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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기암환자의 조기경보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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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re is also a growing interest in how to organize the rest of life of the elderly.
As end-of-life becomes important, predicting the last few days of end-of-life in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preparing death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uld be meaningful in a super-aged society in the futur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the remaining life expectancy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An early warning score (EWS) is an simple indicator aimed at detecting
clinical deterioration to improve patient safety in hospitals. This was developed to quantify the abnormal levels of vital signs
and patients with sudden deterioration in the early stage. EWS is closely related with short-term mortality or acute exacerbations
in patients, such as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s. Therefore, applying the EWS to terminal cancer patients at end-of-life time,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n auxiliary indicator to inform that the death of patients is im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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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 지수는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
면[5], 2009-2013년 73.7점으로 80개국 조사 대상 국가중 18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위로 보고되었다[5].

의 15.7% 이다[1]. 이러한 추세로 보아, 2025년에는 전체 인

말기 암환자에서 마지막 수일을 예측하여 환자와 가족에

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 사회가

게 의미있는 시간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초고령 사회에서 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1]. 한편, 암환자의 생존율은 의학 기술

미있는 일이다[4].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말기

발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평균 수명의

암 환자들의 남은 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6,7].

증가 및 암환자 생존율 증가에 따른 암환자들의 여생에 대한

기존 말기 암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대 여명 지수인 PPI

정리와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3]. 생

(palliative pronostic index) [8], PaP (palliative prognostic

애말기 환자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인간의

score) [9] 등이 여명 예측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4]. 하지만, 우리나라의 죽음의

PaP는 30일 생존율, PPI는 3주 생존율을 제시하고 있어, 여

Received October 12, 2021; revised November 5, 2021; accepted November 12, 2021.
Corresponding author: Hee-Taik Ka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E-mail: kanght0818@gmail.com
Copyright Ⓒ 2021 The Korean Academ y of Clinical G eriatr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 s of the Creative Com m ons Attribution N on-Com m 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 m ons.org/licenses/by-nc/4.0) w hich
perm its unrestricted non-com m 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 edium , provided the original w ork is properly cited.

68 Korean J Clin Geri 2021;22(2):67-74
명이 1주일 정도 남은 생애말기의 임종 임박시점에서는 그

수행 능력, 환자의 증상과 임상징후 및 임상 검사지표, 기대

정확도가 떨어지어 적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8-10].

여명 지수 등이 있다[6,10,23,24]. 활동 수행 능력은 여명 예

조기경보지수(Early Warning Score, EWS)는 병원에서 환

측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

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상적 악화를 감지하는데 목

기대여명 예측에 유용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6,25,26]. 널리

적으로 개발된 지표이다[11,12]. 이는 급성 악화 환자를 조

사용되고 있는 수행 능력 지수는 Karnofsky 수행지수

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력 징후의 이상을 점수화

(Karnofsky performance scale, KPS) [27], 완화의학 수행 지

하는 지수이다[11,12]. 또한 조기경보지수는 48시간 이내 사

수(palliative performance scale, PPS) [28]이 있다. 한편, 기

망을 예측하는 데 합리적으로 잘 수행된다[13]. 따라서, 조

대 여명 지수는 의사의 임상적 예측과 환자의 기능상태, 증

기경보지수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위험상태 조

상, 징후 및 검사 결과 등을 통합한 기대 여명 지표이다

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처치를 통하여, 환자 안전 강화에

[8-10]. 대표적인 기대 여명 지수인 PaP 지수는 3-6주 정도

사용되고 있다[11,14,15].

의 생존기간이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

이러한 조기경보지수를 임종기에 접어든 임종이 얼마 남

은 도구로 알려져 있다(Table 1) [6,9,29]. 일본에서 개발된

지 않은 말기 암환자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조기경보지

PPI 지수도 3주 미만 생존을 예측하는데 높은 민감도와 특

수의 점수 단계에 따른 말기 암환자의 환자 관리 및 추적관

이도를 보고하였다(Table 1) [8]. 그러나, PaP, PPI 등의 기

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본 종설을 작성하였다.

