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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위험의 계층화와 이에 따른 치료 전략
이봉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Risk Stratification for Patients with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Bong Eun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Upper gastrointestinal (GI) bleeding (UGIB) is the most common GI emergency, and it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morbidity and
mortality. Early identification of low-risk patients suitable for outpatient management has the potential to reduce unnecessary
costs, and prompt triage of high-risk patients could allow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minimize morbidity and mortality. Several
risk-scoring systems have been developed to predict the outcomes of UGIB. As each scoring system measures different primary outcome variables, appropriate risk scores must be implemented in clinical practice. The Glasgow-Blatchford score (GBS) should be
used to predict the need for interventions such as blood transfusion or endoscopic or surgical treatment. Patients with GBS ≤1 have
a low likelihood of adverse outcomes and can be considered for early discharge. The Rockall score was externally validated and is
widely used for prediction of mortality. The recently developed AIMS65 score is easy to calculate and was proposed to predict
in-hospital mortality. The Forrest classification is based on endoscopic findings and can be used to stratify patients into high- and
low-risk categories in terms of rebleeding and thus is useful in predicting the need for endoscopic hemostasis. Early risk stratification is critical in the management of UGIB and may improve patient outcome and reduce unnecessary health care costs through
standardization of car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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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부위장관 출혈은 가장 흔한 소화기계 응급 질환 중 하나로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보이는 질환이다.1,2 상부위장관 출혈은
크게 정맥류 출혈과 비정맥류 출혈로 나뉘는데, 비정맥류 출혈
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소화성 궤양이 2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위-십이지장 미란, 말로리-바이스 증후군,
혈관이형성증, 종양, 중증 식도염 등이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
다.3 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와 양성자펌프억제제 사용
의 증가,4 내시경 치료법의 발전 등에 힘입어 비정맥류 상부위
장관 출혈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지난 20년간 감소했다는 보고
도 있다.5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동맥경화 질환 및 퇴행
성 질환의 증가로 항혈소판제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위궤양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으며,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의 사망률은 여전히 6∼14%의 높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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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6 따라서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의 경과 및 예후를
조기에 예측하여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1,2 본 종설에서는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지표들에 대해 살
펴보고 내시경 치료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여러 점수 체
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임상에서 적용하기 복잡하여 실
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각각의 위험도 점수 체
계들은 고안될 당시 평가하고자 하였던 결과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Table 1) 점수 체계마다 내시경 검사나 입원의 필요성,
재출혈률, 사망률을 반영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여러
비교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현재까지 어느 한 점수 체계도 완벽하게 여러 임상
결과들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점수 체계의 임상적 유
용성을 잘 알고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도 예측지
표는 크게 내시경 소견을 포함하지 않는 점수 체계들과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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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Outcomes of Individual Risk Scores
Scores
Endoscopy based risk scores
Forrest classification
BBS
CSMCPI
Rockall score
PNED score
Pre-endoscopic risk scores
Clinical Rockall score
GBS
AIMS65 score
T-score

Table 3. Glasgow-Blatchford Score

Primary outcome

Admission risk marker
Blood urea (mg/dL)
18.2∼22.3
22.4∼27.9
28.0∼69.9
≥70
Hemoglobin (g/dL)
Men
12∼13
10∼11.9
＜10
Women
10∼12
＜1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00∼109
90∼99
＜90
Pulse ≥100/min
History and comorbidities
Melena
Syncope
a
Hepatic disease
b
Cardiac failure

Rebleeding
Rebleeding
Mean length of stay
Mortality
Mortality
Mortality
Need intervention
Mean length of stay/mortality
Time to endoscopy

BBS, Baylor bleeding score; CSMCPI, Cedars-Sinai Medical Centre
Predictive Index; PNED, Progetto Nazionale Emorragia Digestiva;
GBS, Glasgow-Blatchford score.

Table 2. Risk Stratification Scores according to Endoscopic Variables
Pre-endoscopic risk scores

Post-endoscopic risk scores

GBS
Clinical Rockall
AIMS65 score
T-score
Cambridge score
ANNs

Rockall score
BBS
CSMCPI
PNED score
Spanish Almela score
CUHK prediction score

GBS, Glasgow-Blatchford score; BBS, Baylor bleeding score;
CSMCPI, Cedars-Sinai Medical Centre Predictive Index; PNED,
Progetto Nazionale Emorragia Digestiva; ANNs, Artificial Neural
Networks; CUHK,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소견이 포함되는 점수 체계들로 나눌 수 있다(Table 2).

