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허혈성 조직 손상은 패혈증의 주요 악화 기젂 중 하나이다. 더불어 허혈성 조직 

손상에서는 혈중 인산 농도가 상승됨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패혈증 환자에서 

인산 농도의 상승과 환자의 예후와의 관계를 평가하여 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3 차병원 응급실에서 수행된 단일병원 대상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2010 년 3 월부터 2017 년 4 월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초기 인산 농도에 따라 Group I (저인산혈증, 인산 농도 

<2 mg/dL), Group II (정상 인산 혈증, 인산 농도 2–4 mg/dL), Group III (경도 

고인산혈증, 인산 농도 4–6 mg/dL), Group IV (중등도 이상 고인산혈증, 인산 

농도 ≥6 mg/dL)의 4 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초기 인산 농도와 28 일째 

사망률과의 독립적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다변량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분석 모델을 활용하였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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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34 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젂체 환자의 28 일째 사망률은 

21.9%였다. 각 그룹의 사망률은 Group I (저인산혈증) 14.6%, Group II (정상 인산 

혈증) 17.4%, Group III (경도 고인산혈증) 29.2%, Group IV (중등도 이상 

고인산혈증) 51.4%였다 (p<0.001). 다변량분석 결과 중등도 이상 고인산혈증 

그룹은 정상 인산 혈증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hazard ratio, 1.59; 95% 신뢰구갂 1.23– to 2.05). 경도 고인산혈증 그룹은 

정상 인산 혈증 그룹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패혈증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고인산혈증은 28 일 사망률과 연관성을 가지며, 

초기 혈중 인산 농도는 패혈증 환자에서 예후 인자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abstract has been translated and adapted from the original English-language content. 

Translated content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ranslation accuracy or reliability is not 

guaranteed or implied. BMJ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and omissions arising from 

translation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BMJ shall not incur any liabili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translat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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