대 여명 지수는 기대여명이 1주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기대 여명 지수의 유용성을 검증한 연구가 거의

말기 암 환자 기대여명 예측

없어 짧은 여명이 예측되는 환자에게는 기대 여명 지수의 활
용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말기 암 환자들의 남은 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

기대 여명 예측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자, 한국에서는

다[6,7]. 많은 의료진이 예측된 잔여수명을 실제보다 길게

2010년 발표한 객관적 예후 지수(Objective prognostic score,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7,16]. 하지만, 남은 기대

OPS)를 보고하였다[30]. OPS 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의사

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환자와 가족들이 임종에 대하

의 임상적 추정을 포함하지 않고 객관적인 예후 예측 인자로

여 사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향후 돌봄 계

연구되었다[30]. OPS 지수는 의사의 임상적 추정이 들어가

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7]. 우리나라는

지는 않았지만,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문화적으로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점수가 고려되었고, PPS를 사용한 PPI처럼 환자의 활동 수

기 때문에, 기대여명 예측은 가족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

행 능력을 환자의 기대 여명 예측 인자로 포함하였다(Table

[18]. 또한, 의료진도 말기 암 환자의 기대여명 예측을 통하

1). 환자의 활동 수행 능력은 평가 주체인 의사의 임상적 판

여, 불필요한 검사 및 약물이나 수액 등을 줄이고 치료적 방

단이 들어가 있으므로 PPI 및 OPS 지수도 어느 정도의 평

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19].

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기대여명 예측에 의사의 임상적 추정은 환자의 생존기간

따라서, 완전히 주관적 요소들이 배제된 객관적인 요소들

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의미 있는 예측 인자라고 알려져

만을 이용하여,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이내 임종 임박을

있다[20,21]. 유럽 완화의료협회에서는 환자의 기대여명 예

예측하는 검증된 말기암환자를 위한 기대 여명 지수는 현재

측할 때에 다른 지표와 함께 의사의 임상적 추정을 반드시

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0,22]. 하지만, 의사의 임상적 추
정은 개인적 경험에 의존되는 주관적인 지표이므로 의사마

조기 경보 지수 및 유용성

다 기대여명을 다르게 추정할 수 있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의
사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16,22].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의사

환자의 급성 악화는 종종 맥박, 혈압, 호흡수 및 의식수준

들은 말기 암환자의 실제 생존기간보다 기대여명을 낙관적

같은 생체 징후의 미묘한 변화가 선행될 수 있다[31,32]. 이

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16,20,22].

러한 환자의 급성악화는 조기에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 하면,

의사의 임상적 예측 이외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예후를

많은 수가 예방 가능하다고 제시되었었다[32]. 이러한 배경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자로 알려진 것에는 환자의 활동

으로, 환자에서 중대한 악화가 생기기 이전 적절한 순간에

이재우 외: 생애 말기암환자의 조기경보지수 적용 69

Table 1. Prognostic scale for survival prediction of terminal ill cancer patients

Index

Parameters

Performance

Palliative prognostic index (PPI) [8]

Palliative performance status;
Oral intake; Edema;
Dyspnea at rest; Delirium

Palliative prognostic score (PaP) [9]

Dyspnea; Anorexia;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Clinical prediction of survival;
Total white blood count;
Lymphocyte percentage

Objective prognostic score (OPS)
[30]

Anorexia resting dyspnea; ECOG
performance status leukocytosis;
Elevated bilirubin; Elevated
creatinine; Elevated LDH

✓ Above cutoff point of 6.0, the 3-week survival prediction
sensitivity 80%, specificity 85%
✓ Above cutoff point of 4.0, the 6-week survival prediction
sensitivity 80%, specificity 77%
✓ Evaluated by comparing mortality rates in the 3
prognostic risk categories
✓ Median survival was 76 days in group A (with 86.6%
probability of 30-day survival), 32 days in group B (with
51.6% probability of 30-day survival), 14 days in group
C (with 16.9% probability of 30-day survival)
✓ Above cutoff point of 3.0, the 3-week prediction
sensitivity 74.7%, specificity 76.5%
✓ The overall accuracy 75.5%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LDH, lactate dehydrogenase.