1. 내시경 전 점수 체계
Glasgow-Blatchford score (GBS)는 2000년에 소개된 점수
체계로 수혈, 내시경 또는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과 사망률을 예
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Table 3).7 GBS는 혈중 요소, 혈색소,
수축기 혈압, 맥박수, 흑색변이나 실신 유무, 간질환이나 심장
질환 유무에 따라 0∼23점까지 점수를 주며 내시경 소견 항목
이 없고 전신질환의 정도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환자가 내원했
을 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항목별로 점
수 가중치가 달라 계산하기 복잡하며 간질환이나 심장질환 유
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혈중 요소와 실신의 유무가
병원 도착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8
초기 연구에서는 GBS가 0점인 경우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이 때 중재(intervention)의 필요성은 1% 이내로 입원 및 응급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9 하지만 90% 이상의
환자들이 GBS 1점 이상으로 2015년 한 연구에서는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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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2
3
4
6

1
3
6
1
6
1
2
3
1
1
2
2
2

a

Known history, or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of chronic or acute
hepatic disease.
b
Known history, or clinical and echocardiographic findings of cardiac
failure.

value를 1점 이하로 하였을 때 저위험군을 예측하는 민감도가
99.2%, 특이도 39.8%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
다.10 이 연구에서는 고령이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가 사망하는
주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age-modified GBS version을 제안
하였고, 복잡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입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Cheng 등2은 주관적인 변수를 제외
한 혈중 요소, 혈색소, 수축기 혈압, 맥박수만으로 구성된 modified GBS를 제안하였는데, 수혈 및 중재의 필요성을 좀더 간편
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1년 좀더 단순화된 점수 체
계로 5가지 위험인자(65세 이상의 나이, 수축기 혈압 저하, 의식
저하, 프로트롬빈시간 지연, 저알부민혈증)로 구성된 AIMS65
score가 고안되었다(Table 4).11 AIMS65 score는 acronymbased score이면서 항목별 점수가 1점으로 동일하여 내시경
검사 없이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AIMS65 score에 따른 사망률은 0점 0.3%, 1점 1%, 2점
4%, 3점 10%, 4점 22%, 5점은 32%로 입원기간과 재원 사망률
을 예측하는 데 높은 정확성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2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AIMS65 score와 GBS를 비교한 한 논
문에서는 AIMS65 score가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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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질병의 중증도, 출혈 부위, 내시경적 출혈 증거의 5가지
15
변수가 고려된다. 점수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원래 고안된 목적 자체가 재출혈률을 예측하기 위함으로
15
사망률 예측에는 실망적인 결과를 보였다.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점수 체계는 1996년에 발표된
16
Rockall score (RS)이다(Table 6). 나이, 쇼크, 동반질환, 출혈
원인, 내시경적 출혈의 증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출혈률과 사
17-19
망 위험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RS 2점 이하
인 경우를 퇴원이 가능한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며, 1점 이하인
경우 재출혈률 3.8%, 사망률 0%, 2점 이하인 경우 재출혈률
4.6%, 사망률 0.1%로 보고하였다. RS 8점 이상인 경우가 고위
험군으로 재출혈률 29%, 사망률 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임상적 요소만을 가지고 분류하는
pre-endoscopic RS가 사용되기도 하나 그 정확도는 분명치 않
다. Pre-endoscopic RS가 0점인 경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지
만 이런 환자들 중 18%는 이후 내시경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
20
출혈 또는 사망한 예가 있음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고안된 Cedars-Sinai Medical Centre Predictive Index
(CSMCPI)는 내시경 소견, 증상의 발생과 입원 사이의 시간 간

