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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에 응급전문간호를 전공으로 간호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 연구와 교육의 능력을 향상시켜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부푼 꿈을 안고 바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러 박사과정을 통해 얻게 된 감동이 조금은 흐려졌지만,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와 간호철학에 몰입하며 성장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 시작한 연구를 병동으로 부서이동을 한지 3 년이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흡하였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의 지적인 모습과 지금은 간호국의 부원장님으로서 임상의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소선 부원장님.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늘 

격려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 드리고, 학장님 이셨을 때도, 주심이실 

때도, 부원장님 이신 때도 존경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피드백 주시고 빽빽하게 

수정사항을 적어 알맹이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최모나 교수님, 

자신 없어하고 머뭇거릴 때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다독여주고 관련 논문들을 

찾아 보내주시며 건강을 걱정해주신 이주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임상적인 뒷받침을 해주시며 내과계 중환자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영삼 교수님, 처음으로 조언을 구하러 간 

자리에서 취약한 통계방법에 대해 수학공식을 적으시며 설명해주셔서 눈이 

깜깜해지도록 막막했었는데 배워가며 알아가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이끌어주신 남정모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간호에 15 년을 몸담으며 특수환경에 익숙한 제가 

병동관리자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배우면서 시간이 흘러갔고, 불가피하게 

멈춰야 했던 논문진행을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논문의 주심이시자 간호국의 수장이신 김소선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리고, 얼굴 뵐 때 마다 연구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오경환 수석부장님,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주시어 다시금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경희 부장님,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고 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시고 칭찬을 자주 해주신 손수온 

부장님, 연구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며 마무리 하도록 

격려해주신 박정숙 부장님, 꼭 같이 논문을 진행하고 싶었던 정정인 부장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업무들을 조용히 조정해주신 김창경 부장님,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 주신 박영우 전 부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관리자가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가슴이 따뜻하고 든든한 심소정 

선생님, 멘토이자 늘 가슴에 남는 이근화 선생님, 의리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큰 

기쁨과 힘을 주시는 장은경 선생님, 외롭고 힘든 시간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신 장문영 선생님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관심 가져 주셨던 

목미수 선생님, 강은경 선생님, 조윤경 선생님, 이현민 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병원 간호팀 간호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중환자실 출신 간호사로서 배워나가는 모습에 뿌듯해하시고 지지해주신 

고신옥 실장님과 응급(emergency)의 추억을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영원한 김승호 실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뭐든 챙겨줘야 마음이 편안해져 하는 박경희 선생님, 연구진행 내내 

중환자실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김향숙 선생님, 믿고 

지지해주신 이은숙 선생님, 김정연 선생님, 이혜영 선생님, 통계로 힘들어할 때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준 김윤남 선생님, 아파치 소녀 혜영이,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동기 주연이, 은성이, 은정이, 정화, 미정이, 연수, 안나 

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진아들로 모인 김태희 선생님, 안미현 선생님, 

은현이, 선영이. 혼자 너무 외로웠으니 꼭 모두 같이 연구 진행해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영이, 은애, 슬기를 비롯한 97 병동 간호사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부부 승인과 정우, 우경, 은경에게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막내 딸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고 행복하다고 

하시며, 연구를 마무리 했다는 소식에 가장 많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었던 엄마,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늘 걱정하셨던 아버지, 막내 동생을 끔찍이도 

사랑해주고 도와주며 졸업하게 된 걸 자랑스러워 한 오빠들, 직장에서 돌아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동생을 위해 마른 반찬과 야채들을 날라주며 웃음을 준 

언니들, 새 언니들과 형부들, 조카들. 식구가 많아 행복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친정식구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수 제철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제철 과일과 좋은 

재료들을 사 주시며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예쁘다며 대견해하시는 고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어머님. 머리 속에 단어를 떠올렸는데도 눈물이 나는 어머님. 

