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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젖산이 낮은 패 성 쇼크 환자에서 젖산제거율과 후

이화여자 학교 의학 문 학원 내과학교실, *성균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심윤수ㆍ함 롬*ㆍ임소연*ㆍ서지 *ㆍ 경만*

Lactate Clearance and Outcome in Septic Shock Patients with Low Level of Initial Lactate

Yun Su Sim, M.D., Cho Rom Hahm, M.D.*, So Yeon Lim, M.D.*, Gee Young Suh, M.D.* and Kyeongman Jeon,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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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rum lactate is a potentially useful biomarker to risk-stratify patients with severe sepsis and septic 

shock.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on the association of serum lactate levels and prognosis in septic 

shock patients with initial low lactate levels.

  Methods: To evaluate whether initial and follow-up lactate levels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septic shock pa-

tients with low lactate level,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f patients with septic shock, who 

were hospitalized through the emergency department in February−July 2008. Initial lactate level was stratified as 

low (＜4 mmol/L) or high (≥4 mmol/L). The primary outcome was 28-day mortality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djust for potential confounde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lactate clearance and mortality.

  Results: Of 90 patients hospitalized with septic shock during the study period, 68 (76%) patients had low initial 

lactate. Mortality at 28 days was 18% in patients with low lactate level. In these patients, initial lactate level was 

not associated with mortality (p = 0.590). However, increased lactate at follow-up and lactate clearance were asso-

ciated with mortality (p = 0.006, p = 0.002, respectively). In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creased mor-

tality rat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ge (OR 1.162, 95% CI 1.041−1.298) and lactate clearance (OR 0.654, 

95% CI 0.498−0.859).

  Conclusions: In septic shock patients with a low lactate level, lactate clearanc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 

decreased mortality rate. Therefore, lactate clearance could be useful for predicting the outcome in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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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류장애로 인해 조직에 산소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인산화와 nicotinamide adenine dinu-

cleotide의 재산소화  삼인산아데노신(ATP)의 합성이 일어

나지 못하게 되어 피루 산이 쌓이면서 젖산으로 환하게 

된다.1) 생성된 젖산은 Cori 회로를 거쳐 신합성을 통해 제

거 되거나 간과 신장에서 산화된다.1,2) 과거부터 여러 분야

에서 젖산(lactate)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자들의 후가 좋지 

않음이 잘 알려져 있으며,3-7) 패 증의 경우 한 수액치

료에도 불구하고 조직 류의 하로 인해 조직의 산조

증이 지속되면 장기 부 이 발생하게 되고 청 젖산 농도 

한 조직의 산소증 정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8,9) 따라

서, 청 젖산 농도의 증가는 조직의 산소증을 평가하는 

지표로 리 이용되고 있으며,10) 패 증의 기 치료에서 

패 증 환자의 후를 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11-13) 하지

만, 젖산의 생산이 많거나 간  신장 질환에 의해 제거가 

원할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회의 젖산 농도 측정으로 사

망률  후를 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2,14) 따라서, 최근

에는 일회의 젖산 농도 측정뿐만 아니라 청 젖산 농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환자의 후를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6,13)

  패 증  패 성 쇼크 환자에서 젖산 제거율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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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Variable All (n = 90) Patients with initial lactate ＜4 mmol/L (n = 68)

Sex, male 50 (56%) 38 (56%)

Age, years 67 (58−74) 67 (54−74)

Comorbidity

Diabetes 27 (30%) 22 (32%)

  Chronic lung disease 3 (3%) 3 (4%)

Diagnosis

  Gastrointestinal infection 37 (41%) 30 (44%)

  Pneumonia 32 (36%) 25 (37%)

  Genitourinary infection 12 (13%) 7 (10%)

  Skin, soft tissue, joint infection 7 (8%) 5 (7%)

  Others 2 (2%) 1 (2%)

Duration of vasopressor, days 2 (1−4) 2 (1−3)

28-day mortality    21%    18%

SOFA 8.5 (7−11) 8 (6−10)

APACHE II 18 (13−25) 17 (13−22)

Increased lactate at follow-up 34 (38%) 32 (47%)

Lactate clearance per hour, %/hr 0.9 (−1.1−2.5) 0.2 (−2.7−2.5)

Th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f patients or as medians (interquartile range) for continuous variables.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APACHE: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한 연구들은 기 젖산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상으로 