정확하였지만, 수혈 필요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GBS가 더
우월하였고 재출혈 등의 다른 결과지표를 예측하는 데는 두 체
12
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탈리아에서
2008년에 고안된 T-score (Table 5)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점수 체계로 동반질환 수에 따른 전신 상태,
맥박수, 수축기 혈압, 혈색소의 4가지 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위험 출혈 병소와 출혈 관련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13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T-score 6
점 이상에서 고위험 출혈 병소를 예측하는 특이도와 양성예측
률이 각각 96%와 74.5%로 very early therapeutic endoscopy
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예측하는 지표로 제시하였고, 조기 내
14
시경 중재 여부에 대하여 GBS와 동등한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이외 인구에서의 검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2. 내시경 후 점수 체계
전통적 점수 체계로 1993년에 소개된 American Baylor
bleeding score (BBS)는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내시경
지혈술 후 재출혈을 예측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내시경 전 점
수 체계와 내시경 점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 동반질환

Table 5. T-score
Table 4. AIMS65 Score
Risk factor

Score

Albumin ＜3.0 mg/dL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5
Altered mental status
Systolic blood pressure ＜90 mmHg
Age ＞65 yr

Score

Clinical parameter

1
1
1
1
1

General conditions
Pulse (beats/min)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Hemoglobin (g/dL)

1

2

3

Poor
＞110
＜90

Intermediate
90∼110
90∼110

Good
＜90
＞110

≤8

9∼10

＞10

Table 6. Rockall Risk Scoring Score
Variable
Age (yr)
Shock stage
SBP (mmHg)
Pulse (beats/min)
Comorbidity

Diagnosis
Major SRH

Score
0
＜60
≥100
＜100
No major comorbidity

Mallory-Weiss tear, no lesion
identified and no SRH
None or dark spot only

1

2

60∼79

≥80

≥100
≥100

＜100

All other diagnosis

Cardiac failure, ischemic
heart disease, any major
comorbidity
Malignancy of UGIT

3

Renal failure, liver failure,
disseminated malignancy

Blood in UGIT, adherent
clot, visible or spurting
vesse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SRH, stigma of recent hemorrhage; UGIT,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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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talian Progetto Nazionale Emorragia Digestiva Score
Score

Variable

1

2

3

ASA 3
Time to admission ＜8 h

Hemoglobin level ≤7 g/dL
Age ≥80 yr
Renal failure

Rebleeding
ASA 4
Neoplasia
Liver cirrhosis

4
Failure of endoscopic treatment

ASA, American Society of Anethesiology.

격,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 동반질환의 수를 고려하여 예후와
입원기간을 예측하기 위해 발표된 점수 체계로 환자의 재원 기
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 중 혈역학적 상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21-23 RS, BBS, CSMCPI를
비교한 연구에서 RS가 특히 저위험군에서 재출혈과 사망 위험
을 예측하는 데 우수함을 보고하였다.24 최근 Italian Progetto
Nazionale Emorragia Digestiva (PNED) score가 사망률을 예
측하기 위해 고안되었다(Table 7).25 내시경 치료의 실패가 30
일 사망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독립인자(odds ratio, 11.35; 95%
confidence interval, 4.15∼18.54)임을 확인하고 이 변수를 포
함한 10가지의 변수(2개의 내시경지표, 8개의 임상지표)로 구
성된 점수 체계를 고안하였고, 점수에 따른 사망률을 1점 이하
인 경우 0%, 5∼8점인 경우 10%, 9점 이상인 경우 32%로 보
고하였다. RS와 비교하였을 때 30일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더
뛰어나며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하는 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3. 내시경 검사 시기와 내시경적 위험도 평가
내시경 검사는 출혈 원인 및 위험도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 치료의 근간이 된다. 적절한 시기의 내시
경 검사는 저위험군 환자의 신속한 퇴원을 가능하게 하며, 고위
험군 환자의 치료 결과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24
시간 이내 조기 내시경이 권장되고 있으며, 대량 출혈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의 환자에서는 12시간 이내의 내시경 시
술이 필요하다. Lim 등26은 GBS가 12점 이상인 환자에서 13시
간 이내 내시경 시술을 받았을 때 생존율 향상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재출혈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출혈 징후로 Forrest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Table 8).27,28 Forrest
Ia는 분출성 출혈, Ib는 삼출성 출혈, IIa는 출혈이 없는 노출
혈관, IIb는 혈괴 부착, IIc는 궤양저에 편평한 착색반들이 관찰
되는 경우, III는 깨끗한 궤양저를 보이는 경우로, Forrest에 따
른 재출혈 위험은 Ia 100%, Ib 30∼40%, IIa 50%, IIb는 35∼
40%, IIc 3∼5%, III 0∼3%로 알려져 있다.28 2012년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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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orrest Classification and Endoscopic Findings
Forrest classification
Ia
Ib
IIa
IIb
IIc
III

