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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 자실 의 입 실과 퇴실 기준 개발

환자의 중증도 증가와 이에 따른 진료비용 상승은 양질의 중환자 간호제공을

위한 기초로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을 요구한다. 이러

한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회전율의 증가와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을 통해 병원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환자 측면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입실하

여 치료받은 후 조기 퇴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중환자 간호 제공과 효율적인 중환자실 자원 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개

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과 영역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기준 영역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하

여 입실시와 퇴실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Y 대학 부속병원의 내·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후 퇴실

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지 중 입실 빈도가 높았던 5개의 진료과의 환자를 비례층화

표출하여 58개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였다.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중

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에 대해 전문가 타당도를 2회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거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18세 이상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중환자

실에 입실한 환자 21명과 퇴실한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임상 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단 모델과 객관적 지표 모델을 통해 개념적 준거틀을 수립한 후 중환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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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과 퇴실 기준 영역을 결정하였다. 입실 기준은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외과 수술 후, 활력징후, 임상검사결과, 기타 등의 총 9영

역으로, 퇴실 기준은 입실 기준에 준거하여 활력징후, 임상 검사 결과, 기타 등

의 총 3영역으로 결정하였다.

2. 설정된 기준 영역을 기반으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의무기록지 58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실 기준으로 심혈관계 4항목,

호흡기계 4항목, 소화기계 3항목, 신경계 6항목, 내분비계 7항목, 외과수술 후

4항목, 활력징후 5항목, 임상검사결과 7항목, 기타 5항목 등 총 45개의 세부

항목을 결정하였고, 퇴실 기준으로 활력징후 4항목, 임상검사결과 10항목, 기

타 3항목 등의 총 17개의 세부항목을 결정하였다.

3.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 각 항목에 대해 2차에 걸쳐 전문가 타당도

를 실시하였다. 1차 타당도 결과 총 45개 입실 예비 기준 항목에서 75% 이상

합의를 보인 기준은 33개 항목이었고, 퇴실 예비 기준 항목은 17개 항목 중 11

개 항목이 75 % 합의를 보여 75 % 이하의 입실과 퇴실 기준은 수정·삭제하였다.

2차 타당도에서는 75 % 이상 합의를 보인 29개 입실 기준 항목과 75 % 이상 합

의를 보인 11개 퇴실 기준 항목을 선정하였다.

4 . 임상 타당도 검증 결과 입실 기준은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 모든 항목을 검증

하지는 못하였으나 검증된 13개의 입실 기준 항목은 75 %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

다. 퇴실 기준은 11개의 기준 항목 모두 퇴실환자의 건강 문제와 83 %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다.

5.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작성된 최종 입실 기준은 심혈관계

3항목, 호흡기계 4항목, 소화기계 1항목, 신경계 6항목, 내분비계 5항목, 외과

수술 후 3항목, 활력징후 3항목, 기타 4항목 등의 총 29개 기준 항목으로 작성

되었고 최종 퇴실 기준은 활력징후 3항목, 임상검사결과 5항목, 기타 3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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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중환자 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들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가지 측면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기초로 하여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을 결정할 때 의사 단독의 판단

보다는 중환자에게 간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다학제적 전문가인 건강관리 요원들

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 는 말 : 중환자실, 입실기준, 퇴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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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실은 중증의 질병, 손상 또는 그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의 처치를 위하

여 특수한 장비들과 특별히 교육받은 의료인들로 구성된 특수 병실로 중증의 환

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처치와 간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심연희 등, 1996). 중환자실의 기원은 수술 후 회복실로부터 시작하여

호흡기 병동(resp iratory care u n it)을 거쳐 쇼크, 외상 병동(trau m a u nit)을 통하여

발달하였다. 1952년 스칸디나비아에서 발생된 유행성 회백수염(ep idem ic

p oliom yelitis)으로 인한 호흡마비를 치료하면서부터 중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부서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중환자의 소생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윤미자, 홍종면, 임승윤, 1996).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첨단 의료 장비의 도입과 새로운 약물의 개발 등으로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기술이 많이 향상된 반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어, 이에 대한 진료 비용은 점점 상승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중환자실 진료

노령화, 질병의 만성화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중증도는 더욱 증가되비

용으로 일년 국가 수입의 1%를 지출하고 있으며(H oyt, Grenvik, Ayres, 1996), 일

반 체제비용에 비해 중환자실의 체제비용이 3배 이상 비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

다(Weissm an , 1997). 이에 따라 중환자 치료의 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효율적인 중환자실 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의료 환경의 변화로 비용 효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환자실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중환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

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은 침상수가 한정되어 있어 입실이 필요

한 경우 중환자실 입실 기준에 의해 환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병원마다 입실 기준이 다르고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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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항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범위와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즉

표준화된 입실과 퇴실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입·퇴실시 구체

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과 우선 순위에 따른 분류체계(triage)가 없어

실제 중환자실 입실은 입실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임상 경험과 지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상이 비는 데로 입실하거나, 중환자실에서의 적극적

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모니터링만을 하거나 보존적인 치료만이 이루

어지는 장기환자 혹은 말기환자의 입실로 중환자 간호가 꼭 필요한 위급한 환자

가 입실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신옥 등, 1998).

효과적인 중환자 간호를 위해서는 질병 중증도에 따른 환자에 대한 기준과

우선 순위가 요구된다. 즉 중환자실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집중 치료, 간호와 모

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선택하여 입실시키고, 더 이상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간호

가 요구되지 않는 상태가 호전된 환자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 간호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선별하여 퇴실시키는 결정을 하기 위한 지침이 요

구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에 대한 기준은 중환자실을 담당하

는 의사만의 결정에 의해서만 아니라 중환자 치료에 관계된 다학제적인 건강관리

팀에 의해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의사, 간호사, 호

흡기계 실무 간호사(resp iratory care p ractition er), 사회사업사 등으로 구성된 중환

자실 위원회가 입실과 퇴실의 기준과 우선 순위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 e〔SCCM〕, 1999).

Meyer (1993)는 앞으로 전문 간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환자 간호도 전

문화가 되어 자율권을 확보하고, 기계환기기 보조를 받고 있는 환자의 환기기 이

탈 중재, 중심정맥관의 삽입, 중환자실 환자의 입실과 퇴실 관리, 제한된 범위 내

에서의 약물 처방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 전문 간호사는 정확한 환자

상태 사정을 통해 환자의 입실과 퇴실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양질의 중환자 간호

와 치료를 제공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은 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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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양질의 중환자 간호를 제공하여 병원 측면에서는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단축

되고 병상 회전율이 증가되어 간호 인력을 포함한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병원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환자 측면에서는 적합한 시

기에 입실하여 치료받은 후 조기 퇴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환자실 간호 결과나 간호 지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중환자실 퇴실기준은 중환자실에서 제공된 의료의 질 평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병원 전체 의료의 질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전체 병원 사망률 32.5% 중 중환자실에서 퇴실 후에 사망한 경우가 전체 사

망률의 27.1%에 달한다고 Goldhill, Su m m er (1998)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중환자실에서 퇴실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시기

에 퇴실시킴으로서 병원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중환자 간호 제공과 효율적인 중환자실 자원 이

용에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입실

과 퇴실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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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중환자 간호 제공과 효율적인 중환자실 자원 이용

에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을 개

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준거틀을 수립한다.

2)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예비 기준에 대한 타

당도 검증을 수행한다.

3) 최종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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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어의 정의

1) 중 환자

중환자란 인공적인 생명보조 치료가 요구되거나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가 요

구되는 불안정한 상태의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SCCM,

1999), 본 연구에서는 내·외과 중환자실에 입실 후 퇴실한 18세 이상의 성인 환

자를 의미한다.

2) 중 환자실 입실 기준

인공적인 생명보조 치료가 요구되거나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신

체적 상태에 대한 기준 항목들이다(SCCM, 1999).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미국

중환자의학회의 입실 기준을 토대로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된 내·외과 중환자

실 입실이 요구되는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기준 항목을 의미한다.

3) 중 환자실 퇴실 기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안정되어 더 이상의 중환자실 치료나 모니터링이 요구

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 중재를

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기준 항목들이다(SCCM, 1999).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상

태가 안정되어 더 이상의 중환자실 치료나 모니터링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만을

포함하며 문헌 고찰과 미국 중환자 의학회의 퇴실 기준을 토대로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된 내·외과 중환자실 퇴실이 요구되는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기준 항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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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 헌 고 찰

1.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 모델

과학 기술을 이용한 의학의 발달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이르러 오늘날의 중환자실 개념이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은 중환자실 처치의 이점과 회복의 기대뿐만 아

니라 임상적 문제의 전환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중환자실의 목적은 중환

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이 이점이 되는 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입실시켜 치료하는

것이다.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

으므로 입실이나 퇴실의 결정은 어떤 한가지의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 상태를 고

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환자실의 입실을 결정하는 모델은 문헌마다

다양하지만 종합하면 우선순위 모델(Prioritization M od el), 진단 모델(Diagn oses

Model)과 객관적 지표 모델(Objective Param eters M od el) 등의 3가지 모델로 구분

할 수 있다(SCCM, 1999).

우선순위 모델(Prioritization Model)은 중환자실에 입실했을 때 가장 이점이

큰 환자군을 우선순위 1 그룹으로, 이점이 전혀 없는 환자군을 우선순위 4 그룹으

로 구분한 것이다.

우선순위 1 그룹의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집중 치료와 모

니터링이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태의 환자로, 일반적으로 호흡기 치료와 지속적인

혈압상승약물을 정맥 내로 주입하고 있는 상태의 환자들이 속한다. 이 그룹의 환

자는 중환자실에서 받는 적극적인 치료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수술 후 혹은

급성 호흡 부전으로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침습적인 모니터링 혹은 혈압

상승제를 투여해야 하는 쇽환자, 그리고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등이다.

- 6 -



우선순위 2 그룹의 환자들은 집중관찰이 요구되고 잠재적으로 간헐적인 치료

가 요구되는 상태의 환자로서 급성의 심각한 내·외과적 질환으로 진행된 만성

질환자들이 포함된다. 이 그룹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중환자실 치료에

제한이 없다.

우선순위 3 그룹은 급성질환이 진행된 만성 질환자로 급성질환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 치료를 받더라도 DN R(Do-N ot-Resu scitation)을 요구하거나 기관삽관

거부 등과 같이 적극적인 치료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감염, 심장 압

전, 기관 폐쇄 등이 유발된 전이성 악성암을 가진 환자들이다.

우선순위 4 그룹은 중환자실 입실에 부적절한 환자들로 중환자실에 입실할

필요가 없는 경증의 환자이거나 건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는 것이 효과가 없는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경증의

환자는 말초 혈관 수술을 받은 환자, 의식이 있는 약물과용 환자, 경한 울혈성 심

부전증 환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중증도가 너무 높아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의 예로는 비가역적인 중증 뇌손상 환자, 비가역적인 다발성 장기 부전 환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이성 암환자, 영구적인 의식불명 환자

등이 해당된다(SCCM, 1988; SCCM, 1999).

우선순위 모델은 중환자실 분류체계(tr iage) 원칙에 준하여 제안된 것이기 때

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환자를 입실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의 윤리위원회에서 위원

회에서 입실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SCCM,

1999) 윤리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진단 모델(Diagn oses M od el)은 중환자실 입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질

환과 건강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크게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위장관계,

내분비계의 문제를 가진 환자, 외과수술 후 환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중환자실 관리가 요구되는 진단명을 기술한 것이다(Chen , Martin ,

Keen an [Can ad a Critical Care Research ], 1998; SCCM, 1988; SCCM, 1999).

중환자실의 입실이 요구되는 심혈관계 질환들은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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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증, 심인성 쇽, 호흡기 부전이나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급성 울혈성 심부

전증, 심폐소생술 후 상태, 박리성 대동맥류, 부정맥이 있거나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흉통이 있는 불안정형 협심증, 완전 방실블록 등으로 이 질

환을 가진 환자들은 모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또한 호흡기계 질환에는 기계 환기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혈액역동학적

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급성 호흡부전증, 인공 기도를 삽관한 호흡부전, 호흡기

치료나 간호가 요구되는 환자, 다량의 객혈이 배출되는 경우 등으로 이들 역시 혈

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기계 환기기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신경계 질환에는 의식상태가 저하된 급성 뇌졸중, 대사성 장애, 독성, 산소결

핍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 탈출(h ern iation) 가능성이 있는 두개강내 출혈, 급성 지

주막하 출혈, 의식이 변화되거나 호흡기 장애를 가진 뇌막염, 신경계 혹은 폐기능

이 악화되는 중추신경계 혹은 신경근육계 질환자, 간질 환자, 장기 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 환자, 혈관 경련증, 심각한 뇌손상을 받은 환자

등이다.