가족 안 에서도 배려와 존경이 중요하며, 현명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도록 

느끼게 해주시는 사랑하는 어머님, 그리고 늘 다정하셨던 아버님, 우리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아주버님과 의주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친구로 만나 17 년을 사랑한 남편 보준. 같이 밤을 새주고 야식을 

준비해주며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세심함에 고맙고,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는 안정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 행복합니다. 올 겨울 지리산 산행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고 표현한 준용.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든 여정을 극복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성장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고,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사랑합니다. 방학 동안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주머니를 키우고 있을, 역사와 과학을 좋아하는 사육사가 

꿈인 애칭 역사적인 사육사 하린. 너의 미래를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2012 년 12 월 

연구자 이현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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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을 함으로써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섬망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도출하였고, 1차 예비도구를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항목은 CVI(Index of content validity)를 산출하여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을 선정하였다.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중환자 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차 예비도구를 

개발하였고, 최종 개발된 선별모형의 적합도와 판별력을 분석한 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중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선별모형의 판별력과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총 52개 항목이 도출되었고, 예비도구

에 대한 내용 타당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CVI .92로 높게 나타났다. 

 

2.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률은 80.1%이며, 평균 2.66±1.80일째 섬망이 발생

하였다. 진정제 한 종류를 지속 주입한 경우약물 평균 2.72±1.8일째, 두 종류의 

약물인 경우 2.65±1.7일째에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부전 진단인 경

우 평균 3.35±2.13 일째, 신부전 진단이 아닌 경우 평균 2.49±1.60일째로 신

부전 진단인 경우가 0.89일정도 늦게 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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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망발생 유무에 따른 내과계 중환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계환기 

경험,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 APACHE II score ≥ 20점, 도관 개수

≥ 5개, CRP수치 ≥9 mg/dl, albumin수치 <3.3 g/dl, 수축기 혈압 ≥ 140mmHg, 

억제대 경험, 욕창, 수면장애, 진정제(midazolam, ketamine) 지속주입,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diazepam, lorazepam)의 간헐적 투여, 마약성 진

통제(alfenil, morphine,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 등 13개 요인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종류의 진정제를 주입한 경우가 2.38배, 한 가지 약물을 주입한 경우가 1.70

배,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가 2.21배,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

로 투여를 한 경우가 2.04배, 욕창이 있는 경우가 1.65배, APACHE II score 가 

20점 이상인 경우가 1.15배 섬망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석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

하였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사     

결과 모형이 적합하였다(χ²= 3.270, p = .916). 

 

(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coefficient(B)를 기준으로 두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6점(한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4점),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6점,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한 경우 5점, 욕창이 있는 경우 4점, APACHE 

II score가 20점 이상인 경우 3점으로 점수화하였고, 개발된 선별모형의 총점

은 24점이다. 

 

(3)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은 AUC 값 .908(p < .001)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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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단기준은 변별점 10점에서 민감도

는 80%, 특이도는 89%로 측정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섬망 발생의 위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를 판별력과 정확도로 분석하였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AUC 값

은 .935(p < .001)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하기에 적절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정확도는 민감도는 83%, 특이도는 

89%이며 정분류율은 84%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은 진정제 지속 

주입, 수면장애,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 투여, 욕창, APACHE II 

score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점 24점으로, 10점 이상인 경우 섬망발생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당도 검증을 통해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는 간호실무에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전자의무기록의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구현을 통해 손쉽게 활용하여, 

섬망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섬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중재활동을 

실시하여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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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광범위한 인지기능의 장애와 

정신병증, 수면 각성주기의 붕괴, 지각의 장애, 사고의 장애, 언어기능의 장애, 

기분의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신경과적 증후군이다(Brown & 

Boyle, 2002; Ely, shintani & Truman, 2004).  