Endoscopic findings
Active spurting bleeding
Active oozing bleeding
Nonbleeding visible vessel
Adherent clot
Flat pigmented spot
Clean base

에서는 Ia 100%, Ib 10∼27%, IIa 50%, IIb는 8∼30%, IIc
29
＜8%, III ＜3%로 보고하였다. Forrest Ib의 경우 기존에 알
려진 것보다 재출혈 위험이 낮은데 이는 궤양저 혈관이 작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즉 현성 출혈 여부보다 궤양저에 노
출된 혈관의 크기가 재출혈과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일반적으로 Forrest Ia, Ib, IIa가 내시경 지혈술의 적응증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IIb의 경우도 부착 응혈괴를 제거한
후 노출 혈관에 대한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했을 때 재출혈의
빈도 및 출혈 관련 사망률을 낮출 수 있어 내시경 치료가 필요
30-32
함을 보고하였다.
저위험 병변인 IIc와 III의 경우는 내시경
지혈술이 필요하지 않다. 현성 출혈 여부와 노출된 혈관의 크기
외에도 궤양의 크기가 2 cm 이상인 경우, 병변이 위 소만이나
십이지장 구부 상부 혹은 후부에 위치하거나 재발성 궤양인 경
우에는 내시경 지혈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재출혈 위험성이
33
높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4. 점수 체계의 비교 연구 보고
2016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AIMS65 score를 GBS, pre-endoscopic RS, RS와
비교하였고, AIMS65가 중환자실 입원의 필요성과 사망률을 예
34
측하는 데 다른 점수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225명의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유럽 연
구에서는 GBS, pre-endoscopic RS, AIMS65의 유용성을 비교
하였을 때 사망률 및 재출혈률의 예측에는 모두 차이가 없었으
며, 수혈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GBS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
35
하였다. 상부위장관 출혈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395명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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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2018년 미국 보고에서는 AIMS65, GBS, preendoscopic RS, pre-endoscopic BBS를 비교하였을 때 AIMS65
와 GBS가 30일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였
36
다고 보고하였다. 2017년 3,01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
경 전 점수 체계(pre-endoscopic RS, AIMS65 score, GBS)와
내시경 후 점수 체계(RS, PNED score)를 비교한 다국적 전향
37
적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내시경 치료를 포함한
중재 여부 또는 30일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는 GBS (cut-off
value ≤1)가 가장 우수하며, GBS가 7점 이상인 경우 내시경
치료의 필요성을 잘 반영한다고 하였다. 재출혈을 예측하는 데
는 PNED score가 우수하였고,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는 AIMS65
score (cut-off value ≥2)와 PNED (cut-off value ≥4)가 우
수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점수 체계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비정맥류 출혈로 내원한 경북 지역의 1,58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GBS, pre-endoscopic RS와
RS를 비교하였는데, GBS와 RS가 중재시술 여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였으며 RS가 사망률과 재출혈을 예측하는 데 가장 우수
38
39
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 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내원한
523명을 분석하였을 때 RS가 내시경 지혈의 필요성을 예측하
는 데 가장 유용하였으며 GBS는 수혈을 예측하는데 유용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결

론

상부위장관 출혈은 비교적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 질환
으로 질환의 예후 예측을 위한 다양한 점수 체계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 복잡하여 잘 사용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조기 계층화와 이를 통한 적절한 중재적
시술이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저위험군을 분류
함으로써 재원 기간과 제반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저위험군
을 예측하여 입원 및 중재시술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는 GBS
가 유용하며, 중환자실 입원의 필요성이나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는 AIMS65가 효과적이다. RS는 내시경 접근성이 좋은 국내
에서 한 가지 지표로서 입원을 결정하고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점수 체계들은 고안될 당시 평
가하고자 하였던 결과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비교 연구
들에서 그 유용성이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는 것에 대해 주의하
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 가지 지표만으로 여러 임상 예후
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점
수 체계들이 가지는 각각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숙지하고 번
거롭지만 이를 실제 진료에 적용하여 임상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가능하다면 국내 상황에 맞는 점수 체계와
지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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