소화기계 질환에는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를 동

반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전격성 간부전, 중증 췌장염, 식도 천공

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내분비계 질환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식 저하, 호흡기 부전, 중

증 산증을 동반한 당뇨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 osis: DKA), 혈액역동학적으

로 불안정한 갑상선 위기 혹은 점액수종, 혼수 혹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고혈당증, 의식이 저하되고 혈액역동학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중증 고칼슘혈증, 발

작이나 의식저하를 동반한 저-고 나트륨혈증, 혈액역동학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를

유발하거나 부정맥을 동반한 저-고 마그네슘혈증, 부정맥 혹은 근육약화를 동반한

저-고 칼륨혈증, 근육약화를 동반한 저인산혈증으로 구분된다.

진단 모델은 복합적인 중환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익숙하게

사용되는 의학적 진단명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제적인 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 용

이하지만 질환에 따른 중증도는 제시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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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표 모델은 환자의 활력 징후, 임상검사결과, 진단검사결과 그리고

급성기의 신체적 특성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요구

되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Can ad a Critical Care Research , 1998;

Kollef, Can field , Zu ckerm an, 1995; SCCM, 1999; Sn ow , Bergin , H orrigan , 1985).

이 모델은 p H , PaO 2 , PaCO 2 , 맥박수, 호흡수, 혈압 등의 생리학적인 수치로 제시

되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의 환경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범주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검사 결과가 중환자실의 입실 기준을 결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퇴실 기준도 입실 기준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우선순위 1 그룹은 중환자실 입실이 요구되었던 원인 질환이 치료되어, 상태가 호

전됨에 따라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환자들이 속한다. 우선순위

2 그룹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환자들이 속하고, 우선순위 3 그룹은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

지 않고 중환자실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이 포함된다.

중환자실 관리자는 우선순위의 고려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퇴실하기 전에 환

자의 생리학적인 지표와 환자의 특별한 치료 및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 다른 병동

으로의 이송이 적절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기존의 중증도에 따른 환자 평가 도구들은 환자의 중증도를 중심으로 치료

예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한 것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중환자실 치료 효과의 관계

는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음에 따라 간호 요구가 많아지지만, 중증도가 높다고

해서 중환자실 치료와 간호요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중재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중증도 이외에 중환자실 치료로 인한 효과적인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제시한 기준이 적합하다(SCCM, 1988; SCCM, 1999).

진단 모델과 객관적 지표 모델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어 입

실과 퇴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모델들도 입실과 퇴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

합적인 건강문제를 가진 중환자에 맞는 입실, 퇴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중 한가지의 모델보다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SCC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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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환자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중환자실 전담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인 치료팀에 의해서

중재를 받으므로 이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치료의 방법을

모색하고, 치료자들은 입실과 퇴실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

하여 입실과 퇴실 기준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행연구

1) 국 외 연 구 현 황

중환자실은 병원의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감염 관리와

같은 특별 관리를 위해 운영되었는데, 최근 30년간 2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번째 변화는 입실 환자 특성의 변화로 환자들의 입실 이유가 신경-근육부전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까지로 환자의 중증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극적이며 침습적인

시술들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입실 환자의 5 %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병

원 자원의 20%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의료비용이 상승한 점이다(Kox,

1995). 캐나다의 경우도 중환자실의 비용이 전체병원의 8 %를 차지하고 있어 중환

자실의 의료자원 소비정도가 병원 예산 책정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중환자 간호 제공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Chen et al., 1998).

N orris, Jacobs, Rap op ort, H am ilton (1995)은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1일간의

서비스 비용과 비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1일간의 서비스 비용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의 의료비용이 비중환자실의 의료비용에 비해 6-7배 비싸며, 조기

퇴실을 통한 일반 병실 치료로 하루당 1,200 달러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환자실의 한정된 자원과 비용의 상승으로 비용-효과가 강조됨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받는 것이 이점이 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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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Griner (1972) 는 환자들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에는 너무 건강하여 치료의

이점이 없거나 너무 상태가 위독하여 소생 가능성이 없어 치료효과가 적은 상태

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아직 중환자실 비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이전에

입실 환자 선정시 효율성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단지 큰 범주로서만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환자실의

비용-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치료의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는 대체로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임상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할 만큼 고위험(h igh-risk) 환자가 아닌데도 집중 관찰

을 위해서 저위험(low -risk) 환자들의 70%가 중환자실로 입실하고 있어 중환자실

의 자원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Paz, Crilley, Wein ar , Brod sky (1993)는 지

적하고 있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사정하는 도구들

이 이용되어 왔는데, 이 도구들을 이용하여 환자의 치료에 대한 예후와 건강상태

를 평가하고 있다(Kn au s, Drap er, W agner, Zim m erm an , 1985; Zim m erm an,

W agner, Kn au s, 1991).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APA CH E(Acu te

Phy siologic an d Chron ic H ealth Evalu ation) 점수체계이다. APACH E 점수 체계

는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의 예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객관적인 생리적 상태에 근거하고 있고 시행이 간편하여 비교적 시행자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 사망률을 예측하는데는 유용한 방법이다(Kru se,

Bah arozian , Car son , 1988). 그러나 대상자에 따라 사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개인의 환자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의 입실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Ru tled ge et al,

1991).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중증도에 따라서 표현한 장점은 있지만, 중증도

가 높다고 하여 중환자실의 치료가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간호

요구도 중증도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실과 퇴실 기준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도구들은 일단 중환자실에 입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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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환자의 예후를 예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 입실하기 전에 환자의 상

태를 파악하여 이를 입실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SCCM, 1999).

따라서 중환자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들을

고려한 이용 가능한 자본과 인력 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

학적 결정, 결정에 관여하는 자원의 배치, 이용 가능한 침상, 병원비 등이 반영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환자분류와 서술적인 기준이 개발되어 이에 따른 입실 환

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한편, 병실의 이용도를 높이고 중환자실 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의 조기퇴실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퇴실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중환

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퇴실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재입실한 임상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Chen et al., 1998; Sn ow et al., 1985). 이 연구들은 재입실하

는 환자들의 가장 많은 건강문제가 호흡 부전이며, 재입실하는 환자들의 중환자실

평균 재원일수는 7일로 처음 입실하는 환자가 5일인 것에 비해 더 길고, 환자의

중증도도 증가되어, 이들의 사망률도 처음 입실한 환자에 비해 높았음을 제시하였

다.

중환자실의 재입실은 중환자실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로 인한 회복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퇴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는 환자 치료의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입실을 줄

이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퇴실 기준에 따라 퇴실이 이루어지고, 병실로 환자가 이

동한 후에도 중환자실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조

직의 체계성과 인력의 전문화, 중환자실 퇴실 지침 개발, 다학제팀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하위 병동(step -d ow n u nit)과 일반 병동으로의 환자 이동 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Ch en g, 1995).

위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중환자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여 중환자실 입실 혹은 퇴실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

였으나 중환자실의 특성과 건강관리 요원들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미국 중환자 의학회(SCCM, 1988, 1999)에서는 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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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진단명과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해 입실과 퇴실 환자를 선정해야 하고, 기준은 다학제팀 건강관리 요원들에 의

해서 기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들은 입실 전에 환자의 상태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무 경력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하고, 문헌을 통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통합적인 입실과 퇴실 기준을 만들었다

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작성

된 것으로 우리 나라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2) 국 내 연 구 현 황

우리 나라의 중환자실은 1961년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개설하기 시작하여

1976에서 1990년 사이에 50%이상 개설되어 현재 그 규모와 시설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중환자 간호는 대개 3차 병원이상에서 적극적인 침습적 처치, 전

문적인 치료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전체 병원 침상에 대한 중환자실의 비율은 대학병원 7.0%, 비대학병원 6.1%

(고신옥 등, 1998)로서 미국의 5.6%, 유럽의 3.8 %에 비해(Sir io et al., 1992)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중환자의 의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

족하여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흡하고, 대부분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환자

의 임상적 파악을 통한 평균 재원일, 연령과 성별에 따른 환자의 분포, 사망률, 평

균 중환자실 체제 기간 등을 분석하는 등의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위정복, 이기남, 문준일, 이종현 (1991)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일 병원 중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재원일, 일반적 사항, 사망률, 그리고 연령별, 과별 분포

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면 중환자실 평균 재원일은 5.5일로 나타났고 환자

의 연령은 50세 이상이 전체 47%를 차지하였으며, 과별 분포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에 따른 환자의 입실시 평균 연령, 평균 재

실 기간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과별로는 내과환자가 입실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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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서, 서정원, 유병식 (1996), 심연희 등(1996), 윤미자 등(1996)의 연구는 각

각 1990년에서 1995년까지, 1991년에서 1995년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3

곳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입실 환자의 연령에 있어서 중장년층과 노년 인구의 중환자실 입실이 늘어 전체

입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연령 증가에 따른 체내 방어 기전

의 약화, 여러 신체기관 부전 등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과계 환자들은 다발성 외상환자가 증가되었고, 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개심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수술을 많이 실시함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예후

에 결정을 미치는 호흡부전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술 후 중환자

실에 입실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되었다. 비외과계 환자의 경우는 패혈증 또는 다

발성 장기 부전증과 같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입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들 환자의 중환자실 체제 기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약제와 관리 방법이 발전

하여 전체 사망률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로 입실하는 환자의

진료과는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순으로 나타났으나 진료과는 각 병

원의 중환자실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의 중증도가 증가됨에 따라 고가의 장비

와 고급인력의 집중 투여가 요구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환자실의

침상수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입실하는 환자의 선별을 위하여 입

실 적응증 및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고려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평가된 것이 중환자실 환

자의 중증도 분류체계인 APACH E(Acu te Ph ysiology an d Chronic H ealth

Ev alu ation ) 점수체계이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사망률

과 도구의 예측률을 비교함으로서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김갑동, 최현규, 이

상귀, 송희선, 1990; 김진호, 이효근, 고신옥, 오흥근, 1991; 이영주 등, 1998).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증도 분류체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점

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가 가

진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의 형태에 따라서 치료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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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과계 환자는 말기환자와 같이 만성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외과계 환자는 수술적 치료로 원인질환을 제거해 줌

으로서 급속히 전신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실시의 점수만을 가지

고 입실을 결정하는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김진호 등, 1991).

이 외에 이병인(1994)은 진단 모델을 이용하여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이 요

구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신경계 환자를 고혈압 환자,

의식 상태가 혼수 혹은 혼미 상태 환자, 중증 근무력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에 의

한 호흡마비 환자, 중첩성 간질, 지주막하 출혈, 뇌졸중과 같이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경계 질환 환자, 내과적 합병증이 있는 신경계 질환 환자, 뇌출혈이나

신경학적으로 대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신경학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중환자실의 입실이 요구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정태훈(1994)은 상기도 폐

쇄, 중증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중증 폐렴, 성인성 호흡곤란 증

후군(Ad u lt Resp iratory Distress Syn d rom e: ARDS), 폐결핵, 중증도의 폐색전증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중환자실에 입실이 필요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 나라 중환자에게 제공된 치료와 간호에

대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에 대한

기준은 없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거나 임상상태에 대한 분

석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요구도가 정확하게 평

가되지 못하여 중환자 간호 측면에서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의 간호요구도

에 따른 양질의 간호를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 개발은 중환자

실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의 입실을 결정하고, 더 이상의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

지 않는 환자의 퇴실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중환자실의 자원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공된 치료와 간호의 질을 평가하고 중환자의 상

태에 적합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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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내·외과 중환자실에 입실 및 퇴실하는 환자에 대한 입실과 퇴실

기준 개발을 위해 개념적 준거틀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

을 작성하여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입실과 퇴실 기준을

개발하는 단계를 거쳤다.

2. 연구 진행 과정

1) 중 환자 실 입 실과 퇴실 기준 설정 을 위 한 개 념적 준거 틀 수 립

문헌 고찰과 미국 중환자 의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Med icin e : SCCM)에

서 제시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 모델을 분석하여 입실과 퇴실의 기준에 대

한 개념적 준거틀과 영역을 설정하였다.

2) 중 환자 실 입 실과 퇴실 예비 기준 작성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의 기준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과 영역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세부 기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Y대학 부속병원의 내·외과

중환자실에 1999년 3월에서 2000년 2월까지 입실한 후 퇴실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의 의무기록을 모집단으로 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 빈도가 높은 일반외과, 흉

부외과,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신장 내과 환자 총 540명 중 진료과와 연령의

분포도에 따라 각 그룹별 비례층화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준거틀을 토대로 연구자가 만든 자료수집 도구를 이용하여 의무기록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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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환자의 입실과 퇴실시 건강상태와 진단명을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는 기준틀과 비교하여 의무기록의 자료가 더 이상 차이가 없이 포화될 때까지

총 58건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통합하여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을 작성하였다.