Table 2. Overview of the validated early warning score

Name

Author

Study design

Setting

Parameters

SBP, HR, RR,
Acute medical
admissions to
BT, SpO2,
the medical
oxgen supply,
assessment
consciousness
unit
level
Medical
SBP, HR, RR,
emergency
BT,
admissions
Consciousness
admitted to the level
medical
admissions
unit

VitalPAC Early
Warning Score
(ViEWS)

Prytherch et al.
[35]

Retrospective
cohort study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MEWS)

Subbe et al.
[37]

Prospective
cohort study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Royal College of
Physicians
London [36]

Retrospective
cohort study

Medical
emergency
admission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2 (NEWS2)

Royal College of
Physicians
London [39]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Acute ill
patients

SBP, HR, RR,
BT, SpO2,
oxgen supply,
consciousness
level
SBP, HR, RR,
BT, SpO2,
oxgen supply,
consciousness
level

Outcomes
In-hospital
mortality
within 24 h

Findings
AUROC 0.888
(0.880-0.895)

Scores of 5 or more,
Admission at
high dependency death [OR 5.4
units (HDU),
(2.8–10.7)], ICU
and intensive
admission [OR
care units
10.9 (2.2–55.6)],
(ICU);
HDU admission
cardiorespiratory [OR 3.3 (1.2–9.2)]
emergency;
death at
60 days
In-hospital
AUROC 0.89
mortality
(0.880-0.895)

In-hospital
mortality
within 24 h

C-statistic 0.860
(0.857-0.864)

SBP, sy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RR, respiratory rate; BT, body temperature; SpO2, oxygen saturation; AURO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OR, odds ratio.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악화 위험이 있는 환자를 인

의 생리학적 변수를 기반으로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되

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12]. 대부분의 조

어 있다(Table 2) [33]. 이러한 간단한 채점 방식의 도구는

기경보지수는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의식수준 등

일상적인 병상 관찰 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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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임상의 뿐 아니라,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등 환자를 감시

같은 탄산성 호흡부전이 있을 경우를 업데이트하여 제시하

하는 의료인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4]. 또

였다[38]. NEWS2는 영국 National Health System (NHS)

한 영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급성 질환의 악화 인식 및 대

에서 구급차 서비스와 급성 병원에서 사용 승인이 되었고,

응에 조기경보 점수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고[14], 환

대략 4분의 3의 구급차 서비스에서 NEWS점수를 활용하고

자의 입원 전 상황인, 응급구조 같은 상황 등에서 조기경보

있다[39]. 최근의 후향적 연구에서 NEW, NEW2 모두 24

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

시간 이내 병원내 사망률을 식별 하는 데에 각각 0.860,

다[15].

0.881으로 높은 판별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40].

선행 연구에서 많은 수의 조기경보 지수가 개발 및 보고

조기경보지수를 활용하여, 조기적으로 위험환자를 감시하

되었으며[33], 그 효용성에 대한 비교적 검증이 많이 이루어

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는 시스템인, 조기 감시 체계는 여

진 조기경보지수는 VitalPAC Early Warning Score (ViEWS)

러 선행연구에서 예기치 못한 사망률을 감소한다고 보고 하

[35],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36], Modified

였다[41,42]. Salvatierra 등의 연구[41]에서는 조기경보지수

Early Warning Score (MEWS) [37] 등이 있다(Table 3).

를 이용한 조기 대응이 24%의 사망률이 개선된다고 보고하

MEWS는 2001년 Subbe 등[37]이 전향적으로 검증하여 보

였으며, 이보영 등의 연구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체 사망률이

고된 도구이다. MEWS 5점을 기준으로, 임상 악화 및 사망

10%에서 36%정도로 감소로 보고하였다[42]. 우리나라에서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사망에 대한

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신속대응 시스템

교차비가 5.4, 중환자실 입실에 대한 교차비는 10.9로 보고하

시범사업을 통하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였다[37]. ViEWS [35]는 환자 입원 후 24시간이내 입원 사

위험 상황발생 이전에 조기 개입을 통하여 사전에 방지 할

망률 판별하는 모델의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

수 있게 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인 신속대응 시스템(rapid

acteristic (AUROC)는 0.888으로 다른 EWS 보다 더 나은

response system, RRS)을 도입하였다[42]. RRS는 위험에 처

예측력을 보고하였다(Table 2) [35].

한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 경보 지수를 이용하여, 환자

NEWS는 영국의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CP)
의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Design and Implementation

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강
화하고 있다[42].

Group에서 ViEWS를 약간 조정하여 임상적 합의를 통하여

조기경보지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입원 전

지수를 개발하였다[36]. NEWS는 호흡, 산소포화도, 체온,

상황인 가정 등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건 의료 커뮤니티

수축기 혈압, 맥박수, 의식수준의 6가지의 생리학적 매개 변

기관 속에서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도 쉽게 적용하여 환

수로 구성된다(Table 3). RCP에서는 NEWS 점수가 5점 이

자의 급성 악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4,39,41].