하고 있어 기 젖산 수치가 낮은 패 성 쇼크 환자에서 

젖산 제거율  젖산 농도의 변화가 환자들의 후와 어떤 

련이 있는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들은 패 성 

쇼크 환자에서 젖산제거율과 후와의 련성을 분석하여 

기 젖산 농도가 4 mmol/L 미만인 패 성 쇼크 환자에서

도 기 젖산 농도와 추  검사한 젖산 농도의 변화가 환

자의 후와 련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연구 상  방법

  2008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응 실을 

통해 입원한 패 성 쇼크 환자 90명을 상으로 후향  조

사를 시행하 다. 환자의 성별, 나이, 동반질환과 응 실에 

내원하여 측정한 압과 맥박을 포함한 생체 활력 징후  

패 성 쇼크를 유발했던 원인 질환을 분석하 고, 응 실에 

내원하여 최 로 얻어진 액 표본에서 젖산  염증성 지

표로 알려진 백 구, C-반응성 단백질, 구침강속도와 

동맥  검사에서 수소이온농도지수  염기과잉을 비교하

다.

  패 증은 감염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다음의 신  염

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의 조건  2개 이상을 만족할 때를 기 으로 하 다;15) (1) 

체온이 38
oC 이상이거나 36oC 이하인 경우, (2) 심박동수가 

분당 90회 이상인 경우, (3) 호흡수가 분당 20회 이상이거나 

동맥  가스분석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32 mmHg 이하인 

경우, (4) 백 구 수치가 12,000/mm3 이상이거나 4,000/mm3 

이하인 경우, 혹은 미숙한 호 구(band form)가 10% 이상인 

경우. 패 성 쇼크는 패 증 증상이 있으면서 한 수액

요법(20 ml/kg) 후에도 지속 으로 수축기 압이 90 mm 

Hg 미만으로 승압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 다.15)

  청 젖산의 농도는 효소비색정량법(Roche, Hitachi Modu-

lar DDP, Tokyo, Japan)으로 측정하 다. 기 젖산 제거율

은 [( 기 젖산−추  젖산) / 기 젖산] ×100으로 계산하

고,13) 이를 젖산 검사 시간(최  젖산 측정시간-추  젖산 

측정 시간)으로 보정하여 시간당 젖산 제거율을 계산하

다. 최  측정한 젖산치 4 mmol/L를 기 으로 환자들을 다

시 분류하 고 기 젖산 농도가 4 mmol/L 미만으로 낮은 

환자들을 상으로 기 젖산 농도, 젖산 제거율,  시간

당 젖산 제거율에 따른 후를 평가하 다. 환자의 후는 

패 성 쇼크가 아닌 기  질환에 의한 사망을 배제하기 

해 28일 사망률로 평가하 다.

2) 통계분석

  연속형 변수의 비교는 독립 표본 t검정의 비모수  방법 

(Mann-Whitney U test)으로 이용하 고, 범주형 변수의 비교

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 다. 패 증 환

자들의 사망과 련된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사망을 종속변수로, 성별, 연

령, 질환의 증도(SOFA, APACHE II)와 기 젖산 농도  

시간당 젖산 제거율을 독립변수로 하 고, 오즈비(odds ra-

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으

로 기술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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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Variables between Survivors and Non-survivors of Septic Shock Patients with Initial Lactate ＜4 mmol/L at 

Presentation (n = 68)

Variable Survivors (n = 56) Non-Survivors (n = 12) p value

Sex, male   30 (54%)    8 (67%) 0.407

Age, years   64 (52−73)   75 (66−81) 0.036

Diagnosis 0.040

  Gastrointestinal infection   28 (50%)    2 (17%)

  Pneumonia   16 (30%)    9 (75%)

  Genitourinary infection    7 (13%)       0

  Skin, soft tissue, joint infection    4 (7%)    1 (8%)

  Others    1 (2%)       0

WBC, 1,000/mm
3   

9.9 (5.7−15.3)  10.5 (8.2−16.5) 0.562

PH  7.43 (7.38−7.46)  7.41 (7.34−7.45) 0.349

Acid base excess −2.5 (−5.9−−1.1) −1.1 (−4.7−1.5) 0.486

ESR, mm/hour  54 (28−90)   45 (27−92) 0.847

CRP, mg/L   7.8 (2.4−19.0)  15.6 (4.5−26.5) 0.860

Initial lactate, mmol/L   2.3 (1.7−3.2)   2.3 (1.7−3.1) 0.590

Increased lactate at follow-up  22 (39%)   10 (83%) 0.006

Lactate clearance per hour, %/hr   1.0 (−1.6−2.6) −2.6 (−11.0−−0.1) 0.002

SOFA    7 (6−10)   10 (7−11) 0.037

APACHE II   17 (12−22)   19 (16−21) 0.173

The data are the median (interquartile range). WBC: white blood cell;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SOFA: 

sepsis 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APACHE II: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Probability 

of 28-day Mortality in Septic Shock Patients with Initial 

Lactate ＜4 mmol/L at Presentation (n = 68)

Variable OR 95% CI p value

Sex, male 0.402 0.064−2.513 0.330

Age 1.162 1.041−1.298 0.008

SOFA 1.255 0.895−1.760 0.188

APACHE II 0.939 0.801−1.102 0.444

Initial lactate 0.969 0.351−2.678 0.952

Lactate clearance per hour 0.654 0.498−0.859 0.00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이 있다고 단하 으며 통계 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 다.