3) 전 문가 집단 의 타 당도 검증

(1) 1차 타당도 검증

예비 작성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의 각 항목을 Delp h i 기법을 사용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중환자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중환

자실 실장(마취과 전문의) 1명, 중환자실 수간호사 2명, 마취과 전공의 2명, 내과전

공의 3명,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 된 간호사 9명의 총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의 각 항목 당 1점의

전혀 적절하지 않다 , 2점의 적절하지 않다 , 3점의 적절하다 , 4점의 매우 적절

하다 로 응답할 수 있는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

용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은 CVI(In d ex of Conten t Valid ation )를

산출하여 83 %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

나(Lynn , 1986) 항목간의 합의 점수가 낮아 75 % 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유

의한 기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 2차 타당도 검증

1차 타당도 검증에서 75 % 이상 합의된 기준 항목을 검토하여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1차 설문지 시행 10일 후 1차 타당도를 검증한 전문가

들 중에서 마취과 전문의 1인, 내과 전공의 1인,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된 간호

사 3인의 총 5명에게 실시하였다. 각 항목 당 총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75 %이

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기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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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상 타 당도 검증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입실과 퇴실 기준을 내·외과 중환자실

에 입실한 18세 이상의 중환자 중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7일간 입

실한 환자 21명과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퇴실한 환자 12명에게 적용하였

다.

5) 최 종 입 실과 퇴실 기준 작성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타당도 검증을 거쳐 중환자실의 최종 입실과 퇴실 기준

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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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1) 중 환자 실 입 실과 퇴실 기준 설정 을 위 한 개 념적 준거 틀 수 립

문헌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고찰한 결과,

입실 범주는 크게 3가지의 기준 모델로 제시하고 있었다<표 1>. 기준 모델은 우선

순위 모델(Prioritization M od el), 진단 모델(Diagn oses M odel), 객관적 지표 모델

(Objective Param eters M od el)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델을 선정시 중환자실 환자

들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의 모델을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Sn ow 등(1985)은 진단 모델

과 객관적 지표 모델을 기초로 입실을 결정하고 있었고, 캐나다의 Chen 등(1998)

은 진단 모델과 객관적 지표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진단명을 구체적으로는

제시하지 않고 각 영역별 질병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중환자 의학회(SCCM,

1999)는 우선순위 모델, 진단 모델, 객관적 지표 모델을 제시하였다(부록 1, 2 참

조).

우선순위 모델은 중환자실 윤리 위원회 중심으로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분류

체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야 공정한 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Y대학 부속 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윤리 위원회가 없으므로 이 모델을 직

접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진단 모델과 객관적 지표 모델을 통합하

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작성하였다.

진단 모델은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내분기계, 외과 수술후 상

태, 기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과 중환자실에 적용될

입실 기준이므로 심혈관계 영역 중 박리성 대동맥류, 완전 방실 블록 등 순수한

심혈관계 항목은 심장 내과 중환자실로 입실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신경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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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른 합병증이 없는 급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 출혈 등 뇌혈관 질환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퇴실 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문헌에서 입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건강

하거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었다. 퇴실은 입

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경우 주로 입실에 준한 객관적 지표 모델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 지표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환자의 중증

도는 높지만 중환자실 계속 치료에 대한 이점이 적은 환자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한지 72시간 경과 후에도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3개 이상의 다발성 장기부전

을 가진 고령 환자, 뇌사나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아주 낮

은 비외상성 혼수 상태의 환자, 장기 이식을 하지 않는 뇌사환자,

DN R(D o-N ot-Resu scitation) 결정으로 치료에 제한이 있는 말기 환자 등으로 구분

하였다(SCCM, 1988;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 e Eth ics com m ittee, 1994).

<표 1> 중환자실 입실 기준 모델

Prioritization

Model

Diagnosis

Model

Objective

Parameters

Model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1999)
V V V

Snow et al (1985) V V

Chen et al (1998)

[Canada Critical Care

Research]

V V

Kollef et al. (1995) V

Knaus et al. (1985) V

Goldhill et al. (1998) V

따라서 본 연구는 진단모델과 객관적 지표모델을 기반으로 입실의 기준 영역

을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외과 수술 후, 활력징후, 임상

검사결과, 기타 등의 총 9 영역으로 결정하였고 퇴실의 기준 영역을 활력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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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결과, 기타 등의 총 3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2) 중 환자 실 입 실과 퇴실 예비 기준 작성

결정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의 영역에 대한 기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서

울에 위치한 Y 대학 부속병원의 내·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후 퇴실한 환자의

입실과 퇴실시의 건강 상태와 진단명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준거틀을 토대로

만든 자료수집 도구를 이용하여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2주 동안 의무

기록지에 기록된 건강 상태를 분석하였다.

의무기록지를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중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

하였다. 성별은 남자 70.7%, 여자 29.3%로 남녀의 비율은 약 2.4 : 1 이었다. 평균

연령은 57.4세(범위 25세-82세)였으며, 중환자실 평균 재원일수는 11.5일(범위 1일

-77일) 이었다. 진료과는 일반외과 31.0%, 호흡기 내과 29.3 %, 흉부외과 25.9 %, 소

화기 내과 8.6%, 그리고 신장 내과가 5.2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환자실 입실 경

로는 수술 후 입실 41.4 %, 응급실 경유 32.8 %, 일반 병동 25.9 %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의 퇴실 양상을 살펴보면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간 경우가

72.4 %, 가망 없는 퇴원(집, 타병원, 일반병실) 13.8 %, 사망 12.1%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호흡기계 문제로 기계 환기기 보조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었다.

이 외에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크게 외과적 대수술(m ajor su rgery) 후

입실하거나 일반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입실한 경우로 구분되었

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은 주로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환자들이었

다. 일반외과 환자의 경우 위장관계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P an p eritonitis)이 유발

되어 응급 혹은 계획된 수술 후 과다한 출혈과 호흡기능 저하로 수술 후 기계 환

기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 췌장암의 치료를 위한 췌장-십이지장 절제술 후의 환자

들이 입실하고 있었다. 또한 간세포암 치료를 위한 간엽 절제술의 경우 횡격막과

수술부위가 가까워 호흡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아 수술 후 1-2일 동안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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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 보조가 필요하고, D op am in e과 같은 혈압 상승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호흡 기능과 혈액역동학적인 집중 관찰을 위해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

었다.

<표 2>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중환자의 일반적 특성

n = 58

항 목 구 분 실 수 (%)

연 령(세) 30 이하

31-40

41-50

51-60

61-70

71 이상

2 (3.5%)

6 (10.3%)

10 (17.2%)

12 (20.7%)

19 (32.8%)

9 (15.5%)

성 별 남

여

41 (70.7%)

17 (29.3%)

입실 경로 수술 후

응급실

일반 병실

24 (41.4 %)

19 (32.8%)

15 (25.9%)

진료과 일반 외과

호흡기 내과

흉부 외과

소화기 내과

신장 내과

18 (31.0%)

17 (29.3%)

15 (25.9%)

5 (8.6%)

3 (5.2%)

퇴실 양상 일반병실(상태호전)

가망 없는 퇴원

사망

집(상태호전)

42 (72.4 %)

8 (13.8%)

7 (1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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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환자들은 폐암이나 기흉 등의 치료 목적으로 폐엽절제술(Lobectomy)

혹은 폐절제술(Pneu m on ectom y)을 시행 받은 후 기계 환기기 치료를 위해 입실하

고 있었다. 이 환자들은 다른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지

수술 후 회복을 위한 1-2일간 기계환기기 보조와 호흡기능과 활력징후를 집중 관

찰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병실이나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호흡기계 문제를 가진 경우와 입실 당시 출혈이 과다하거나 출혈 성향이 높아서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입실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건강 문제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위장관

계,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심혈관계 문제는 복막염이나 위절제술,

췌장 절제술을 받은 급성 심근 경색증, 뇌졸중이 동반되어 의식이 저하된 급성 심

근 경색증, 심방 세동을 가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계 부전과 혈압 저하를

동반한 급성 울혈성 심부전, 호흡기계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등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문제는 기계환기가 필요한 폐렴이 진전된 급성 호흡부전, CO 2

n arcosis가 유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색전증, 과다 객혈 등이었는데, 이중 급

성 호흡부전이 전체 입실 환자의 36%로 가장 많았다. 신경계 문제는 의식 상태가

저하된 급성 뇌졸중, 의식 수준 저하로 인해 호흡기능이 저하된 뇌막염, 호흡근

기능이 저하된 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나타났다.

위장관계 문제는 저혈압을 동반하거나 입원당시 급격한 출혈을 보이는 위장

관계 출혈, 호흡 부전을 동반한 급성 간부전, 호흡부전 및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

정한 췌장암, 담도계암 등이었고, 기타 문제로는 급성 패혈증이 동반된 암과 같은

만성질환 등이었다.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임상 지표들은 활력징후, 임상검사

결과와 급성기 신체적 증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환자실 입실시 활력징후로는 맥박수, 수축기압, 이완기압, 호흡수를 분석하

였다. 맥박수는 120-150회/ 분인 경우가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16%, 150회/ 분 이상

이 5 %로 나타났고, 이 외에는 분당 50회에서 120회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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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퇴실할 때의 맥박수는 전체의 8 %만이 120회/ 분 이상으로 나타났는

데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간 환자는 모두 120회/ 분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수축기압은 중환자실 입실시 80㎜H g 이하가 5 %, 150㎜H g 이상이 16%를 차

지하였고 최고 200㎜H g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퇴실시에는 80㎜H g 이하는 없었고

150㎜H g 이상이 8%를 차지하였으나 최고 160㎜H g를 넘지 않았다. 이완기압은 입

실시 90㎜H g 이상이 17%, 110㎜H g 이상은 4 %로 최고 124㎜H g까지 나타났으며,

퇴실시에는 90㎜H g 이상이 14 %, 100㎜H g가 4 %로 나타났다.

또한 입실시 혈관수축에 관여하는 약물인 Dop am in e, Dobu tam ine을 투여한

경우는 전체의 36%로 다른 약물에 비해서 투여가 많았다. 이 약물들은 혈압상승

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서부터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량

(Dop am ine의 경우 3.0㎍/ ㎏/ m in 이하)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용량이 적용

되었다. 퇴원시에는 전체의 24 %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지만 입실에 비해 사용빈도

도 감소되고 가망 없는 퇴원을 제외하고는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되었다.

호흡수는 전체의 84 %가 일반 병실이나 응급실, 수술실에서 기관 삽관을 실시

하여 중환자실에 입실 후 바로 기계환기기의 보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

환자실 입실 당시에는 빈호흡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 삽관을 하지 않

거나 기관 삽관을 했더라도 T-p iece가 적용되어 자발 호흡을 하는 15건의 사례에

서는 호흡수가 25회/ 분 이상이 67%를 차지하였다. 이중 30회/ 분 이상이 27%로

나타났고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동시에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빈

맥, 혈압상승 혹은 혈압 저하 등)에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때에 기계환기기

의 보조를 받은 경우는 모두 가망 없는 퇴원시(일반 병실, 집, 타병원)에 이루어졌

고, 기계환기기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모두 상태가 호전되어 퇴실을 하였다.

퇴실하는 환자의 호흡수는 25회/ 분 이상이 10%를 차지하였고 퇴실 환자 모두 30

회/ 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임상검사결과는 동맥혈 가스 분석과 일반 화학 검사 중 전해질 농도, 전혈구

검사, 특수혈액검사로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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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 가스 분석에는 PaO 2 , PaCO 2 , p H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PaO 2는 중환자

실 입실시 70㎜H g 이하가 31%이었고 이중 60㎜H g도 1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모두 입실 즉시 기계환기기를 적용하였다. 퇴실시에는 70㎜H g 이하가 3건를 차지

하였는데 이 중 2건은 가망 없는 퇴원을 한 경우였고, 1건은 산소를 적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 일반 병실로 이송시 산소(n asal p ron g 3ℓ/ m in)를 적

용하였으므로 상태가 호전된 경우 모두 70㎜H g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산소 요법의 산소 농도(FiO 2)는 중환자실 입실시에 40% 이상의 고농도 산소

요법을 실시한 경우가 86%로 나타났고, 이중 100% 산소 농도를 투여한 환자도

10%를 차지하였다. 퇴실시에는 흡인 산소 농도 40%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42 %이

었으나 모두 50% 미만의 저농도의 산소가 투여되었고 자발호흡을 하였다.

