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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wo models of the pediatric logistic organ dysfunction 

(PELOD) score and the pediatric index of mortality (PIM) 2 scor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and intensive 

care unit (ICU). 

  Methods: 90 pediatric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ICU in ED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08 were 

enrolled in this study. PELOD score and PIM 2 score calculations were performed in the ED and ICU. We classi-

fied these patients into either the survivor or non-survivor groups and analyzed the clinical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We used Hosmer-Lemeshow goodness-of-fit tests to evaluate calibration,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Results: Among the 90 pediatric patients, 56 (62.2%) were male, and 9 (10.0%) patients died. Expected mortal-

ities were PIM 2 = 10.35, PELOD = 8.33 in ED and PIM 2 = 8.84, PELOD = 8.26 in ICU. PIM 2 showed fit 

calibration (x
2
 = 6.228, p = 0.622) in the ED. In the ICU, both PELOD and PIM 2 showed calibration (x

2
 = 

4.625, p = 0.185) and (x
2
 = 7.616, p = 0.472), respectively. PIM 2 in ED showed the best discrimination, with 

area under the curve (AUC) = 0.949 (95% CI, 0.881−0.984).

  Conclusions: PIM 2 score in ED was fit. Also, PELOD and PIM 2 score in ICU was fit. But PELOD in ED 

was un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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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응 의료센터에서 성인 환자에 한 사망  후 

측 인자에 한 평가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으며 흔히 

용되어 평가되고 있으나, 소아 환자들에 한 환자실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후를 측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병원별로 응 의료센터 내

의 소아 용 응 의료센터 구역이 만들어지고 소아 응  

환자에 한 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소아 환자에 

한 한 시설  모니터링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소

아 환자들은 신체 , 생리학 으로 성인과 달라 성인에서 

용하는 기 을 그 로 용할 수는 없어 소아 응  환

자를 한 한 후 평가 방법은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국외에서는 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환아들의 사망

률 측 인자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PIM (pediatric 

index of mortality)과 함께 PRISM (pediatric risk of mortality)

가 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소아에서 사망률을 

측하는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1-5) 국내에서는 환자실에 입

실한 소아 환자를 상으로 PRISM III와 PIM 2에 한 연

구가 진행되어 발표된 바 있으나, 응 의료센터에서 증 

소아 환자들에게 조기에 이러한 평가 방법들을 용할 수 

있는 지 연구된 바는 없었다.6,7) PELOD (pediatric logistic or-

gan dysfunction)의 경우 소아의 기 별로 신경계, 순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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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dmi-

tted to Intensive Care Unit

Survivors

(n = 81)

Non-survivors

(n = 9)
p value

Sex

  Male 51 (63.0%) 5 (55.6%) 0.725

  Female 30 (37.0%) 4 (44.4%)

Age (years)

  Median (range)  5 (0−16) 3 (0−14) 0.383

Trauma 29 (35.8%) 2 (22.2%) 0.713

Operation  8 (9.9%) 1 (11.1%) 1.000

ED*-admission time (hour)

  Mean ± SD 5.4 ± 4.8 4.9 ± 3.0 0.728

ICU
†

 length of stay (day)

  Median (range)  4 (1−55) 4 (1−13) 0.343

Admission duration (day)

  Mean ± SD 18.7 ± 18.6 4.4 ± 3.8 ＜0.001

Mechanical ventilation in ED*  8 (9.9%) 8 (88.9%) ＜0.001

Mechanical ventilation in ICU
†

16 (19.8%) 8 (88.9%) ＜0.001

*Emergency department; 
†

Intensive care unit.

신장, 호흡기계, 액학   간 기능으로 나 어 각각 단

계별로 수화하여 평가 후 측 사망률을 구하며 Leteurtre

의 향  연구에 따르면 소아 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  환아들의 후를 측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8) 이에 본 연구는 응 의료센터에서 PIM 2와 PELOD

를 평가하고, 환자실에 입실 후 PIM 2와 PELOD를 평가

하여 사망 측값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소아 환자들

에 한 응 실에서 용될 수 있는 한 사망률 측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인천성모병원

에 응 의료센터를 경유하여 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

은 17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90명을 상으로 후향  

연구를 진행하 다. 단, 신생아 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환

아, 환자실에 입실 후 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응 의

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 다.