중환자 섬망은 중환자실 환자의 19-87%(Dubois, Bergeron & Dumont, 

2001; McNicoll et al., 2003; Ouimet et al., 2007) 에서 발생하고,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47-83%(Ely, Siegel & Inouye, 2001b; Ely, 

shintani & Truman, 2004; Micek et al., 200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중환자 섬망은 22-73%(유미영, 2006; 김아린, 2009; Heo et al, 

2011)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섬망 발생률의 범위가 넓은 것은 연구설계, 

섬망 사정도구, 연구 대상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섬망은 중환자실 주된 

문제로, 중환자 섬망발생은 중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Roberts, 2001; Rompaey, 2007).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은 65세 이상 노인(Pandharipande et al.,  2006), 

중증도(Pandharipande et al.,  2006; Ouimet et al.,  2007), 진정제나 진통제 

지속 주입(Dubois et al., 2001; Micek et al., 2005; Ouimet et al.,  2007; 

서경산, 2008), lorazepam(Pandharipande et al.,  2006), 성별(Ely et al., 

2001a), 음주(Ouimet et al.,  2007), 흡연(Dubois et al., 2001), 고혈압 과거력 

(Dubois et al., 2001; Ouimet et al.,  2007), 치매 과거력 (McNicoll et al., 

2003; 김아린,  2009), 섬망 과거력(서경산, 2008), 질소혈증, 간 효소 수치 

증가, 고열, 저 나트륨혈증, 감염(Aldemir et al., 2001), 고 빌리루빈혈증 

(Aldemir et al., 2001; Dubois, Bergeron & Dumont, 2001), dopamine(Sommer 

et al., 2002), 시력장애,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기계환기 경험(유미영, 

2006), 억제대 경험(Micek et al., 2005; 유미영, 2006), 유치도뇨관 보유(김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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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수면장애(서경산, 2008) 등이 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 모니터와 많은 

도관들, 빈번한 응급상황 등으로 섬망이 초래되기 쉽다는 것이다(Ely, shintani 

& Truman, 2004). 

섬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흥분과 각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운동 

및 활동 정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기면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각성과 

인지장애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임상에서 종종 간과되는 경우도 있다. 섬망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폐렴, 기계환기 이탈 실패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여 

질병의 예후를 악화시키게 되며, 중환자실 재원기간의 연장, 의료비 상승, 

요양시설로의 퇴원,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Ely, Siegel & Inouye, 2001b; 

Thomason et al., 2005; Ouimet et al.,  2007). 따라서 환자의 긍정적 예후를 

위해서는 섬망 발생 후 중재하는 것보다 섬망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Milisen et al., 2005). 

섬망을 사정하는 도구 중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이나 기계환기를 하고 있어 

말하기가 힘든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CAM-ICU)는 다수의 연구(Ely, Siegel & 

Inouye, 2001b; McNicoll et al., 2003; Luetz et al., 2010)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감도는 81-95%, 특이도는 96-100%로 보고하였으며, Heo 등(2011)의 

연구에서는 한글판 CAM-ICU의 민감도는 77.4-89.8%, 특이도는 72.4-

75.8%로 보고되어 국내외에서 섬망 유무를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CAM-ICU의 경우 대상자가 깨어있어 연구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여야 하므로 기계환기 적용 등으로 진정제 사용이 빈번한 

중증도가 높은 국내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대상자가 깨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전의 섬망관련 행동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다. 

캐나다에서 Gaudreau 등(2005)이 체계적 문헌고찰과 임상적 관찰 경험에 

근거하여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섬망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한 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NU-DESC)은 지남력 저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대화, 환각, 정신운동성 지연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사들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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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만으로 빠르고 쉽게 섬망을 판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과 의사의 섬망 확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민감도는 85%, 특이도는 73%로 보고되었고, 김경남 

등(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NU-DESC의 주치의 섬망 의심진단을 

기준으로 민감도는 81%, 특이도는 97%로 보고되었다.  