PaCO 2 항목은 중환자실 입실시에 50㎜H g 이상 이산화탄소가 축적된 상태가

19 %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50㎜H g 이하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퇴실시에는

50㎜H g 이상이 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1명은 가망 없는 퇴원을 하였고 나머지

2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로 CO 2 n arcosis를 보이지 않고 다른 활력징후에 문제

가 없으며, PaO 2가 70㎜H g 이상 되어 중환자실을 퇴실하였다.

p H 는 중환자실 입실시에 7.35이하가 14 %, 7.45 이상이 17%로 나타났고 범위

는 7.08에서 7.57이었다. 퇴실시에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퇴실한 경우 모

두 7.3에서 7.5 사이에 포함되었다.

일반 화학 검사 중 전해질은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N a+ , K+ , Ca+ + , Mg+ +

의 수치를 분석하였으나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면 즉시 교정되고 있어, 중환자실

에 입실할 때 N a+는 최저 124m Eq/ ℓ에서 최고 156m Eq/ ℓ로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K+
는 중환자실 입실시에 3.5m Eq/ ℓ미만이 22 %,

5.5m Eq/ ℓ이상이 2 %로 나타났다(범위 2.7m Eq / ℓ-6.5m Eq / ℓ). 퇴실시에는

3.5m Eq/ ℓ이하가 4 %로 나타났고 이외에는 정상범위에 포함되었다. Ca+ + , Mg+ +은

심각한 혈액역동학적인 문제나 호흡부전이 있는 경우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비정

상시 중환자실 입실 전이라도 즉시 교정하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Cr은 입실시 2.0㎎/ ㎗ 이상이 7%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모두 4.5㎎/ ㎗

에서 최고 7.5㎎/ ㎗ 이상의 심각한 신부전으로 인해 호흡기 문제가 유발된 경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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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혈 경향에 따른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응고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수

치로서 혈소판수, Proth rom bin Tim e(PT), Partial Throm bop lastin Tim e(PTT)을 분

석하였다. 혈소판수는 중환자실 입실시에 10만/ ㎣ 이하가 26%로 나타났으나 퇴실

시에는 10만/ ㎣ 이하가 9%(4건)로 감소하였고 이 중 3건은 가망 없는 퇴원을, 1건

은 간경변증 환자로서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어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다.

PT는 중환자실의 입실시에는 IN R(Intern ation al N orm al Ratio)이 1.5 이상인

경우가 PT 검사를 실시 환자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는데 퇴실시에는 검사를 모

두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한 수가 23건이었고

이중 1.5 이상인 경우가 4건인 17%를 차지하였다. 이중 1건은 항응고제를 치료목

적으로 투여하고 있었고, 3건은 가망 없는 퇴원을 한 경우였으므로 상태가 호전된

퇴실의 경우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PTT는 중환자실 입실시에 전체

44건 중 40초 이상이 43 %이었고 이중 11%는 110초 이상이었으나 퇴실시에는 전

체 38건 중 40초 이상이 4건인 13 %를 차지하였다. 그 중 1건은 가망 없는 퇴원을

하였고 1건은 간경변증 환자로 PTT가 조절되기가 어려운 환자였다. 따라서 퇴실

시에는 간질환자를 제외하고 PT, PTT가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출혈

위험이 감소된 후 퇴실함을 알 수 있었다.

감염상태를 나타내는 WBC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시 5,000/ ㎕ 이하가 7%이었

으며, 12,000/ ㎕이상은 52 %로 나타났고 이중 20,000/ ㎕ 이상이 30%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실시에는 12,000/ ㎕ 이상이 25 %로 나타났고, 최고 18,000/ ㎕로 나타나

감염으로 인한 면역계의 손상이 회복한 후 퇴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급성기 신체적 증상으로는 소변량과 의식상태의 저하를 보았는데, 소변량의

경우 30cc/ hr 이하가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22 %에서 나타났고 이중 10cc/ hr 이하

가 5 %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뇨제를 사용하여 소변량을 평균

77cc/ hr로 유지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때에는 30cc/ hr 이하가 전체의

8 %인 4건이었고 이 중 10cc/ h r 이하로 나타난 1건은 가망 없는 퇴원을 하였고 나

머지 3건은 30cc/ hr로 유지되면서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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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실시의 의식상태는 기면 14 %, 혼미 1.5 %, 반혼수 1.5 %, 진정제 사

용으로 인한 진정상태가 38 %로 나타났다. 퇴실시에는 기면 6%, 진정상태가 1%이

었는데, 진정제 사용으로 진정상태와 기면 상태로 퇴실한 3명의 환자중 2명은 가

망없는 퇴원을 하였고, 1명의 기면 상태 환자는 뇌막염으로 인해 의식 회복에 제

한이 있었지만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일반병실로 이송되었다.

<표 3>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중환자의 입실과 퇴실시 임상지표 양상

항 목 범 위
입실(n=58) 퇴실(n=51)

실 수(%) 실 수(%)

활력 징후

맥박수 50-120회/ 분

120-150회/ 분

150회/ 분 이상

46(79%)

9(16%)

3( 5%)

47(92%)

4( 8%)

-

수축기압 80㎜Hg 이하

80-150㎜Hg

150㎜Hg 이상

3( 5%)

46(79%)

9(16%)

-

47(92%)

4( 8%)

이완기압 90㎜Hg 이하

90 - 110 ㎜Hg

110㎜Hg 이상

46(79%)

10(17%)

2( 4 %)

42(82%)

7(14 %)

2( 4 %)

호흡수 기관삽관

입실시 자발호흡

25회/ 분 미만

25회/ 분 - 30회/ 분

30회/ 분 이상

43(74 %)

15(26%)

5(33%)

6(40%)

4(27%)

8(16%)

43(84 %)

38(75%)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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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중환자의 입실과 퇴실시 임상지표 양상

(계속)

항 목 범 위
입실(n=58) 퇴실(n=51)

실 수(%) 실 수(%)

동 맥혈가 스

PaO 2 60㎜H g

60 - 70㎜Hg

70㎜H g 이상

6(10%)

12(21%)

40(69%)

-

3( 6%)

48(94 %)

PaCO2 50㎜H g 이하

50㎜H g 이상

47(81%)

11(19%)

45(88%)

6(12%)

pH 7.35 이하

7.35 - 7.45

7.45 이상

8(14 %)

40(69%)

10(17%)

-

51(100%)

-

산 소요법 (FiO2)

40% 이하

40% 이상

(100%)

8(14 %)

50(81%)

(5건 - 10%)

30(58%)

21(42%)

-

전 해질

Na+ 135 이하

135 - 145

145 이상

35(60%)

18(31%)

5(9%)

51(100%)

K+ 3.5 이하

3.5 - 5.5

5.5 미만

13(22%)

44(76%)

1(2%)

2( 4 %)

4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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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파악된 중환자의 입실과 퇴실시 임상지표 양상

(계속)

항 목 범 위
입실(n=58) 퇴실(n=51)

실 수(%) 실 수(%)

전 혈구 검사

Plt 10만/ ㎣ 이하

10만/ ㎣ 이상

15(26%)

43(74 %)

4( 8%)

47(92%)

WBC 5,000/ ㎕ 이하

5,000 - 12,000/ ㎕

12,000/ ㎕ 이상

4( 7%)

24(41%)

30(52%)

38(75%)

13(25%)

-

PTT1 ) 40 sec 이하

40 sec 이상

(110 sec 이상)

25(57%)

19(43%)

(2 -11%)

34(89%)

4(11%)

PT(INR)2 ) 1.5 이하

1.5 이상

34(79%)

9(21%)

19(83%)

4(17%)

기 타

소변량 10㏄/ hr 이하

10 - 30㏄/ hr

30㏄/ hr 이상

3( 5%)

10(17%)

45(78%)

1( 2%)

3( 6%)

47(92%)

의식상태 명료

기면

혼미

반혼수

진정상태

26(45%)

8(14 %)

1(1.5%)

1(1.5%)

22(38%)

47(92%)

3( 6%)

-

-

1( 1%)

1) 입실시 n =44, 퇴실시 n =38 2) 입실시 n =43, 퇴실시 n =23

이상으로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파악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작성된 중환자실 입실 예비 기준은 <표 4>에, 퇴실

예비 기준은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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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환자실 입실 예비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심혈 관계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호흡기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심정지 후 상태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

호흡 기계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CO 2 narcosis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과다 객혈(massive hemoptysis)

소화 기계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전격성 간부전

·중증 췌장염

신경계 ·의식상태가 저하된 급성 뇌졸중

·대사성, 독성,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혼수 상태

·의식이 변화되거나 호흡기 장애를 가진 뇌막염

·신경계 혹은 폐기능이 약화되는 신경근육계 질환

·간질(epilepticus) 환자

·장기 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 환자 혹은 뇌사

가능성의 환자

내분 비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식이 저하되거나, 호흡 부전,

중증 산증을 동반한 DKA(Diabetic Keto-acidosis)

·혼수상태 혹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고혈당 상태

·의식이 저하되고 혈액역동학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중증 고칼슘혈증

·경련이나 의식저하를 동반한 저-고 나트륨 혈증

·혈액역동학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를 유발하거나 부정맥을 동반한

저-고 마그네슘혈증

·부정맥 혹은 근육 약화를 동반한 저-고칼륨혈증

·근육 약화를 동반한 저인산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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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환자실 입실 예비 기준 (계속)

영 역 기 준 항 목

외과 수 술 후 :

혈액 역동학적

인 관찰/ 기계환

기기의 도움

혹은 집중적인

간호가 요구되

는 수술후 환자

·응급 수술 혹은 계획된 수술 중 출혈이 있거나 호흡기능이 저하

되어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수술전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있어 수술후 혈액역동

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췌장암의 치료를 위해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받아 호흡

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

·폐엽절제술(lobectomy) 혹은 폐절제술(pneumonectomy)을 시행

받은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흉부외과 환자

활력징 후 ·맥박: < 50회/ 분 혹은 > 120회/ 분

·수축기압이 80㎜Hg 이하이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수축기압이 항고혈압제를 투여하는데도 160㎜Hg 이상인 경우

·이완기압이 110㎜Hg 이상인 경우

·호흡수: > 30회/ 분

임 상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농도: < 120mEq/ ℓ 혹은 > 160mEq/ ℓ

·혈중 칼륨 농도: < 2.0mEq/ ℓ 혹은 > 7.0mEq/ ℓ

·FiO2가 40% 이상시 PaO 2 < 70㎜Hg

·PaCO2 > 50㎜Hg

·pH < 7.3 혹은 > 7.5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출혈경향이 높은 환자:

p lt < 10만/ ㎣, PT(INR) > 1.5, PTT > 50sec, FDP (+)

·약물이나 다른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이로 인해 혈액역동학적·

신경학적으로 상태가 위급한 환자

기 타 ·혈액역동학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패혈증(septic shock)

·다발성 외상(multip le trauma)로 혈액역동학적이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로 양쪽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경우

·소변량이 30cc/ hr 미만인 경우

·기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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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환자실 퇴실 예비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활력징 후 ·맥박: 60회/ 분 - 120회/ 분

·혈압 상승제의 투여없이 수축기압이 80㎜Hg - 160㎜Hg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혈압 하강제의 투여없이 이완기압이 < 100㎜Hg

·호흡수: < 30회/ 분

임 상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농도: > 120mEq/ ℓ 혹은 < 160mEq/ ℓ

·혈중 칼륨 농도: < 2.0mEq/ ℓ 혹은 > 7.0mEq/ ℓ

·FiO2가 40% 이하시 PaO 2 > 70㎜Hg

·PaCO2 < 50㎜Hg

·pH 7.3 - 7.5

·plt > 10만/ ㎣, PT(INR) > 1.5, PTT < 50sec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 타 ·소변량이 ≥ 30cc/ hr 이면서 혈액역동학적으로 안정된 상태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자발 호흡이 가능한 상태

·자발적인 호흡과 기침이 가능하고 객담배출이 가능한 상태

(기관절개술 후 상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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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문가 집단 의 타 당도 검증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의 내용 타당도를 위해 Delp hi 기법을 응

용하였는데, Delp hi 기법은 집단의 합의를 얻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

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를 2차례 이용

하였다(부록 3 참조). 전문가 집단은 1차 타당도 검증시에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취과 전문의 1인, 마취

과 전공의 2인, 내과 전문의 1인, 내과 전공의 2인, 중환자실 수간호사 2인, 5년

이상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9인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였다. 2차 타당도 검

증시에는 1차 타당도 검증에 응답한 전문가들 중 마취과 전문의 1인, 내과 전공의

1인, 중환자실 간호사 3인 등의 총 5인으로 구성하였다.