  상 환아들을 생존군과 사망군으로 나 어 일반 인 특

징을 분석하 으며, PIM 2의 조사 항목은 응 의료센터와 

환자실에서 내원 직후  1시간 이내의 활력 징후, 진찰 

소견이나 검사결과로 측사망률을 구하 다. PELOD의 신

경계, 순환기계, 신장, 호흡기계, 액학   간 기능의 조

사 항목은 응 의료센터와 환자실 내원 직후 시 에 평

가하 다.

  통계 인 분석 방법은 SPSS 12.0 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 다. 생존군과 사망군에서 연속형 

변수들의 비교 분석을 t-test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측정치로 하 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앙값과 

범 를 측정하 고, Mann-Whitney U test로 검정하 다. 

한, 비연속형 변수들의 빈도 분석에는 카이제곱 검정 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찰된 사망률과 

측된 사망률 사이의 연 성을 체 인 측사망률에 

한 성 을 5단계로 나 어 험도에 따라 분류하 고, 회

귀분석으로 Hosmer-Lemeshow goodness-of-fit을 알아보았으며 

p ＞ 0.05이면 합하다고 단하 다. 측된 사망률에 

한 측된 사망률의 상 인 비율을 표 화 사망비(stand-

ardized mortality ratio)로 정의하여 5단계에 따라 평가하

다. 한 응 의료센터와 환자실에서 평가한 PIM 2, 

PELOD의 두 가지의 항목을 비교하기 하여 MeCalc 7.4 

로그램(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을 이용하여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평가하 다.

결      과

1) 상 환자의 일반 인 특성

  상 환자들  생존군은 81명(90.0%)이었고, 사망군은 9

명(10.0%)이었으며 체 상 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56명

(62.2%), 여자가 34명(37.8%)이었다. 외상 환자는 31명(34.4%)

이었고, 응 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수술 후 환자실로 입실

한 환자는 9명(10.0%)이었다.

  두 군에 따른 평균 나이는 생존군에서 앙값(범 ) 5세

(0−16세), 사망군은 3세(0−14세)로 두 군 사이에 의미 있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에서 응 의료센터에서 

환자실로 입실까지 걸린 시간은 5.4 ± 4.8 시간과 4.9 ± 3.0 

시간이었고, 환자실에서의 입원 기간은 앙값 4일로 두 

군에서 통계학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 인 입원 

기간은 생존군에서 18.7 ± 18.6일로 더 길었다(p ＜ 0.001). 

인공호흡기를 용한 환자는 응 의료센터에서 16명(17.8%)

으로 그  8명(50.0%)이 사망군이었다. 그 외에 환자실

에 입실하여 추가로 인공호흡기를 용한 환자는 8명으로 

체 환자의 8.9% 다(Table 1).

2) 응 의료센터에서의 PELOD와 PIM 2에 한 표

화된 사망률의 분석

  응 의료센터에서 두 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로 PELOD

는 x
2 = 12.976, p = 0.011, PIM 2는 x2 = 6.228, p = 0.622 

로서 실제 환자의 사망을 측하는데 PELOD는 합하지 

않았으며 PIM 2만 합하 다. 응 의료센터에서 standardiz-

ed mortality ratio (SMR)은 측 사망률의 험도가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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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bserved Mortality, Expected Mortality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for PELOD and PIM 2 in Emergency Department

PELOD

PIM 2 (%)
0−1 1−5 5−15 15−30 ＞30 Total

x
2

p value

PELOD

  No* 63 10 0 10  7 90  x
2
 = 12.976

  Obs. death
†  

0  2 0  3  4  9 0.011

  Exp. death
‡

0.02 0.26 0 1.85 6.20  8.33

  SMR
§  

0 7.69 0 1.62 0.65  1.08

PIM 2

  No* 25 45 7  1 12 90 x
2 

= 6.228

  Obs. death
†  

0  1 1  0  7  9 0.622

  Exp. death
‡

0.21 0.89 0.49 0.26 8.50 10.35

  SMR
§  

0 1.12 2.04  0 0.82  0.87

*Number; 
†

Observed death; 
‡

Expected death; 
§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Table 3. Observed Mortality, Expected Mortality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for PELOD and PIM 2 in ICU

