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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허헐뇌졸중 환자의 예후 예측 
The DRAGON score

Predicting outcome of IV thrombolysis– treated ischemic stroke patients
The DRAG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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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맥으로 alteplase를 투여 받은 허혈뇌졸중 환자에게서, 즉각적인 전처리 지표에 바탕을 둔 기능적 예후

에 대한 예측 수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법: Derivation cohort는 핀란드의 헬싱키에 위치한(Helsinki, Finland)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

에서 정맥 alteplase 투여 치료를 받은 1,319명의 허혈뇌졸중 환자로 구성되었다. 3개월째의 예후와 관계된 지표

의 예측치를 평가하였고, 로지스틱 회귀 계수(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개발하였

다.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으로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스위스의 바젤(Basel, Switzerland)에 있는 

University Hospital Basel에서 치료 받은 330명의 환자로 이루어진 코호트로 외부 비준을 시행하였다. 우리는 

점수의 성과를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ROC)를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DRAGON score (0~10점)는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 당시 CT에서 보이는(hyper) Dense 

cerebral artery sign/early infarction signs (both=2, either=1, none=0), 뇌졸중 전 modified Rankin Scale 

(mRS) score ＞1 (yes=1), Age(≥80 years =2, 65~79 years =1, ＜65 years=0), 기저 Glucose 수치(＞8 

mmol/L [＞144 mg/dL] = 1), Onset-to-treatment time (＞90 minutes=1), 기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score (＞15=3, 10~15=2, 5~9=1, 0~4=0). AUC-ROC는 derivation cohort에서 0.84 (0.80~0.87), 

validation cohort에서 0.80 (0.74~0.86)로 나타났다. 0~1, 2, 3 그리고 8~10점에서 예후가 좋은 환자(mRS 

score 0~2)의 비율이 96%, 88%, 74% 그리고 0%로 나타났다. 0~1, 2, 3, 8 그리고 9~10점에서 예후가 나쁜 

환자(mRS score 5~6)의 비율이 0%, 2%, 5%, 70% 그리고 100%로 나타났다. 외부 비준의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 연구에서 DRAGON score는 유효성을 가지며 외부적으로도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의사 결정

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부가적으로 침습적인 방법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수치점수는 뇌바닥동

맥 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연구되지 않았다. 더 많은 외부 비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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