 경우에는 60 , 13 이었다(Fig. 1). 

3) ROC curve 

  병원사망을 측하는데 있어서 두 수체계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해 ROC curve를 그려 AUC 값을 구하 다. 

SAPS II와 SOFA 수의 AUC 값이 MICU 체 환자에서는 

각각 0.794 ± 0.025 (p = 0.00), 0.793 ± 0.024 (p = 0.00)이었

고, 액종양 환자에서는 각각 0.794 ± 0.050 (p = 0.00), 

0.785 ± 0.051 (p = 0.00)로 SAPS II와 SOFA 수체계 모두 

사망을 잘 측하 고 두 수체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ig. 2).

  액종양 환자들에서는 두 수체계 모두 액암 환자의 

AUC 값이 고형암 환자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 인 유의성

은 없었다(SAPS II, 0.874 ± 0.052 vs. 0.726 ± 0.086, p = 

0.14; SOFA, 0.862 ± 0.054 vs. 0.717 ± 0.093, p = 0.18)

4) 사망 측을 한 두 수체계의 분류표(Classifi-

cation Tables)

  사망 측에 있어 각 SAPS II와 SOFA 수에 따른 민감

도, 특이도, 양성 측도, 음성 측도, 우도비(likelihood ratio)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APS II/SOFA 수의 기 을 60 / 

13 으로 할 때 특이도와 양성 측도는 각각 96.3%/92.6%, 

96.0%/91.7%이었고, 우도비는 12.46/5.71이었다. 두 수체계

의 기 을 70 /14 으로 한 경우는 특이도와 양성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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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SAPS II and SOFA scores at ICU admission of hemato-oncology (A & B), and hematology patients (C & D). The 

hemato-oncology patients with SAPS II/SOFA of ≥ 70/14 did not survive, and in hematology patients, SAPS II/SOFA ≥ 60/13 showed 

a mortality of 100%. The white bars represent the survivors and the black ones the non-survivors.

모두 100%/100%이었고, 우도비는 무한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ICU 입실 당시의 SAPS II/SOFA 수가 70 /14  

이상인 환자는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지 까지 ICU 입원환자를 상으로 사망률 측에 있어

서 여러 수체계의 유용성을 평가한 연구는 많았지만 

액종양 환자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다. 본 연구는 질환

의 증도와 장기부 을 나타내는 지표인 SAPS II와 SOFA 

수가 ICU에 입원하는 액종양 환자들의 병원사망률을 

잘 측할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증의 

합병증이 발생한 액종양 환자들에서 ICU 치료의 후를 

악할 때 두 수체계가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APS II/SOFA 수가 70 /14  이

상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100%에 달하여, 이러한 환자들에

게는 ICU 치료와 같은 극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SAPS II는 ICU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증도를 악하고 

사망률을 측하기 해 고안된 수체계이다. 1984년에 Le 

Gall에 의해 처음으로 SAPS가 만들어졌고,9) 1993년에 Euro-

pean-North American joint study group의 다 기  연구를 통

해 SAPS II가 발표되었다.3) 입원 24시간 이내의 가장 나쁜 

수치를 이용해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17개의 변수로 구

성되어 있고, 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사망률을 

측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ICU에 입원하는 많은 환

자들이 다양한 질환  진단명을 가지고 있다는 을 고려

하면, 진단명에 한 추가 인 보정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에서 SAPS II 수체계가 높은 유용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재까지 SAPS II 수를 이용해 ICU의 기능수행을 

평가하고 비교해 온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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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for SAPS II and SOFA at ICU admission as a predictor for hospital mortality. The area 

under the curves (AUC) of SAPS II and SOFA are presented in all patients (A), hemato-oncology patients (B), hematology patients (C), 

and oncology patients (D), respectively. The solid lines represent SAPS II and the dotted lines SOFA.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UC values between the two scoring systems (p ＞ 0.05).

사망률 측에 매우 높은 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6,10) 

  SOFA 수체계는 처음에는 패 증 환자를 상으로 

morbidity를 측정하기 해 1994년에 Vincent 등7)에 의해서 

고안되었으나, 이후 외상환자와 일반 인 환자들에게도 

타당성(validation)이 인정되었다.8,11) 이 수체계는 순환기, 

액, 호흡기, 간, 신장, 신경계의 주요 장기의 기능을 나타

내는 6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당일의 가장 나쁜 수치

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무 단순하고, 입원 당시의 진단

과는 무 할 수 있지만, 많은 다변량연구를 통해 SOFA 

수와 사망률 사이의 높은 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SOFA 

수가 실제로 장기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고, 결국 많은 

질환에서 사망에 결정 인 향을 주는 것은 주요 장기의 

기능부 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1) 

  환자실 사망률은 여러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체로 

14−32%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1-3) 액종양 환자들의 환

자실  병원사망률은 50−95%로 보고되고 있다.5,12-19) 본 

연구에서는 MICU 입원환자  액종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6% 고, 이들의 ICU 사망률과 병원사망률은 