PELOD

PIM 2 (%)
0−1 1−5 5−15 15−30 ＞30 Total

x
2

p value

PELOD

  No* 69 10 0 3 8 90 x
2 

= 4.825

  Obs. death
†  

1  1 0 0 7  9 0.185

  Exp. death
‡  

0.02 0.21 0 0.63 7.40 8.26

  SMR
§

50.00 4.76 0 0 0.95 1.09

PIM 2

  No* 18 53 8 3 8 90 x
2 

= 7.616

  Obs. death
†  

0  1 1 0 7  9 0.472

  Exp. death
‡  

0.16 0.98 0.66 0.84 6.20 8.84

  SMR
§  

0 1.02 1.52 0 1.13 1.02

*Number; 
†

Observed death; 
‡

Expected death; 
§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Fig.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PELOD and PIM 2 

in emergency department (ED) and intensive care unit. PIM 

2 in ED showed best discrimination with area under the curve 

(AUC) = 0.949 (95% CI, 0.881−0.984).

과하는 경우에 PELOD는 0.65, PIM 2는 0.82를 보 다

(Table 2).

3) 환자실에서의 PELOD와 PIM 2에 한 표 화

된 사망률의 분석

  환자실에서의 PELOD는 x2 = 4.825, p = 0.185, PIM2는 

x2 = 7.616, p = 0.472로서 두 가지 항목 모두가 환자실에

서는 실제 환자의 사망을 측하는데 합하 다. 응 의료

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SMR은 험도가 30%를 과하는 

경우에 PELOD는 0.95, PIM 2는 1.13을 보여 응 의료센터

에서의 SMR 값보다 1에 더 가까운 값을 보 다(Table 3).

4) PELOD와 PIM 2에 한 ROC 곡선

  소아 환자의 측사망률에 한 PELOD와 PIM 2의 

ROC 곡선을 확인하면, 모두 유의하 으나(p ＜ 0.001) 응

의료센터 내에서 평가한 PIM 2의 곡선하 면 (AUC)이 

0.949 (95% CI, 0.881−0.984)로 가장 높았으며, ROC 곡선상 

응 의료센터에서 평가한 PIM 2의 측 사망률의 경계값

(cut-off value)을 6.9%로 정하 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88.9%, 90.1%를 보 다. 한 환자실에서 평가한 PIM 2의 

AUC는 0.944 (95% CI, 0.874−0.981) 고, 응 의료센터와 

환자실에서 평가한 PELOD의 AUC는 0.940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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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0−0.979), 0.942 (95% CI, 0.872−0.981) 다(Fig. 1).

고      찰

  최근 응  의료의 선진화  지역 응 의료센터의 발

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비해 소아 응  환자를 한 응  

의료 시설  담 의료진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소아 

청소년 응  의료 정책의 개선  발 의 필요성이 두되

고 있다. 응 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아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증도 평가를 통하여 증 환아에게 신속한 모니

터링과 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따라

서 기존에 연구된 소아 환자의 후를 측하는 지표들

인 PIM 2, PELOD 항목이 응 의료센터에서도 용하여 소

아 환자의 후를 기에 측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 다.