이 모든 도구는 섬망 유무를 판단하는 도구들로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예방적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별도구가 없어 예방적 중재가 제한적이며 체계화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환자 섬망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섬망을 경험하는 

환자의 편집증적이고 혼란스런 사고는 의료진과의 협조를 불가능하게 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주며, 치매 진단 시 민감도가 높은 apoliprotein E(APOE)와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어(Inouye, 2006; Ely et al., 2007), 섬망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Justic, 2000; Jacobi  et al., 2002; Inouye, 2006). 

중환자 섬망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 섬망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유미영, 2006; 서경산, 2008; 김아린, 2009)의 경우 대부분 외과계 중환자실 

이거나 노인 대상,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경자 등(2010)의 

중환자실 섬망 예방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중재 프로토콜 개발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섬망의 위험요인을 밝혀 중재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나, 

중증도가 높고 기계환기 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나 진정제의 지속적인 투여, 

진정제 중단 후에도 진정상태가 지연되는 급성 신부전 등 섬망 발생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내과계 중환자에 대한 적용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증도가 높고, 기계환기 치료와 진정제 투여가 많아 

다양한 섬망발생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국내의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활용 가능한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한다. 

3.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3. 용어 정의 

 

1) 섬망(Delirium) 

 

이론적 정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
th
, 

DSM-IV는 의학적 장애로 신체적 결과에 의해 야기되는 정신 상태의 다양하고 

혼돈된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상으로 수 시간에서 수 일에 걸쳐 

발생하는 단기간의 장애이며 주의력 감소가 동반된 갑작스런 의식변화, 기억력 

결손, 지남력 저하, 언어장애와 같은 인지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협진 후 섬망 진단을 받은 경우나 

섬망의 징후가 있어 antipsychotic drug(lorazepam, haloperidol, risperidone, 

alprazolam)을 투여 받은 경우, Korean 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NU-

DESC)의 지남력 장애,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의사소통, 착각/환각, 정신운동 

지연의 5개 증상 중 2개 이상을 보인 경우를(김경남 외, 2012) 섬망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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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요인 

 

이론적 정의: 위험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 중 발달 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양종국, 200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섬망 발생의 부정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제요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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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선별모형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본 문헌고찰의 목적은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 및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연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선별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중환자 섬망 및 발생률 

 

섬망은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DSM)-IV에서 단기간(수 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나타나며, 하루의 경과 중에도 변화하는 의식 장애와 인지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중환자실에서 인지 장애는 일몰 증후군(sundown syndrome), 중환자실 

정신증(ICU psychosis), 중환자실 증후군(ICU syndrome), 급성 혼돈(acute 

confusion), 뇌병증(encephalopathy)(Roberts, 2001), 급성 뇌부전(acute brain 

failure) 등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Truman & Ely, 

2003).  

중환자 섬망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 가능한 상황으로, 치매 진단 시 

민감도가 높은 apoliprotein E(APOE)는 섬망이 치매의 원인임을 시사하여 

(Inouye et al., 2006; Ely et al, 2007), 섬망의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환자 섬망이 발생한 경우 기계환기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스스로 기도삽관을 

제거(self-extubation)하기도 하여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연장되어 비용이 

증가된다(Dubois, Bergeron & Dumont, 2001; Ely, Shintani & Truman, 2004; 

Thomason et al., 2005; Ouimet et al., 2007).  

중환자 섬망의 징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임상적으로 활동 항진형 

(hyperactive), 활동 저하형(hypoactive), 혼합형(mixed)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활동 항진형은 대부분 격앙되거나 흥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튜브, 도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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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려 하거나 중심정맥관 등의 다양한 선을 뽑으려 하며 안절부절 하며 

심지어 침대 밖으로 나오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활동 항진형은 전형적인 혼돈의 극한 수준, 정서적 변동의 증가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발생 빈도가 적다(Palmieri, 2003; Miller & Ely, 2006). 활동 

저하형은 조용한 섬망으로 불리어지며, 수동성, 무감동, 무기력, 기면 등을 

보이며 그 특성상 인식되지 않을 수 있어 섬망으로 진단 내리기가 어려우며, 

섬망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섬망을 인지하는데 더 큰 기술이 

필요하며, 예후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정을 통한 섬망발생 위험요인 

측정이 입실 시에 시작되어야 한다(Justic, 2000; Roberts, 2001; Bergeron, et 

al., 2001; Brenda & Ely, 2003). 혼합형은 2가지 형태의 결합이며 변동이 심한 

특징을 나타낸다(Cole & Soucy, 2003).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섬망발생은 Dubois 등(2001)이 19%, Ely 

등(2001c)이 87%, McNicoll 등(2003)과 Roberts(2004)가 40%로 보고하였다. 