결      과

1) 상환자의 특성

  90명의 패 성 쇼크 환자 에 남자는 50 (56%)명이었으

며 연령의 앙값은 67 (58−74)세 다. 27 (30%)명에서 당

뇨가 있었으며 패 증의 원인으로는 소화기 감염(41%), 폐

렴(36%), 비뇨기 감염(13%)의 순이었다(Table 1). SOFA 수

의 앙값은 8.5 (7−11) , APACHE II 수의 앙값은 18 

(13−25) 이었다. 기 젖산 농도 검사 후 앙값 15 (사분

수, 11−21 시간) 시간에 추  검사가 이루어졌고, 젖산 

제거율은 앙값 14 (−16−40)%이었다. 90명  56 (62%)

명에서는 추 한 젖산의 농도가 감소한 반면, 34 (38%)명에

서는 추 한 젖산의 농도가 증가하 고 시간당 젖산 제거

율은 앙값 0.9 (−1.1−2.5)%/hr이었다(Table 1). 체 상 

환자들의 28일 사망률은 21%이었다.

  상 환자  기 젖산의 농도가 4 mmol/L 미만인 환자

는 총 68 (76%)명으로 남자가 38 (56%)명이었고, 연령의 

앙값은 67 (54−74)세이었다(Table 1). SOFA 수의 앙값

은 8 (6−10) , APACHE II 수의 앙값은 17 (13−22)

이었다. 32 (47%)명에서 추  검사한 젖산 농도가 증가하

고, 시간당 젖산 제거율은 앙값 0.2 (−2.7−2.5)%/hr이었

다(Table 1).

2) 사망 련 인자 분석

  기 젖산이 4 mmol/L 미만이었던 환자 68명의 28일 사

망률은 18%이었다. 사망군과 비사망군의 기  특성을 비교

하 을 때 사망군의 연령이 비사망군에 비해 높았으며(p = 

0.036), 패 증의 원인으로 폐렴이 많았다(p = 0.040) (Table 

2). 그 외 일반 액 검사나 기 젖산의 농도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2). 추  검사한 젖산의 농도가 사망군에

서 증가한 경우가 많았으며(p = 0.006), 시간당 젖산 제거율

의 앙값은 사망군에서 −2.6 (−11.0−−0.1)%/hr로 비사망

군의 앙값 1.0 (−1.6−2.6)%/hr보다 낮았다(p = 0.003) 

(Table 2). 로지스틱 회기분석 결과 기 젖산이 4 mmol/L 

미만인 패 성 쇼크 환자에서는 기 젖산 수치(OR 0.969, 

95% CI 0.351−2.678, p = 0.952)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 연령(OR 1.162, 95% CI 1.041−1.298, p = 0.008)  



심윤수 외 4인：패 성 쇼크에서 젖산제거율  81

시간당 젖산 제거율(OR 0.654, 95% CI 498−0.859, p = 

0.002)이 사망과 독립 으로 련이 있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기 젖산 농도가 4 mmol/L 미만인 패 성 쇼

크 환자에서 기 젖산 농도와 추  검사한 젖산 농도의 

변화가 환자의 후와 어떻게 련이 있는지 알아 보고 이

런 환자에서도 젖산 제거율이 후를 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결과로, 기 젖산 농도가 낮은 

패 성 쇼크 환자에서 기 젖산의 농도는 후와 련이 

없었으나 시간당 젖산 제거율은 28일 사망률과 독립 으로 

련이 있었다(OR 0.654, 95% CI 498−0.859).