(1) 1차 타당 도 검 증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의 타당성을 측정하고자 전

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입실 기준의 경우 전체 45개

항목 중 11항목, 퇴실 기준의 경우 19항목 중 1항목만이 85 % 이상의 전문가 집단

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 매우 적절하다 와 적절하다 간

에 큰 차이가 없이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 항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여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중환자실 실장인 마취과학 교수 1인이 합의하여 적절

하다 에 해당하는 75% 이상 합의를 보인 항목을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유

의한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은 중환자실의 입실 기준 33항목, 퇴실 기준 13항목이

며 나머지는 삭제되거나 일부는 수정되었다(부록 4 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의 입실 예비 기준에서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영역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인 반면 소화기계 영역에서는 중증 췌

장염인 경우 타당도가 낮아 삭제되었다.

신경계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들이 75 % 이상의 합의를 이루어 모두 선정하였

다. 그러나 장기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 환자 혹은 뇌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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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환자의 경우에서 마취과 의사들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매우 적절하다고 응

답한 반면 내과 의사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율이 높

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내분비계 영역은 근육약화를 동반하는 저인산 혈증은 실

제 환자의 사례가 거의 없어 타당도 점수가 낮아 삭제되었다.

외과 수술 후 영역에서는 췌장암의 치료를 위해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받아 호흡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 합의도가 낮아 삭제되었다. 활력징

후 영역에서는 맥박과 이완기압이, 임상검사결과 영역에서는 PaO 2, PaCO 2 , WBC

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삭제되었다. 기타 영역에서는 소변량에 대한

항목이 합의도가 낮게 나와 삭제되었다.

수정된 항목으로 심혈관계 영역 중 심정지 후 상태 는 합의율에서는 59%의

낮은 일치도를 보였지만, 이에 대해 심폐소생술 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하였다. '수축기압이 80㎜H g 이하이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 g 떨어진 경우 를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여도 수축기압이 80

㎜H g 이하이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 g 떨어진 경우 로 수정하였다. 호흡수가

30회/ 분 이상인 경우 는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35회/ 분 이상인 경우 로, FiO 2가

40% 이상시 PaO 2가 70㎜H g 이하인 경우 는 자발호흡시 FiO 2가 40%이상 투여하

여도 PaO 2가 70㎜H g 이하이고 SaO 2가 90%이하인 경우 로 수정하였다. 또한

P aCO 2가 50㎜H g인 경우 는 자발호흡시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아닌데도 PaCO 2가 50㎜H g 이상인 경우 로 각각 수정되었다.

퇴실 기준은 대부분의 항목이 입실 기준의 변경에 준하여 삭제되거나 수정되

었다. 활력징후와 임상검사결과 영역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75 % 합의를

이룬 항목을 선택하되 전체 입실 기준이 된 원인 질환으로부터 회복되어 중환자

실 입실에 대한 예비 기준에서 제시되었던 활력징후와 임상 결과가 안정되는 상

태로 수정하였다. 활력징후 영역에서는 호흡수가 30회/ 분 이하 를 자발호흡시 호

흡수가 30회/ 분 이하 로 수정되었다.

임상검사결과 영역 중 입실시와 비슷하게 각각의 검사 값만으로는 퇴실 기준

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혈중 나트륨, 혈중 칼륨, 크레아티닌 수치, PTT

항목은 삭제되었다. PaO 2와 PaCO 2 항목은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FiO 2가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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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PaO 2가 70㎜H g 이상인 경우 ,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P aCO 2가 50㎜H g 이하인

경우 로 각각 수정되었다. WBC와 p latelet, p H 에 대한 항목은 입실기준에 대해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수정하여 패혈증 환자가 원인 질환이 치유되어 체온이 정

상범위에 있고 WBC가 5,000-12,000/ ㎕로 유지될 때 , 다른 출혈 증상이 없고 p lt

가 >10만/ ㎣로 유지될 때 , 급성 대사장애 환자가 p H가 7.3 - 7.5로 유지되고 전

해질 농도가 교정되어 정상범위에 있을 때 로 각각 수정되었다.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에서 삭제된 항목은 <표 6>에, 수정된 항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1차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검증 후 입실과 퇴실 기준에서 삭제된 항목

영 역 삭제된 기준 항목

입실기 준 소화기계 ·중증 췌장염

내분비계 ·근육약화를 동반한 저인산 혈증

외과수술 후 ·췌장암의 치료를 위해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을 시

행 받아 호흡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

임상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 120mEq/ ℓ 혹은 >160mEq/ ℓ

·혈중 칼륨: < 3.0mEq/ ℓ 혹은 > 6.0mEq/ ℓ

·WBC < 5,000/ ㎕ 혹은 > 12,000/ ㎕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출혈경향이 높은

환자: plt < 10만/ ㎣, PT(INR) > 1.5, PTT > 50sec

활력 징후 ·맥박: < 50회/ 분 혹은 > 120회/ 분

·수축기압이 항고혈압제를 투여하는데도 160㎜Hg

이상인 경우

·이완기압이 110㎜H g 이상인 경우

기 타 ·의식 없는 환자로 양쪽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경우

·소변량: < 30cc/ hr

퇴실기 준 활력 징후 ·맥박: > 60회/ 분 혹은 < 120회/ 분

임상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 120mEq/ ℓ 혹은 < 160mEq/ ℓ

·혈중 칼륨: > 3.0mEq/ ℓ 혹은 < 6.0mEq/ ℓ

·혈중 Cr: < 2.0㎎/ ㎗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PT(INR) > 1.5, PTT < 5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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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차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검증 후 입실과 퇴실 기준에서 수정된 내용

영 역
기 준 항 목

수 정 전 수 정 후

입실 기준 심혈관계 ·심정지 후 상태 ·심폐소생술 후 혈액역동학적으

로 불안정한 상태

활력 징후 ·수축기압이 80㎜Hg 이하이

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호흡수가 30회/ 분 이상인

경우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여도 수축

기압이 80㎜Hg이하이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자발 호흡시 호흡수가 >35회/ 분

인 경우

임상검사

결과

·FiO 2가 40% 이상시 PaO2가

70㎜Hg 이하인 경우

·PaCO 2가 50㎜Hg인 경우

·자발호흡시 FiO 2를 40%이상 투

여하여도 PaO 2가 < 70㎜H g 이

고 SaO2가 90%이하인 경우

·자발호흡시 호흡기능 저하되어

PaCO2가 > 50㎜Hg인 경우

(COPD환자 제외)

퇴 실 기준 활력 징후 ·호흡수가 < 30회/ 분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 30회/ 분

임상검사

결과
·FiO 2가 40% 이하시 PaO2가

70㎜Hg 이상인 경우

·PaCO 2 < 50㎜Hg인 경우

·WBC가 5,000 - 12,000/ ㎕

로 유지될 때

·plt > 10만/ ㎣로 유지될 때

·pH가 7.3 - 7.5로
유지될 때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FiO2가

40% 이하시 PaO 2 > 70㎜Hg인

경우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PaCO2 < 50㎜Hg인 경우

·패혈증환자가 원인 질환이 치유

되어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고

WBC가 5,000 - 12,000/ ㎕ 로

유지될 때

·다른 출혈 증상이 없고

plt > 10만/ ㎣로 유지될 때

·급성 대사장애 환자가 pH가

7.3 - 7.5로 유지되고 전해질 농

도가 교정되어 정상 범위에 있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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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타당 도 검 증

1차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구성된 2

차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차 타당도에 응한 전문가 중 마취과 전

문의 1인, 내과 전문의 1인, 중환자실 간호사 3명, 총 5명에게 2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5인의 합의를 보았다. 이중 합의 정도가 75 % 이하인 항목은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전체 33개의 입실 기준 항목의 내용타당도의 합의율은 70%에서 100%의 분포

를 이루어 70%인 항목 4가지를 제외한 29개의 항목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 중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 폐엽절제술(lobectom y) 혹은 폐절제

술(p n eu m onectom y)을 시행 받은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흉부외과 환자 의 항목

은 100%의 합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 , 전격성 간부전 , 자

발호흡시 호흡수가 >35회/ 분인 경우 그리고 경련이나 의식저하를 동반한 저-고

나트륨혈증 의 항목은 70%의 가장 낮은 합의율을 보여 입실 기준 항목에서 삭제

되었다.

퇴실 기준 항목은 전체 11개 항목 모두 75 %의 합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범

위는 75 %에서 90%로 비교적 높은 합의율을 보였다. 이중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

이는 항목은 혈압상승제의 투여없이 수축기압이 80㎜H g - 160㎜H g인 상태(약물

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자발 호흡

이 가능한 상태 의 항목으로 90%의 합의율을 보였다. 또한 가장 낮은 합의율을 보

인 항목은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 30회/ 분 , 패혈증 환자가 원인 질환이 치유되

고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고 WBC가 5,000 - 12,000/ ㎕ 로 유지될 때 의 항목으

로 75 %의 합의율을 보였다.

각각의 입실의 항목간 타당도 점수는 <표 8>에, 퇴실 기준 항목간의 타당도

점수는 <표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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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환자실의 입실 기준에 대한 2차 내용 타당도 점수

영 역 기 준 항 목 타 당도

심혈 관계 ·심폐소생술 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호흡기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DIC)

95%

85%

85%

70%

호흡 기계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CO 2 narcosis를 동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과다 객혈(massive hemoptysis)

100%

90%

90%

85%

소화 기계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전격성 간부전

95%

70%

신경계 ·장기 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 환자

혹은 뇌사 가능성의 환자

·의식이 변화되거나 호흡기 장애를 가진 뇌막염

·대사성, 독성,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혼수 상태

·신경계 혹은 폐기능이 약화되는 신경근육계 질환

·간질(epilepticus) 환자

·의식상태가 저하된 급성 뇌졸중

95%

90%

85%

85%

80%

80%

내분 비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 부전,

중증산증을 동반한 당뇨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DKA)

·부정맥 혹은 근육 약화를 동반한 저-고칼륨혈증

·혼수상태 혹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고혈당 상태

·의식이 저하되고 혈액역동학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중증 고칼슘

혈증

·혈액역동학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를 유발하거나 부정맥을

동반한 저-고 마그네슘혈증

·경련이나 의식저하를 동반한 저-고 나트륨혈증

85%

85%

80%

80%

7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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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환자실의 입실 기준에 대한 2차 내용 타당도 점수 (계속)

영 역 기 준 항 목 타당 도

외과 수술

후 :

·폐엽절제술(lobectomy) 혹은 폐엽절제술(pneumonectomy)을

시행받은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흉부 외과 환자

·응급 수술 혹은 계획된 수술 중 출혈이 있거나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수술전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있어 수술 후 혈액역

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100%

95%

90%

활 력징후 ·자발호흡시 FiO 2를 40%이상 투여하여도 PaO 2가 < 70㎜Hg이

고 SaO2가 90%이하인 경우

·자발호흡시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PaCO 2가 > 50㎜Hg 인 경우

(COPD환자 제외)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여도 수축기압이 80㎜Hg 이하이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자발 호흡시 호흡수가 > 35회/ 분인 경우

85%

80%

75%

70%

기 타 ·혈액역동학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패혈증 (septic shock)

·기도 폐쇄

·약물이나 다른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이로 인해 혈액역동학

적·신경학적으로 상태가 위급한 환자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으로 혈액역동학적이 관찰이

필요한 경우

95%

95%

9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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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환자실의 퇴실 기준에 대한 2차 내용 타당도 점수

영 역 기 준 항 목 타 당도

활 력징후 ·혈압 상승제의 투여 없이 수축기압이 80㎜Hg - 160㎜Hg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혈압 하강제의 투여 없이 이완기압이 < 100㎜Hg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 30회/ 분

90%

85%

75%

임 상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FiO 2가 40% 이하시 PaO 2 > 70㎜Hg 인

경우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PaCO 2 < 50㎜Hg인 경우

·다른 출혈 증상이 없고 plt > 10만/ ㎣로 유지될 때

·급성 대사장애 환자가 pH가 7.3 - 7.5로 유지되고 전해질

농도가 교정되어 정상 범위에 있을 때

·패혈증 환자가 원인 질환이 치유되어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고 WBC가 5,000 - 12,000/ ㎕로 유지될 때

85%

85%

80%

80%

75%

기 타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자발 호흡이 가능한

상태

·자발적인 호흡과 기침이 가능하고 객담배출이 가능한 상태

(기관절개술 후 상태 포함)

·소변량이 ≥ 30cc/ hr 이면서 혈액역동학적으로 안정된 상태

90%

85%

80%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작성된 중환자실 입실 기준은 심혈관계 3항목, 호

흡기계 4항목, 소화기계 1항목, 신경계 6항목, 내분비계 5항목, 외과 수술 후 3항

목, 활력징후 3항목, 기타 4항목의 총 29개의 기준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퇴실 기

준은 활력징후 3항목, 임상검사결과 5항목, 기타 3항목 등 총 11개 항목으로 작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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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상 타 당도 검증

1차와 2차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입실과 퇴실 기준에 대한 임상 타당

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8세 이상의 성인환자 중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21명과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퇴실

한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 연령이 53.8세로 21세에서

77세까지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남자 52.4 %, 여자 47.6%로 남녀의 비율은 1.1 : 1로

나타났다. 입실환자의 입실 경로는 응급실 48 %, 수술 후 28 %, 일반병실에서의 입

실이 24 %를 차지하였다.