Thomason 등(2005)은 261명의 기계환기를 하지 않은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8%가 섬망을 경험하였고, Ouimet 등(2007)은 내 ∙ 외과 

중환자 8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1.8% 섬망발생을 보고하였다.  

내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의 결과 Micek 등(2005)은 47%, Ely 등(2001b)은 83.3%, Ely 

등(2004)은 81.7%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본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의 20%와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환자의 80%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suruta et al., 2010). 

국내의 경우 유미영(2006)은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22.2%, 남애리나 

(2009)는 43%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3%(김아린, 2009),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2.7%(Heo et al., 2011)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환자 섬망 발생시기는 국외의 경우 중환자실 재원기간 평균 2.4일-

2.6일에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으며(Ely et al., 2001a; Ely, Siegel & Inouye, 

2001b), 국내의 경우 평균 2.1일-4.3일에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유미영, 2007; 

서경산, 2008; 김아린, 2009). 



 

 

8 

중환자실 환경에서 급성의 중증도가 높은 질환의 환자일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중환자의 섬망 발생률은 중증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증가할 것이다(Roberts, 2001; McNicoll et al., 2003).  

중환자 섬망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병리학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거되는 경우 섬망의 징후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 

많은 경우에서 의료진의 섬망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섬망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 가까이에서 변화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으므로 섬망을 조기에 발견하기에 

적합한 인력임에도 섬망을 보고한 비율이 30% 미만에 불과하고, 간호사들이 

섬망을 인지하는 비율은 26-83%로 섬망을 제대로 인지하여 선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간호사는 섬망이 발생한 환자 간호 시 다른 업무의 지연, 

간호인력의 부족과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ouye et al., 2001; Ely, Shintani & Truman, 2004; 서희정, 2006, 

Steis & Fick, 2008).  

이상의 문헌에서 중환자 섬망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섬망이 발생한 경우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의 지연 등의 문제들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섬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섬망 발생시기가 중환자실 입실 초기이므로 섬망에 대한 관심이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섬망의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섬망 인식 수준이 낮고, 중환자 섬망 예방보다는 섬망의 

발생 유무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섬망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섬망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은 중환자 간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환자 섬망은 치료기간의 연장,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일상적인 간호 업무 중 

빠르고 쉽게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선별모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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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섬망의 발생기전은 불분명하며 발병 정도 및 임상양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환자의 80-95%가 기질적인 요인들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나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뇌의 전두부 피질, 우측 

뇌반구, 피질하 핵에 병변이 있을 때, 또는 신경전달물질인 콜린계, 도파민계, 

세로토닌계, GABA계의 결핍 또는 과다 등의 불균형으로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ourgeois, Seaman & Servis, 2003).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Pandharipande 등(2006)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 치료 중인 1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65세 

이상, APACHE II score가 높을수록, lorazepam을 투여한 경우가 섬망발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중환자의 연령이 섬망발생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uimet et al., 2007; Rompaey et al., 2009). Ouimet 

등(2007)은 내외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혈압 과거력, 음주, 

APACHE II score, 진통제나 진정제 지속 주입으로 의식한 저하된 경우 섬망 

발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Dubois 등(2001)은 내외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연구한 결과 고빌리루빈 혈증, 고혈압 과거력, morphine 