  청 젖산 농도의 증가는 조직의 산소증을 평가하는 

지표로 패 증의 기 치료에서 패 증 환자의 후  치

료반응을 평가하는데 요하다.11-13) Nguyen 등13)은 패 증 

환자에서 응 실에 내원 시와 6시간 이후의 젖산을 측정하

여 낮은 젖산제거율을 보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았다고 

보고하 으며 국내에서도 Ahn 등16)은 시간으로 보정한 젖

산제거율이 APACHE III 수와 함께 증 패 증과 패

성 쇼크 환자에서 후를 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 다. 패 증 환자가 응 실에 내원하여 4시간 동안의 젖

산제거율과 사망률의 계를 보고한 Lee 등17)의 연구와 패

증 환자에서 기 4시간이 지난 후에 젖산 산증의 지속

성에 하여 보고한 Park 등18)의 연구에서도 젖산제거율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기 젖산이 4 mmol/L 미만인 패 성 쇼크 환자에서도 

젖산 제거율이 후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으며 

이  연구와 같은 결과가 찰되었다. 즉, 기 젖산 농도

가 낮은 환자에서도 젖산 제거율이 높을수록 후가 좋지 

않았다. 

  증 환자에서 기 젖산  젖산 제거율과 후와의 

련성을 알아본 이  연구들은 기 젖산 수치가 높은 환자

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13,16) 하지만 실제 증 패 증 환

자에서도 기 젖산 농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19) 이런 환

자들에게도 젖산 제거율이 후를 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Lee 등17)은 응 실로 내원

한 증 패 증  패 성 쇼크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기 젖산이 낮은 환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젖산 제거

율과 후와의 련성을 알아보았으나 본 연구 결과와 다

르게 련이 없었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Lee 등
17)의 연구

는 은 수의 증 패 증 환자를 상으로 하 고, 젖산 

제거율 10%를 기 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후를 비교하

기 때문에 기 젖산 농도가 낮은 환자에서의 젖산 제거

율과 후와의 련성이 평가되었을 수 있다. 

  한 치료를 받은 패 증 환자에서는 치료 후 일정 시

간이 지나 젖산 농도를 측정하 을 때 부분 감소하게 된

다. 하지만 패 성 쇼크 환자가 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젖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체 패 성 쇼크 환자의 38%에서 

응 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에도 지속 으로 

젖산이 증가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 젖산 수치가 4 

mmol/L 이하의 패 성 쇼크 환자에서 더욱 뚜렷하 다. 따

라서, 기 젖산 농도가 낮은 패 성 쇼크 환자에서는 기 

젖산 농도나 젖산 제거율뿐만 아니라 추  검사한 젖산 농

도의 단순한 증가 여부도 환자의 후를 측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  안정된 패 증 환자에서 젖산의 증가는 조직의 

산소증에 의한 생산의 증가보다는 배설의 장애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도 패 성 쇼크에 의한 장기 부

으로 젖산의 배설이 떨어져 추  검사한 젖산의 농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젖산 제거율과 후의 련성이 

과평가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설 장애에 의한 

젖산의 증가는 기 젖산의 증가에도 향을 미치며,20) 이

런 기 젖산 농도의 증가는 장기 부   쇼크에 계없

이 후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9) 따라서, 기 젖

산 농도가 낮은 환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기  

간  신장기능의 정도가 젖산 제거율과 후의 련성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에서 상 으로 은 수의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후향  분석인  외에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환자에서 24시간 이내에 젖산 농

도의 추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시간에 검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젖산 제거율과 후의 련성이 평가되었

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젖산 제거율보다는 24시간 

이내 추  검사한 젖산 농도의 증가 여부와 후와의 련

성을 보고자 하 다. 한 재까지 한 추  검사 시간

이 알려져 있지 않아 실제 진료에서 일정 시간의 젖산 제

거율을 후 평가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모

든 환자에서 동일한 치료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 다. 특히, 

패 증의 치료에서 기 소생 치료는 환자들의 후와 

한 련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

다. 하지만, 패 증의 기 소생 치료는 진료지침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향은 을 것으로 생각된다.21) 셋

째, 기 소생 치료에 한 반응 한 요하나 이에 한 

분석이 어려웠다. 최근 보고된 다기  연구에서도 기 소

생 치료의 반응이 환자들의 후와 한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2) 하지만, 젖산 농도의 추  검사 시간이 일

정하지 않아 치료 반응에 한 평가 시 을 명확히 할 수 

없었고, 의무기록만으로 기 소생 치료에 한 반응을 분

석하기 어려웠다. 

　결론 으로 기 젖산이 4 mmol/L 미만으로 낮은 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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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환자에서는, 기 젖산 농도는 환자의 후와 련성이 

없었으나 추  검사한 젖산 농도의 변화는 환자들의 후와 

독립 으로 련이 있었다. 따라서, 기 젖산 농도가 낮은 

패 성 쇼크 환자에서도 젖산 농도의 추  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젖산 제거율을 확인하는 것은 후를 측하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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