진료과 별로 살펴보면 호흡기 내과가 5명으로 전체 환자의 23.8 %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외과 14.3%, 신경과 3명 14.3 % 순 이었다<표 10>.

<표 10> 입실 기준의 임상 타당도를 위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 = 21

항 목 구 분 실 수 (%)

연 령(세) 30 이하

31-40

41-50

51-60

61-70

71 이상

2 (9.5%)

2 (9.5%)

4 (19%)

4 (19%)

6 (29%)

3 (14%)

성 별 남

여

11 (52.4%)

10 (47.6%)

입실 경로 응급실

수술 후

일반 병실

10 (48%)

6 (28%)

5 (24%)

진료과
호흡기 내과

일반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기타

5 (23.8%)

3 (14.3%)

3 (14.3%)

2 (9.5%)

8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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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의 입실 기준에 대한 임상타당도는 전체 29개의 입실 기준 중 13개

의 입실 기준 항목에 대해 검증하였다.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는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입

실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입실 빈도가 높았던 기준 항목은 기계적 환기가 요구

된 급성 폐부전 으로 입실 환자 21명 중 11명이 입실하였다. 이들 11명 모두 급성

폐부전으로 진단받고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중환자실 입실 즉시 기계 환기기의 보

조를 받았다. 따라서 중환자실 입실 기준인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

전 의 항목과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건강 상태간에는 100%의 일치도를 보였다.

혈액역동학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패혈증(sep tic sh ock) 으로 중환자실에 입실

한 경우는 4건이었다. 이들은 패혈증을 진단 받고 혈압 저하로 혈압상승제가 투여

되었으며 급성 폐부전을 가지고 있어 입실 즉시 기계 환기기 보조를 시행 받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중환자실 입실 기준 항목과 100%의 일치

도를 보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는 3건이었는데, 이 환

자들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함께 만성 신부전, 간질성 발작, 소화기계 출혈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인공 기도 삽관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에 입실하였다. 이 환자들의 건강상태는 합병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의 중

환자실 입실 기준 항목과 100% 일치하였다.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 간질(ep ilep ticu s) 환자 의 중환자실 입실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는 각 2건이었는데, 이 항목들도 입실 기준과 100%의 일치도를 보였

다.

나머지 7개의 중환자실 입실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환자가 각 1명씩 입실하

였는데 이들의 건강 상태도 중환자실 입실 기준 항목과 100%의 일치도를 보였다.

외과적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경우는 4건으로 모두 계획된 수술을 시행한 환자

들이었다. 이중 호흡기능의 저하로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가 2건으로

수술 후 동맥혈 가스검사가 불안정하여 인공 기도를 발관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입실하였다. 나머지 2건은 생체 간이식술을 시행한 이식 공여자와 수혜자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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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공여자는 기계환기기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수술 후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 입

실하였고, 이식 수혜자는 이식술 후 기계환기기 보조 및 혈액역동학적인 집중 관

찰을 위해 입실하였다. 외과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 기

준 중 응급수술 혹은 계획된 수술 중 출혈이 있거나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의 항목과 75 %의 일치율을 보였다. 중환자실 입실

기준의 임상 타당도 점수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중환자실 입실 기준에 대한 임상 타당도 점수

영 역 기 준 항 목 대상자 수 타당도

심 혈관계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3 100%

호 흡기계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CO2 narcosis를 동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11

1

100%

100%

소 화기계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

는 상태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2 100%

신경 계 ·신경계 혹은 폐기능이 약화되는 신경근육계 질환

·간질(epilepticu s) 환자

1

2

100%

100%

내 분비계 ·혼수상태 혹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고혈당 상태 1 100%

외과 수술

후 :

·폐엽절제술(lobectomy) 혹은 폐엽절제술(pneumonectomy)

를 시행받은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흉부 외과 환자

·응급 수술 혹은 계획된 수술 중 출혈이 있거나 호흡기능

이 저하되어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1

4

100%

75%

활 력징후 ·자발호흡시 FiO 2를 40%이상 투여하여도 PaO 2가

< 70㎜Hg이고 SaO 2가 90%이하인 경우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여도 수축기압이 80㎜Hg 이하이거

나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1

1

100%

100%

기 타 ·혈액역동학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패혈증 (septic shock)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으로 혈액역동학적이 관찰이

필요한 경우

4

1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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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의 입실은 입실 기준의 모든 항목에 해당할 때 입실하는 것이 아

니라 입실 기준 항목 중에서 환자의 건강상태가 이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입실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 연령이 62세로, 21세에서

91세까지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남자 75 %, 여자 25 %로 남녀의 비율은 3 : 1로 남

자가 많았다.

진료과 별로 살펴보면 일반 외과가 4명으로 전체 환자의 33.3 %를 차지하고

있었고, 호흡기 내과 16.7%, 신장 내과 16.7% 순이었고, 기타 과로는 혈액내과, 흉

부외과, 비뇨기과, 구강악안면 외과가 있었다 <표 12>.

<표 12> 퇴실기준의 임상 타당도를 위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n = 12

항 목 구 분 실 수 (%)

연 령(세) 30 이하

31-40

41-50

51-60

61-70

71 이상

1 (8.4 %)

-

1 (8.4 %)

4 (33.4%)

3 (24.9%)

3 (24.9%)

성 별 남

여

9 (75%)

3 (25%)

진료과 일반 외과

호흡기 내과

신장 내과

기타

4 (33.3%)

2 (16.7%)

2 (16.7%)

4 (25%)

중환자실에서의 퇴실은 주로 입실시의 건강 문제가 호전되는 시점에서 일반

병실로의 이송이 이루어지며, 퇴실 기준의 여러 항목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해당

될 때 퇴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퇴실 기준 항목과 퇴실 환자의 건강상태와 100% 일치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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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징후에서 혈압상승제의 투여 없이 수축기압이 80-160㎜H g를 유지할 때 등의

9개의 기준 항목이었다.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FiO2가 40% 이하시 PaO 2 > 70㎜H g인 경우가 11건이었

는데 이중 1건은 65㎜H g였으나 혈압이 안정적이고 산소 흡입 농도가 낮아 퇴실시

산소의 흡입 농도를 높인 후 퇴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퇴실 기준 항목과 퇴실

환자의 건강 상태는 92%의 일치율을 보였다.

소변량은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 중 10명에서 30㏄/ hr 이상인 상태에서

퇴실이 이루어져 83 %의 일치율을 보였다. 소변랑이 30㏄/ hr 미만인 2명은 만성신

부전증으로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들로 소변량은 적지만, 혈액역동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실이 이루어졌다. 각 퇴실 기준 항목의 임상타당도 점수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중환자실 퇴실 기준에 대한 임상 타당도 점수

영 역 기 준 항 목 대상자 수 타당도

활력징 후 ·혈압 상승제의 투여 없이 수축기압이 80㎜Hg - 160㎜Hg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혈압 하강제의 투여 없이 이완기압이 < 100㎜H g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 30회/ 분

12

12

12

100%

100%

100%

임상검 사

결과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FiO 2가 40% 이하시 PaO2 > 70㎜Hg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PaCO 2 < 50㎜Hg인 경우

·다른 출혈 증상이 없고 plt > 10만/ ㎣로 유지될 때

·급성 대사장애 환자가 pH가 7.3 - 7.5로 유지되고 전해질

농도가 교정되어 정상 범위에 있을 때

·패혈증 환자가 원인 질환이 치유되어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고 WBC가 5,000 - 12,000/ ㎕로 유지될 때

11
12

12
11

1

100%
100%

100%
92%

100%

기 타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자발 호흡이 가능

한 상태

·자발적인 호흡과 기침이 가능하고 객담배출이 가능한 상태

(기관절개술 후 상태 포함)

·소변량이 ≥ 30cc/ hr 이면서 혈액역동학적으로 안정된

상태

1

12

10

100%

1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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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 종 입 실과 퇴실 기준 작성

임상 타당도가 검증된 중환자실 입실 기준 항목들은 임상 적용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 최종 입실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대상자 수로 인해 임

상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한 항목들도 중환자실 입실이 요구되는 건강 상태로 판

단되어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선정된 입실 기준을 최종 입실 기준으로 선정하였

다. 또한 최근 장기이식술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식 수술 후에 불안정

한 호흡기능과 출혈 위험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어 이를 외과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이 요구되는 입실 기

준 항목에 추가하였다.

중환자실에서의 퇴실은 퇴실 기준 항목과 일치할 때 퇴실이 이루어져 각 항

목 모두 임상 타당도가 높아 11개의 퇴실 기준 항목을 그대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작성된 최종 입실 기준은 심혈관

계 3항목, 호흡기계 4항목, 소화기계 1항목, 신경계 6항목, 내분비계 5항목, 외과

수술 후 3항목, 활력징후 3항목, 기타 4항목의 총 29개의 기준 항목으로 작성되었

다. 최종 퇴실 기준은 활력징후 3항목, 임상검사결과 5항목, 기타 3항목 등 총 11

개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최종 입실 기준 항목은 <표 14>에, 퇴실 기준 항목은 <

표 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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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환자실 최종 입실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심혈 관계 ·심폐소생술 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호흡기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호흡 기계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CO 2 narcosis를 동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과다 객혈(massive hemoptysis)

소화 기계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신경계 ·장기 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 환자 혹은

뇌사 가능성의 환자

·의식이 변화되거나 호흡기 장애를 가진 뇌막염

·대사성, 독성,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혼수 상태

·신경계 혹은 폐기능이 약화되는 신경근육계 질환

·간질(epilepticus) 환자

·의식상태가 저하된 급성 뇌졸중

내분 비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 부전, 중증

산증을 동반한 당뇨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DKA)

·부정맥 혹은 근육 약화를 동반한 저-고칼륨혈증

·혼수상태 혹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고혈당 상태

·의식이 저하되고 혈액역동학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중증 고칼슘혈증

·혈액역동학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를 유발하거나 부정맥을 동반한

저-고 마그네슘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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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환자실 최종 입실 기준 (계속)

영 역 기 준 항 목

외과 수술 후 :

혈액역동학적인

관찰/ 기계

환기기의 도움

혹은 집중적인

간호가 요구되

는 수술후 환자

·폐엽절제술(lobectomy) 혹은 폐엽절제술(pneum onectomy)을 시행

받은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흉부 외과 환자

·응급 수술 혹은 계획된 수술 중 출혈이 있거나 호흡기능이 저하되

어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장기 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 포함)

·수술전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있어 수술 후 혈액역동학

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활력징 후 ·자발호흡시 FiO 2를 40%이상 투여하여도 PaO2가 < 70㎜Hg이고

SaO 2가 90%이하인 경우

·자발호흡시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PaCO 2가 > 50㎜Hg 인 경우

(COPD환자 제외)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여도 수축기압이 80㎜Hg 이하이거나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기 타 ·혈액역동학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패혈증 (septic shock)

·기도 폐쇄

·약물이나 다른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이로 인해 혈액역동학적·신

경학적으로 상태가 위급한 환자

·다발성 외상(multip le trauma)으로 혈액역동학적이 관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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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중환자실 최종 퇴실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활력 징후 ·혈압 상승제의 투여 없이 수축기압이 80㎜Hg - 160㎜Hg 사이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혈압 하강제의 투여 없이 이완기압이 < 100㎜Hg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 30회/ 분

임상검 사결과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FiO 2가 40% 이하시 PaO2 > 70㎜Hg 인 경우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PaCO 2 < 50㎜Hg인 경우

·다른 출혈 증상이 없고 plt > 10만/ ㎣로 유지될 때

·급성 대사장애 환자가 pH가 7.3 - 7.5로 유지되고 전해질 농도가

교정되어 정상 범위에 있을 때

·패혈증 환자가 원인 질환이 치유되어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고

WBC가 5,000 - 12,000/ ㎕로 유지될 때

기 타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자발 호흡이 가능한 상태

·자발적인 호흡과 기침이 가능하고 객담배출이 가능한 상태

(기관절개술 후 상태 포함)

·소변량이 ≥ 30cc/ hr 이면서 혈액역동학적으로 안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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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의

문헌 고찰을 통해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의 기준 모델로 진단 모델, 객관적 지

표 모델, 우선순위 모델 중 진단 모델과 객관적 지표 모델을 통합하여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의 개념적 준거틀을 수립하였다. 우선순위 모델을 제외한 이유는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SCCM,