상인 모든 입원 환자에서 패혈증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의 급

입원해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추정 및 병원

성 악화 위험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36].

에서 시행하는 검사 결과를 참고한 지표들이 조기 경보 지수

NEWS2는 NEWS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보다 유용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 전 상황이라

Table 3. The criteria for each component of the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Scor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Pulse rate (bpm)
Respiratory rate (bpm)
Body temperature (C)
Oxygen saturation (%)
Oxygen supply
AVPU

3

2

1

0

≤90
≤40
≤8
≤35.0
≤91

91-100

101-110
41-50
9-11
35.1-36.0
94-95

111-219
51-90
12-20
36.1-38.0
≥96
No
A

92-93
Yes

A, alert; V, to voice; P, to pain; U, to unresponsive; bpm, beats or breaths per minute.
Note, Data from Royal College of Physicians [36].

1

2

91-110

111-130
21-24
≥39.1

38.1-38.0

3
≥220
≥131
≥25

V, P, o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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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기 경보 지수의 유용성은 넓어 질 수 있다(Table 4).

다[13]. 말기 암 환자의 임종기 이행되는 시점에서도 맥박,
혈압, 호흡수 및 의식수준 같은 생체 징후의 변화가 선행된

말기 암환자에서 조기 경보 지수 적용 가능성

다[16,32]. 따라서, 단기간 사망 예측이 중요한 임종기 이행
시점에서는 기대여명 지수보다 조기 경보 지수가 유용할 수

말기 암환자의 과반수 이상에서 여생을 자택에서 보내길

있다.

희망한다[43-45]. 오랜 기간의 투병생활에서 지친 환자들은

또한, 조기경보지수는 의사의 임상적 추정이 없이 생체 징

여생을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가정임

후들로만 구성되어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 이

종을 택하길 희망하고 있다[43]. 하지만, 실제 임종 장소는

러한 점은 의료-IT 분야에서 환자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2/3이상에서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다[46]. 임

돌봄을 제공받기 원하는 재택 간호 등의 분야에 조기경보 지

종 희망장소와 실제 임종 장소의 괴리가 되는 현상은 가족들

수를 통한 의료기기 모니터링의 적용의 활용 가능성이 장점

의 간병의 부담, 말기 증상들의 관리 문제, 병원 영안실 이

으로 대두되고 있다[49].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용, 임종에 부적절한 주거 환경 등의 이유 때문으로 추측 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는데, 비대면 환

고 있다[46]. 한국의 2019년 국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례보

자 감시 모니터링으로 재택에 거주하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고서에 따르면[45],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수는

급성 악화를 예측하는 도구에 조기 경보 지수가 활용될 수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 2021년에는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

있을 것이다[49,50].

다. 또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정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6.2%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45].

조기 경보 지수의 점수에 따른
말기 암환자 관리 및 추적관찰

입원해 있는 말기 암환자는 조기 경보 지수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검사 결과 및 신체사정, 간호 도구 등으로 환자의

조기 경보 지수는 통계 방법론적인 비판적 평가가 존재하

상태를 수시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남은 기대여

고, 환자의 상태 악화가 조기 경고 지수의 예측대로 진행되

명을 예측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에 있는 암환자이거나 또

지 않을 수 있다[33]. 따라서, 조기 경보 지수에 의존하여

는 의료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등의 의사들의 임상

환자 관리 전략을 제안할 때 이러한 약점을 인지 해야 한다

적 추정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조기 경보 지수 활용성이 증가

[33]. 향후 조기 경보 지수의 실제 환자 관리 전략에 대한

할 수 있다[47,48].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더라도, 혈압, 맥박,

더 많은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조기 경보 지

산소포화도, 체온 등의 기본 생체징후 값으로 조기 경보 지

수를 활용한 환자 관리에 대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보고한 것

수를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47,48].