44.3%와 65.8%로 비 액종양 환자에 비해 2배 가까운 사망

률을 보 다(vs. 26.5% & 32.8%). ICU에 입원하는 액종양 

환자들은 치료에 한 반응이 고, 생존하더라도 장기 인 

후 한 좋지 않다.4,19) 따라서 이들을 ICU에 입원시키고 

집 인 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후를 미리 

알고 신 히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백 구

감소증, 골수이식, 기  질환의 상태, 인공호흡기치료 등이 

높은 사망률과 련된 지표로 거론되어 왔지만 여러 연구

마다 결과는 다양하다.20-24) 하지만 Blot 등20)과 Massion 등17)

은 백 구감소증의 환자에서 기 질환은 사망률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 고, Guiguet 등25)도 기 질

환보다 오히려 장기부 의 정도가 ICU 사망률과 련이 있

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25) 따라서 어느 한가지 특징  요

소만으로는 후를 측하기는 어렵고, 성 질환의 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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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기의 기능부 이 ICU에 입원하는 액종양 환자

들의 후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PS II와 SOFA 수가 사망률 측에 있

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수행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

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Lamia 등의 연구를 보면 ICU에 

입원한 액종양 환자를 상으로 증도 지표인 SAPS II 

와 주요 장기의 기능부  지표인 ODIN (Organ Dysfunction 

and/or Infection), LODS (Logistic Organ Dysfunction System), 

SOFA 수체계를 평가하 는데, 병원사망률 측에 있어서 

네 가지 지표 모두 비슷한 정도의 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6) 

특히 이들은 입원 1일째의 수뿐만 아니라 첫 3일 동안의 

수의 변화(Δ)도 같이 측정하 는데, 3일 동안의 수 변

화(Δ)의 측정이 입원 당시의 수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 

더 큰 이 을 보여주지 못하 다. 이는 ICU 입원 첫날의 

SOFA 수가 ICU 기간 동안의 최  SOFA 수와 서로 비

슷했다는 Silfvast 등19)의 연구와도 비슷하여 ICU 입원 당일

의 수가 환자의 후에 매우 요하다는 을 설명해 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수체계와 사망률과의 계뿐만 아니

라 100% 병원사망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찾아 보고자 하

다. 액종양 환자 체에서는 SAPS II/SOFA 수가 70 / 

14  이상일 때 사망률 100%를 나타내었고, 액암 환자가 

고형암 환자보다 좀 더 낮은 수치에서 100% 사망률을 보여

주었다. 일반 인 ICU 환자를 상으로 한 Ferrier 등1)의 연

구에서는 입원 첫날의 SOFA 수가 11  이상인 경우 사

망률이 90% 이상이었고, Cabre 등26)의 연구에서는 60세 이

상의 환자에서 첫 5일 동안의 최  SOFA 수가 13  이

상이거나 최소 수가 10  이상이면서 5일 동안 수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때 사망률이 100%이었음을 

보여주었다. Silfvast 등19)의 연구에서는 액암 환자만을 

상으로 하 는데 SOFA 11  이상에서는 한 명도 생존하지 

못하 다. , Cornet 등
4)
의 연구에서도 SAPS II와 SOFA 

수가 액종양 환자의 ICU 사망률이나 장기 인 사망 측

에 있어 높은 수행능력을 보여주었고, SOFA 수가 15  

이상인 환자들에서는 치료가 무의미 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4) 이는 SOFA 수 14 인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고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사망률은 기 질환보다는 

증도와 주요 장기의 기능부 과 련이 있었고, 이를 나타

내는 수체계인 SAPS II, APACHE II, SOFA 등의 수체

계는 병원사망률을 매우 잘 측하 다. 본 연구에서도 입

원 당시의 높은 SAPS II/SOFA 수가 높은 사망률과의 

련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수체계가 ICU에 입원하는 

액종양 환자의 후 악에 유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ICU 입원  인공호흡기치료와 같은 극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런 수체계만을 근거로 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악성 질환의 진행 

정도  치료에 한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 합병된 성 

질환의 가역성 한 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 극  치료에 한 환자 본인의 의사와 가치가 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단 으로는 후향  연구라는 과 환자 수

가 많지 않고 단일기  연구라는 이다. 비록 1년 동안의 

입원환자를 모두 조사하 지만, 여러 병원마다 환자의 분

포, ICU 입원결정기 , DNR (do not resuscitation) 기 , 치

료방침이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selection bias의 발생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주치의가 사용하는 

산소분압(FiO2)과 압상승제(vasopressor)의 농도에 따라 

수가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과 측정자 사이의 차이

(inter-observer variability)가 존재할 수 있다는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ICU에 입원하는 액종양 환

자에서, 입원 당일의 SAPS II와 SOFA 수가 높은 환자일

수록 높은 병원사망률을 보여주었고, SAPS II/SOFA 수가 

70 /14  이상인 경우에는 생존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었

다. 의료기 마다 환자의 분포  증도가 다르고, 치료방

침이 다르지만, 이런 수체계를 이용한다면, 증의 합병

증이 발생한 액종양 환자의 후를 측할 수 있고, 극

인 치료 여부나 우선순 (Priority)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앞으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수체계의 타당성에 한 향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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