1999), 자료 수집을 실시한 Y대학 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

실의 우선순위 결정은 중환자실 전담 의사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중환자실 윤리 위원회의 공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서 앞으로 중환자실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개념적 준거틀을 기반으로 작성된 입실과 퇴실 영역에 대한 기준 항목을 결

정하기 위해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였다. 의무기록지에서 분석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중 평균 연령은 57.4세였고 5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입실환자의 69%를 차

지하고 있었고, 입실환자의 성별은 남자 70.7%, 여자 29.3 %로 남자의 입실이 여자

보다 약 2.4배 많았다. 이 결과는 위정복 등(1991), 심연희 등(1996)과 기삼서 등

(1996)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약간 더 높았다. 이것은 점차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 유

사하게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환자실의 평균 재실일은 11.5일로 나타났는데, 평균 재

실일은 위정복 등(1991)의 연구에서는 5.5일, 심연희 등(1996)의 연구에서는 8.2일,

Ch en 등(1998)의 연구에서는 5일 등으로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

의 연구결과에 비해 중환자실의 평균 재실일수가 길게 나온 것은 전체 입실환자

가 아닌 성인 대상자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실 빈도가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

무 기록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도가 비교적 높은 환자들이 많이 포

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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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균 사망률은 본 연구에서는 12.1%로 나타났는데 심연희 등(1996)의 연

구에서 평균 사망률이 11.2 %, 윤미자 등(1996)의 연구결과에서의 10.8%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의무기록지에 나타났던 환자들의 건강 문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호흡기계 부전으로 인한 기계환기기 치료의 요구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쇼크였다. 이 결과는 Chen 등(1998)과 Sn ow 등(1985)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의 가장 흔한 건강 문제가 호흡기계 문제와 혈액역동학

적으로 불안정한 비정상적 신장 기능의 문제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건강 상태 중 PaCO 2와 PaO 2의 검사 결과

가 정상 범주에 가까워 문헌에 비해 안정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호흡부전

이 발생하면 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전이라도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에서 즉시 기관

삽관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의 영역을 기반으로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작성된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의 예비 기준 항목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표현하는 항목은 문헌

과 거의 유사하지만, 임상검사결과나 활력징후의 수치는 문헌에 비해 대체적으로

중증도가 경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료수집을 실시한 Y 대학병원의 경우 준중환자실이 따로

배치되지 않아 환자의 평균 중증도를 비교할 때 외국의 사례보다 낮게 나온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중환자가 제대로 선별되지 못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자원의 배치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중환자실(in term itten t care u nit)을 두고 환자

의 중증도에 따라 입실을 분리한다면 환자의 요구에 따른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나타난 영역을 기초로 하였지만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기준 항목을 정하고자 의무기록에서 나타난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항

목을 작성하였다.

문헌고찰과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작성된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에 대한

- 51 -



내용타당도 검증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입실과 퇴실을 담당하고 있는 마취

과 의사와 중환자실에 입실 빈도가 높은 호흡기 내과와 소화기 내과 의사, 중환자

실 경력이 5년 이상된 간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가

들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입실과 퇴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활력징후와 임상검

사의 결과 만으로는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예비 기준에서 기술한 객관적

지표들의 각 항목을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여

기준 항목들을 수정·삭제하였다.

1차 타당도 검증시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인 기준 항목은

급성 폐부전과 같이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호흡기능의 부전과 혈액역동학적으

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 항목이었다. 이것은 의무기록을 통해 나타난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주된 건강문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간에 의견 차이를 보인 기준 항목은 장기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환자 혹은 뇌사 가능성의 환자 로서 마취과 의사와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것이 간호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내과 의사는 1명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나머지 2명은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뇌사 환자의 관리 방

침에 의해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뇌사 환자의 장기 이식시에 장기 공여

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이식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마취과 의사가 뇌사환자의 주치의로 선정된다. 따라서 마취과

의사는 이식 전까지 뇌사환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비해 내과 의사는 뇌

사 환자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영역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간에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실례로 미국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입실과

퇴실 관리에 전문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기계환기기 이탈, 중심

정맥관의 삽입 등의 전문적인 간호 행위들을 행하고 있다(Meyer, 1993).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중환자실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고 소수만 병원의 방침에

의해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공인된 자격의 부여,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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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Y 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전문 간호사 제도를 실

시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 의견 수렴시 중환자실 근무경력을 가진 책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경험과 학력 차이로 인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중환자실 퇴실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인 항목은 자발적인 호흡과

기침이 가능하고 객담배출이 가능한 상태 로 90%의 합의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입

실 환자가 주로 호흡기능의 저하로 인해 입실하므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퇴실

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에 대한 임상 타당도 검증은 중환자실에 1주일간 입실

하고 퇴실하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상 타당도를 검증한 시간이 짧

아 입실 기준 항목을 모두 검증하지 못하였으나 검증된 기준 항목은 중환자실 입

실 환자와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또한 입실 빈도는 낮지만 장기이식을 위해

입실하는 뇌사 환자나 뇌사 가능성의 환자 의 건강 상태도 중환자실 입실시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상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했지만 전문가 합의율이 높았던

기준들도 최종 입실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임상 타당도 검증을 많은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퇴실기준에 대한 임상 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퇴실 기준은 작성된 거의 모든

퇴실 기준에 환자가 적합할 때 퇴실이 이루어졌다. 특히 활력징후와 임상검사결과

중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에서 정상 범위에서 안정된 상태가 퇴실을 결정하는 중

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발된 퇴실 기준을 이용하여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재실 기간을 평가함으로써 제공된 치료와 간호

에 대한 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환자실의 입실은 작성된 기준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입실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서, 중환자실에서의 퇴실은 일반 병실로 이송시 혈액역동학

적으로 안정되고 호흡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실 기준 항목의 내용과 환자의 상

태가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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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작성된 입실기준은 중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표현하기 위

해 환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설명한 진단모델과 구체적인 중증도를 표현하는 객관

적 지표 모델을 기초로 기술되었다. 이와 같이 기술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

은 중환자 간호와 치료를 담당하는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에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병동과 달리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은 복합적

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어 요구되는 간호의 많은 부분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비롯한 다른 건강관리 요원들과의 상호 협력하에 이루

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요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친숙한 의학적인 상태로 환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 영역에서도 다학제적 팀의 한 영역으로서

다른 건강관리 요원들과의 동등한 협력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전문적인 간호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가진 중환자 전문간호사가 요구된다.

퇴실 기준은 활력징후와 임상 결과에 대한 환자의 상태를 중심으로 확정되었

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중환자실

입실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퇴실은 24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

는 환자의 중환자실 퇴실 시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환자실 퇴실에 있어서 문제점은 중환자실

에서 적절한 시기에 퇴실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일반병동의 간호가 중환자실

에서 제공하는 간호나 치료와 질적인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요구되는 간호를 지

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나빠

져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재입실하는 환자는 처음 입실한

환자에 비해 환자의 중증도와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Chen et al., 1998).

Ru ssell (1999)은 중환자 전문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의 추후 관리를 통

해 환자의 재입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문간호사는 추후 관리를

통해 중환자실과 병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환자 간호를 위한 일반 간

호사를 교육시켜 간호실무를 향상시킴으로서 중환자실에서의 조기 퇴실과 병실에

서의 재입원율 감소에 기여함을 증명하였다. 추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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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환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 일반 간호사들은 양질의 간호 기술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개발된 입실과 퇴실 기준을 기존에 개발된 중증도 도구와 함께 사용한다면

입실과 퇴실 대상 환자 선정시 입실과 퇴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절감

할 수 있고, 간호 인력을 비롯한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해 병원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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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병상 이용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중환자 간호 제공과 효

율적인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실

정에 맞는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중

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과 기준 항목을 형성하였고, 중환

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입실시

와 퇴실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Y 대학 부속병원의 내·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후 퇴실한 환자들

의 의무기록지 중 입실 빈도가 높았던 5개의 진료과의 환자를 비례층화표출하여

58개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였다. 개념적 준거틀과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개

발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2회 실시하고 실

무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로서 2000년 5월 30일부터 6

월 5일까지 7일간 중환자실에 입실한 21명과 퇴실한 1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을 통해 개념적 준거틀을 수립한 후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영역을

결정하였다. 입실 기준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외

과 수술 후, 활력징후, 임상검사결과, 기타 등의 총 9영역으로, 퇴실 기준은 입

실 기준에 준거하여 활력징후, 임상 검사 결과, 기타 등의 총 3영역으로 결정

하였다.

2) 결정된 기준항목을 기반으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의 예비 기준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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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무기록지 58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실 기준으로 심혈관계 4항목,

호흡기계 4항목, 소화기계 3항목, 신경계 6항목, 내분비계 7항목, 외과수술 후

4항목, 활력징후 5항목, 임상검사결과 7항목, 기타 5항목 등 총 45개의 기준

항목을 결정하였고, 퇴실 기준으로 활력징후 4항목, 임상검사결과 10항목, 기타

3항목 등의 총 17개의 기준 항목을 결정하였다.

3)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예비 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2차에 걸쳐 전문가 타당도

를 실시하였다. 1차 타당도 결과 총 45개 입실 기준 항목에서 75 % 이상 합의

율을 보인 항목은 33개 항목이었고, 퇴실 기준 항목은 17개 항목 중 11개 항목

이 75 % 합의율을 보여 합의율이 낮은 입실과 퇴실 기준은 수정·삭제하였다.

2차 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입실 기준인 33개 항목 중 75 % 이상 합의율을 보인

29개 항목과 11개 항목 모두 75 % 이상의 합의율을 보인 퇴실기준은 선정하고

합의율이 낮은 항목은 각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4) 임상 타당도 검증 결과 입실 기준은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 모든 항목을 검증

하지는 못하였으나 검증된 13개의 입실 기준 항목은 75 % 이상의 일치율을 보

였다. 퇴실 기준은 11개의 기준 항목 모두 퇴실환자의 건강 문제와 83% 이상

의 일치율을 보였다.

5) 전문가 타당도와 임상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작성된 최종 입실 기준은 심혈관계

3항목, 호흡기계 4항목, 소화기계 1항목, 신경계 6항목, 내분비계 5항목, 외과

수술 후 3항목, 활력징후 3항목, 기타 4항목 등의 총 29개 기준 항목으로 작성

되었고 최종 퇴실 기준은 활력징후 3항목, 임상검사결과 5항목, 기타 3항목 등

총 11개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이 요구되는 환자들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가지 측면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된 중환

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기초로 하여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을 결정할 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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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중환자에게 간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다학제적 전문가

팀으로 활동하는 건강관리 요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중환자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인 전문가 팀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중환자 전문 간호사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기간과 대상자수를 늘려

적용하여 임상 타당도를 검증을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과 중환자의 중증도를 측정하

는 도구와 결합하여 입실과 퇴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

은 군을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 재실기간, 사망률, 재입실율과 의료비용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기반으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을 관리하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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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입 실 시 진 단 모 델 의 적용 사 례

SCCM
(1999)

Goldhill et al.
(1998)

Snow et al.
(1985)

Chen et al.
(1998)

Cardiac S y s te m V

cardiogenic shock V V V

CHF 1 ) with respiratory failure
/ requiring hemodynamic support

V V V

AMI2 ) with complication V V
aortic aneurysm V V
complex arrhythmia V V
S/ P cardiac arrest V V V
complete heart block V

P ulm on ary S y s tem V

respiratory infection V

COPD3 ) with CO2 narcosis V V

ARDS4 ) with ventilatory support V V V

pulmonary embolism V V V
asthma V

massive hemoptysis V
respiratory failure V V V
respiratory obstruction V V

N eu rolog i c D i s orders V

intracranial hemorrhage V V V
head injury V V
acute SAH5 ) V

epilepticus V V
brain death V

G - I D is orders V

fulminent hepatic failure V
G- I hemorrhage V V V
pancreatic disease V V
G- I perforation V V

E n do crin e
DKA 6 ) with mental change,

hemodynamic unstable
V

severe electrolyte change V

M i s c e ll an e ou s
septic shock V V V V
post - op insufficiency V V V
multiple trauma V V V V
renal insufficiency V

1)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2)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3) COPD : Chronic Obstru ctive Pulm onary Disease 4) ARDS: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5) SAH : Subarachnoid H em orrhage 6) DKA : Diabetic Keto-Acid 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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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입 실 시 객 관적 지 표 모델 의 적 용 사 례

Kollef

et al.

(1995)

Knau s

et al.

(1985)

Snow

et al.

(1985)

S CCM

(1999)

Chen

et al.