  PIM 2는 1997년 Shann 등9,10)이 개발한 PIM을 2003년 

Slater, Shann과 Pearson이 개정한 것으로서 환아의 환자 

치료 시  상태와 치료의 결과  후를 측할 목 으로 

소아 환자실에 입실하는 모든 환자들을 상으로 유용하

고 편리하게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법이다. 환자실 

입실 후 24시간이 평가시 인 PRISM도 소아 환자의 

증도를 평가하기 한 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으나, 임상

에서는 소아 환자들이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한  등의 제한 이 있다. 즉, 측 사망률이 사망을 

측하기 보다는 실질 으로 사망 직 의 상태를 반 할 가

능성이 높으며, 찰해야 할 임상 값이 다른 측 방법들 

보다 더 많아 결측치가 생겨 유용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3-5) 

한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 의료센터에서 환

자실로 입실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5시간으로 길지 않아 

시간을 다투는 응 의료센터에서 PRISM을 평가하기는 어

렵다. 이러한 PRISM의 여러 제한  때문에 국외에서는 

PELOD를 다른 평가 방법들과 비교하여 소아 환자의 

후 측에 유용한지 평가하고자 하 다.8,11) 키스탄의 

환자실에서 평가한 연구에서는 PIM 2가 소아 환자의 

후 측에 유용하 으며, PELOD는 부 하 다.11) 그러나, 

PELOD가 소아 환자실에 입원한 1806명의 환아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다발성 장기 부  환아의 후 측에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8) 따라서 자들의 연구는 내

원 직후  한 시간이내에 평가할 수 있는 PELOD와 PIM 

2를 평가하여 응 의료센터에서 소아 환자의 후 측

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총 90   9 가 사망하여 10.0%의 사망률을 

보 으며 이는 과거 연구 결과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

으나, 국외에서는 연구 상 선정에 있어서 심폐소생술 

인 환자와 환자실 입실기간이 2시간 이하인 환자 등을 

제외하 고, 본 연구 결과는 연구 상이 응 의료센터를 

통해 환자실로 입원한 환자로 제한되어 증도가 더 높

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2) 부분의 상 환자는 응

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수술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환

자실로 입실하는 환아와 응 의료센터에서 임상 증상이 

한 환아로 단되어 환자실로 입원하는 경우 다. 본 연

구에서는 심장 수술 환아는 없었지만, 심장 수술  그 밖

의 다른 부  수술 환자에서 수술 후 기의 증도가 높

게 평가되어 PIM 2의 SMR 값이 1보다 작아서 그 의미가 

과  평가될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기 응 의료센터를 

경유한 환자만을 상으로 하 기에 수술 후 환자실로 

입실한 환아는 9명(10.0%)에 불과하여 다른 연구들에 비해 

그 상수가 었다. 응 의료센터를 경유한 환아들의 수술

과 련한 사망 측률을 평가하려면 향후 규모의 연구

가 필요하겠다.

  응 의료센터에서 기  삽 을 통해 인공호흡기 용이 

필요했던 환아는 사망군에서 8명(88.9%)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Slater와 Shann은 호흡기계  여

러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 SMR 값이 1보다 커서 PIM 2의 

사망 측값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13) 이것

은 PIM 2가 환자실 입실  응 의료센터 내원 1시간 이

내의 값으로 평가되므로 1시간 이후에 인공호흡기 용이 

이루어졌던 환자의 경우 그 의미가 과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 의료센터  환자실 입실 후 시간

에 따른 PIM 2의 추  찰  평가를 통한다면 소아 환

자의 후 측에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ELOD와 PIM 2가 측사망률의 지표로

서 ROC 곡선하면 이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두 유의한 

소견을 보 으나 Hosmer-Lemeshow 합도상 응 의료센터 

내에서 평가한 PELOD는 p = 0.011로 하지 못하 으며 

PIM 2만 p = 0.622로 합하 다. ROC 곡선하면  한 응

의료센터에서 평가한 PIM 2가 0.94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응 의료센터에서 PIM 2의 평가가 소아 환자를 

측하는 데 유용하 다. 이는 과거의 PRISM, PELOD, PIM 2

를 비교한 연구에서 소아 환자에 한 측 방법으로 

PIM 2의 유용성을 언 한 바와 일치하며 응 의료센터 내

에서도 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11)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단일 병원에서 내원한 소아 

환자를 상으로 시행된 후향  연구로 국내 소아 환자 

체를 변하지는 못하며, 상수가 다는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규모의 소아 환자를 상으로 응 의

료센터에서 용하여 평가하는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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