은 NEWS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PaP, PPI등의 기대여명 지수는 말기 암환자 1주일 이내

NEWS 지수는 다른 조기 경보 지수보다 더 많은 수에서

의 사망 예측에 대하여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8,9]. 하지만,

검증되었으며[33], 영국 NHS 전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

조기 경보 지수는 환자의 3일 이내의 사망이나 급성 악화로

하고 있다[39]. 또한 NEWS 지수에는 점수별 환자 관리에

인한 중환자실 입실을 모니터링하고자 개발 된 것이므로, 단

대한 임상 대응 매뉴얼이 존재한다(Table 5). NEWS 지수의

기간 내 환자의 급속한 상태 변화를 예측 하는 데에 유용하

단일 지표 3점 이상일 때에는 의료진의 조기 개입을 권하고

Table 4. Comparison of strength and limitation of early warning score and palliative prognostic scal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Strength
Early warning score

Palliative prognostic
scale

Limitation

Relatively simple score calculation based on physiological
Lack of evidenc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parameters; Can be easily applied by not only experienced
clinicians, but also paramedics; predictable for relatively
short-term mortality; applicable even before hospitalization
Comprehensively evaluated, the accuracy of survival prediction Its accuracy may be poor for application to
can be further improved
patients with a short-term death prediction
within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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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inical response to the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trigger thresholds

NEWS score
0
1-4

3 in single parameter
Total 5 or more

Total 7 or more

Frequency of monitoring

Clinical response

Minimum 12 hourly
Minimum 4-6 hourly

✓ Continue routine NEWS monitoring
✓ Inform registered nurse, who must assess the patient
✓ Registered nurse decides whether increased frequency of monitoring and/or escalation
of care is required
Minimum 1 hourly
✓ Registered nurse to inform medical team caring for the patient, who will review and
decide whether escalation of care is necessary
Minimum 1 hourly
✓ Registered nurse to immediately inform the medical team caring for the patient
✓ Registered nurse to request urgent assessment by a clinician or team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care of acutely ill patients
✓ Provide clinical care in an environment with monitoring facilities
Continuous monitoring ✓ Registered nurse to immediately inform the medical team caring for the patient –
this should be at least at specialist registrar level
✓ Emergency assessment by a team with critical care competencies, including
practitioner(s) with advanced airway management skills
✓ Consider transfer of care to ICU
✓ Clinical care in an environment with monitoring facilities

Note: Data from Royal College of Physicians [36].

결

있다[36,38]. 그리고 총점 7점 이상에서는 지속적인 활력징

론

후 모니터링 과 전문 임상팀의 긴급 평가 및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36,38].

조기경보지수의 점수는 단기 사망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NEWS 지수는 말기 암환자가 아닌 급성기 환자를 대상

있다. 말기 암환자들의 기대여명 예측을 위한 조기경보지수

으로 개발 된 것이기 때문에, NEWS 지수의 임상적 권고를

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PaP, PPI 등과 같은 기대 여명 지

말기 암환자 적용 시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33]. 하지만, 말

수를 적용하고 있다. 생애 말기 암환자들은 임종 임박 징후

기 암환자의 경우에도 급성기 환자와 같이, 임종기로 이행

및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임종기를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에 발생하는 급성 악화가 생체징후들이 먼저 반응하여 나

상황에서 조기 경보의 지수는 말기 암환자들이 임종이 임박

타날 수 있다[16,32]. 따라서 말기암환자와 조기경보지수의

하였음을 알려주는 데에 제한적 상황에서는 보조적인 지표

유용성에 대하여 많은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조기 경보 지수의 점

NEWS 지수의 점수에 따른 임상 권고를 참고하여 말기암환

수가 높을수록 단기 사망률과 유의한 연관이 있으므로 종합

자에게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Table 5).

점수 7점, 개별점수 3점이상의 환자에서는 의료인의 조기 개

조기 경보 지수는 의사의 임상적 추정 없이 쉽게 계산화

입 및 가족 상담, 사전 임종 준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Table 4), 병원이 아닌 지

볼 수 있다. 말기 암환자 관리에서 정확한 단기간 사망 예측

역사회 거주하고 있는 환자 관리, 병원에 최초 입원시점에

은 임종에 대하여 사전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함을 예방할

아직 다른 검사실 소견이 나오지 않았을 때, 급성악화로 외

수 있고, 기본적 권리인 죽음에 대한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래나 응급실 진료 환경 등에서 말기 암환자의 급성 악화를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측하는 보조 지표로 조기 경보 지수가 활용 가능하다
[49,50]. NEWS 기준으로 총점 7점, 개별 항목 3점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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