(1998)

V it al S ig n

맥박수 V V V V

혈압 V V V V

호흡수 V V V V

체온 V V V

임 상검사

sodium V V V

pot assium V V V

glu cose V

calcium V

F iO2 V V V V

P aO2 V V V V V

P aCO2 V V V V

H CO3 V V

pH V V V

plt V V

H ct V V

W BC V V V

Cr V V V V

BUN V

PT V

PT T

T - bil

albumine V

기 타

의식수준 V V V

소변량 V V

연령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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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예 비 입 실 과 퇴 실 기 준으 로 구 성 한 1차 설 문지 와 2차 설 문 지

1) 1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으로 내·외과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중환자 간호분야를 공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중환자실

에 입실과 퇴실 기준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지 않아서 때로는 중환자실 입실하여 치

료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하여 중환자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

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환자실에 구체적인 입·퇴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의 개발은 중환자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양질의 치료

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의 입실을 결정하고, 더

이상의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환자의 퇴실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활용하

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자가 문헌 고찰과 지난 1년간 중환자실에 입실 및 퇴실한 환

자의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예비 입실·퇴실 기준입니다. 각각의 항목

들이 입실 및 퇴실 기준으로 적합한지를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 및 간호하

고 있는 선생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님들의 귀한 의견이 보다 현실적인 중환자 입실과 퇴실

의 기준을 만드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연구자 장 연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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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설문지 (계속)

♣ 입 실 기 준

▶ 각 항목을 읽으시고 각각의 내용이 중환자실에 입 실 기 준으로 타당한지를 정

도에 따라서 매 우 적 절 하다 - 전 혀 적 절하 지 않 다 를 선택 하 여 빠 짐 없이 V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고 4점 척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범위가 부적절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 범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1. 심혈관계

항 목
전 혀

적절하 지않다

적절하 지

않다
적절하 다

매우

적절하 다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호흡기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심정지 후 상태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DIC)

기 타

2. 호흡기계

항 목
전 혀

적절하 지않다

적절하 지

않다
적절하 다

매 우

적절 하다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CO2 narcosis를 동반한 COPD

과다 객혈(m assive hem optysis)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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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설문지 (계속)

♣ 퇴 실 기 준

▶ 각 항목을 읽으시고 각각의 내용이 중환자실에 퇴 실 기 준으로 타당한지를 정

도에 따라서 매 우 적 절 하다 - 전 혀 적 절하 지 않 다 를 선택 하 여 빠 짐 없이 V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고 4점 척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범위가 부적절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 범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1. Vital sign

항 목
전혀

적 절하지 않다

적 절하지

않다
적 절하다

매우

적절하 다

맥박: > 60회/ 분 혹은 < 120회/ 분

혈압 상승제의 투여없이 수축기압이

> 80㎜Hg 혹은 수축기압 < 160㎜Hg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혈압 하강제의 투여없이 이완기압이

< 100㎜Hg

호흡수: < 30회/ 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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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1차 설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

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입실과 퇴실 기준을 수정·보

완하여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

을 다시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님들의 귀한 의견이 보다 현실적인 중환

자 입실과 퇴실의 기준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

각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연구자 장 연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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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설문지 (계속)

♣ 입 실 기 준

▶ 각 항목을 읽으시고 각각의 내용이 중환자실에 입 실 기 준으로 타당한지를 정

도에 따라서 매 우 적 절 하다 - 전 혀 적 절하 지 않 다 를 선택 하 여 빠 짐 없이 V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고 4점 척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범위가 부적절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 범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1. 심혈관계

항 목
전혀

적절 하지않 다

적절 하지

않 다
적절 하다

매우

적 절하다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호흡기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심폐소생술 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DIC)

기 타

2. 호흡기계

항 목
전혀

적 절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 다
적절 하다

매우

적 절하다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CO2 narcosis를 동반한 COPD

과다 객혈(m assive hem optysis)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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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설문지 (계속)

♣ 퇴 실 기 준

▶ 각 항목을 읽으시고 각각의 내용이 중환자실에 퇴 실 기 준으로 타당한지를 정

도에 따라서 매 우 적 절 하다 - 전 혀 적 절하 지 않 다 를 선택 하 여 빠 짐 없이 V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직접

적어주시고 4점 척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범위가 부적절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 범위를 기록해 주십시오).

1. Vital sign

항 목
전 혀

적절하 지않다

적절하 지

않다
적절하 다

매우

적절하 다

혈압 상승제의 투여없이 수축기압이

80㎜Hg - 160㎜H g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혈압 하강제의 투여없이 이완기압이

< 100㎜Hg

자발호흡시 호흡수가 < 30회/ 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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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항 목 별 1차 타 당 도 점 수

1) 입 실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타 당도 (%)

심 혈관 계 ·합병증을 가진 급성 심근 경색증 94

·호흡기 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88

·심정지 후 상태 59

·범발성 혈액내 응고증(DIC) 79

호흡 기계 ·기계적 환기가 요구되는 급성 폐부전 99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96

·CO 2 narcosis를 동반한 COPD 81

·과다 객혈(massive hemoptysis) 78

소화 기계 ·저혈압, 협심증, 지속적인 출혈 혹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장관계 출혈

88

·전격성 간부전 76

·중증 췌장염 72

신 경계 ·의식상태가 저하된 급성 뇌졸중 81

·대사성, 독성,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혼수 상태 75

·의식이 변화되거나 호흡기 장애를 가진 뇌막염 85

·신경계 혹은 폐기능이 약화되는 신경근육계 질환 79

·간질(epilepticus) 환자 78

·장기 기증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뇌사 환자

혹은 뇌사 가능성의 환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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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항 목 별 1차 타 당 도 점 수 (계 속 )

1) 입 실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타당도 (%)

내분 비계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 부

전, 중증 산증을 동반한 DKA(Diabetic Keto-acidosis)
90

·혼수상태 혹은 혈액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고혈당증 상태 84

·중증 고칼슘혈증으로 의식이 저하되고 혈액역동학적인 관찰

이 요구되는 환자

84

·경련이나 의식저하를 동반한 저-고 나트륨 혈증 75

·혈액역동학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를 유발하거나 부정맥을

동반한 저-고 마그네슘 혈증

78

·부정맥 혹은 근육 약화를 동반한 저-고칼륨 혈증 75

·근육 약화를 동반한 저인산 혈증 66

외과수 술 후 :

혈액 역동학적

인 관찰/ 기계

환기기의 도움

혹은 집중적인

간호가 요구되

는 수술 후

환자

·응급 수술 혹은 계획된 수술 중 출혈이 있거나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수술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환자

·수술전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있어 수술후 혈액

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췌장암의 치료를 위해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받아 호

흡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

·폐엽절제술(lobectomy) 혹은 폐절제술(pneumonectomy)을
시행받은 후 기계환기가 요구되는 흉부 외과 환자

91

84

71

90

활력징 후 ·맥박: < 50회/ 분 혹은 > 120회/ 분 65

·수축기압이 80㎜H g 이하 혹은 평소 혈압보다 20㎜Hg

떨어진 경우

71

·수축기압이 항고혈압제를 투여하는데도 160㎜H g 이상인

경우

62

·이완기압이 110㎜Hg 이상인 경우 59

·호흡수: > 30분/ 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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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항 목 별 1차 타 당 도 점 수 (계 속 )

1) 입 실 기준

영 역 기 준 항 목 타 당도 (%)

임상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 120mEq/ ℓ 혹은 > 160mEq/ ℓ 62

·혈중 칼륨: < 3.0mEq/ ℓ 혹은 > 6.0mEq/ ℓ 69

·혈중 Cr: > 2.0 ㎎/ ㎗ 49

·FiO2가 40% 이상시 PaO 2 < 70㎜Hg 68

·PaCO2 > 50㎜Hg 65

·pH < 7.3 혹은 > 7.5 59

·WBC < 5,000/ ㎕ 혹은 > 12,000/ ㎕ 46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출혈경향이 높은 환자

: plt < 10만/ ㎣
50

·PT(INR) > 1.5 54

·PTT > 50sec 50

·약물이나 다른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혈액역동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상태가 위급한 환자
82

기 타 ·혈액역동학적인 불안정을 동반한 패혈증 (septic shock) 84

·다발성 외상(multip le trauma)으로 혈액역동학적이 관찰이

필요한 경우

85

·의식이 없는 환자로 양쪽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경우 71

·소변량: < 30cc/ hr 57

·기도 폐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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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항 목 별 1차 타 당 도 점 수 (계 속 )

1) 퇴 실 기 준

영 역 기 준 항 목 타당도 (%)

활력징 후 ·맥박: 60회/ 분 - 120회/ 분 71

·혈압 상승제의 투여없이 수축기압이 > 80㎜Hg-160㎜Hg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환자 포함)

72

·혈압 하강제의 투여없이 이완기압이 < 100㎜Hg 72

·호흡수: < 30회/ 분 69

임 상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 120mEq/ ℓ 혹은 < 160mEq/ ℓ 74

·혈중 칼륨: > 3.0mEq/ ℓ 혹은 < 6.0mEq/ ℓ 71

·혈중 Cr: < 2.0㎎/ ㎗ 72

·FiO2가 40% 이하시 PaO2 > 70㎜Hg 76

·PaCO 2 < 50㎜H g 75

·pH > 7.3 혹은 < 7.5 75

·WBC 5,000 - 12,000/ ㎕ 74

·plt > 10만/ ㎣ 75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PT(INR) > 1.5 72

PTT < 50sec 72

기 타 ·소변량이 ≥ 30cc/ hr 이면서 혈액역동학적으로 안정된

상태

81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자발 호흡이

가능한 상태

82

·자발적인 호흡과 기침이 가능하고 객담배출이 가능한

상태 (기관 절개술 후 상태 포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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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D ev elopm ent of A dm ission an d D ischarge Criteria

in Intensiv e Care U nit

Jan g, Yeon-Soo

Dep t . of N u rsin g

The Grad u ate Sch ool

Yon sei University

The p u rp ose of th is stu d y w as to develop Inten sive Care Unit (ICU)

adm ission an d d isch arge criter ia th at w ou ld lead to th e ap p rop riate u tilization

of ICU resou rces an d nu rsin g services.

For th is stu dy, a con cep tu al fram ew ork w as develop ed throu gh a review of

th e liter atu re . Then in ord er to identify the overall h ealth con dition of p atien ts

in th e ICU, an d to draw u p p relim in ary criteria, th e m edical record s of 58

p atien ts w h o w ere adm itted to th e ICU of Y Med ical Center in Seou l betw een

March, 1999 to Febru ary, 2000 of w ere an alyzed .

Tw o exp ert v alid ity tests w ere d one for the p relim in ary criter ia for

adm ission an d disch arge an d w ith 21 p atients over 18 year s of age w h o w ere

adm itted p atients an d 12 p atients w h o w ere d isch arge betw een May 30, 2000

an d Ju n e 5, 2000 a clin ical valid ity test w as also d one . After th is p rocess, th e

fin al adm ission an d disch arge criter ia w ere d evelop ed .

The resu lts of th is stu dy are su m m arized as follow s:

1. After a review of the liter atu re, there w ere 9 categories for th e adm ission

criter ia card iologic, gastroin testin al, neu rologic, en d ocrine, p ost-op care of

m ajor su rgery, vital sign s, laboratory valu es, an d a category of m iscellaneou s

- 75 -



item s. Disch arge criteria h ad 3 categories w hich w ere vital sign s, laboratory

valu es, a category of m iscellaneou s item s.

2. From the m edical record s of the 58 p atients w h o w ere adm itted to the ICU,

45 item s for p relim in ary criter ia for ad m ission an d 17 for disch arge w ere

identified .

3. The tw o exp ert v alid ity tests sh ow ed th at of th e 45 item s 29 adm ission

item s received over 75 % agreem ent . Th e 16 adm ission item s w h ich received

less 75 % agreem ent w ere revised or deleted from th e adm ission criter ia . Of

the 17 d isch arge item s, 11 h ad over 75 % agreem en t an d 6 less th en 75 %

agreem ent . Th ese w ere revised or d eleted from the disch arge criter ia .

4 . In th e clin ical valid ity test, 14 adm ission item s sh ow ed m ore th an 75 %

agreem ent an d 11 d isch arge item s m ore th an 83 % agreem en t .

5. The fin al criteria con sisted of 29 item s for adm ission an d 11 item s for

d isch arge .

Since p atien ts bein g con sidered for ad m ission to the ICU h ave com p lex

p roblem s, there is a n eed to m ake the decision based on m ore th an a sin gle

issu e . This tool w ill in su re th at the ICU n u rsin g care an d treatm en t resou rces

are ap p rop riately u sed by allow in g a m u ltip rofession al h ealth team to m ake

adm ission an d disch arge d ecision s.

Key w ords : In ten sive care u nit, adm ission criter ia, d isch arg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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