지속 주입을 보고하였다. Rompaey 등(2009)은 음주, 흡연, 치매 과거력, 

기계환기, 억제대 적용, 격리, 신경안정제 투여를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Aldemir 등(2001)은 질소혈증, 간 효소 수치 증가, 고열, 저 나트륨 

혈증, 감염을 섬망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고, McNicoll 등(2003)이 내과계 

중환자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치매가 있는 환자의 

40%에서 섬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마약류, 항콜린성 약물, benzodiazepine 계 약물 등 중환자의 치료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lorazepam, morphine, midazolam 이나 fentanyl 의 

지속적 주입 등 여러 약물이 섬망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Ely et al., 

2004; Roberts, 2004; Micek et al., 2005; McNicoll et al., 2005;  

Pandharipande et al., 2006; Ouime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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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 지속 주입은 기계환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안과 격앙을 

조절하고 적절한 환기와 산소화, 인공호흡기와의 동시성(synchrony) 및 다른 

시술과 처치 등의 수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이다. 기계환기 

치료 시 진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midazolam 은 단시간 작용하는 수용성 

약물로 혈중에서는 지용성으로 전환되어 중추신경계로 신속히 작용하여 작용 

지속시간도 2-5분으로 비교적 짧아 진정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며 midazolam 의 제거 반감기는 3-11시간이다. 그러나 반복투여나 

지속적 투여 시 이들의 약리학적 특성 변화와 작용 반감기가 지연되어 약물 

투여 중지 후 작용의 연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계환기 이탈을 힘들게 하고 

중환자실에서의 퇴실을 지연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Phencyclidine 계 

유도체인 ketamine 은 의식소실을 유도한 후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악몽, 

환상 등의 부정적인 정신적 반응들이 생긴다. 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는 midazolam 같은 benzodiazepine 계 약물들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Midazolam 과 ketamine 의 대사물질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심한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대사가 지연되고 청소율이 감소되어 혈액 내 약물 

축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약물을 병행투여 함으로써 진정시간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06; 장항제 등, 2009; 고명진, 

2010). 또한 신부전 진단의 중환자에서 진정제 사용은 진정상태가 지연된다고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2006). 

국내 연구에서는 유미영(2006)이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기계환기 경험, 억제대 경험, 시력장애를 보고하였고, 

김아린(2009)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매 과거력이 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보유한 경우가 

섬망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서경산(2008)의 연구에서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수면장애, 진통제 주입, 섬망 과거력, 수면제 복용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 모니터와 많은 도관들의 부착, 빈번한 응급상황 등으로 

섬망이 초래되기 쉽고, 중환자실 환경은 기계 작동소리와 알람, 기도흡인 등으로 

소음이 많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수면장애가 많이 나타나며, 수면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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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Ely, shintani & Truman, 2004; 서경산, 

2008). 

이상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은 다양하며, 특히 

내과계 중환자의 경우 기계환기 치료를 하기 위해, 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 주입하며, 기도삽관을 유지하기 위해 억제대를 적용하는 등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환자 섬망은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나 중환자 섬망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과계 중환자가 입실 시부터 노출되는 위험요인들을 선별하여,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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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 섬망 측정도구 

 

섬망을 사정하는 도구 중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이나 기계환기를 하고 있어 

말하기가 힘든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Ely 등(2001c)이 개발한 

사정도구인 CAM-ICU는 Inouye(1990)가 개발한 CAM(Confusion Assessment 

Method)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하기에 간편하며 평가자간 신뢰도가 

높고, 민감도는 81-95%, 특이도는 96-100%로 보고되었다(Ely, Siegel & 

Inouye, 2001; McNicoll et al., 2003; Luetz et al., 2010). Ely 등(2001 b)은 

기계환기를 하는 환자들에게 노인정신 전문가는 DSM-IV를, 중환자실 간호사는 

CAM-ICU를 적용한 연구결과 CAM-ICU로 사정한 경우 평균 2분이 걸렸으며 

정확도가 98%로 높고, 섬망을 타당하고, 신뢰성(Kappa=0.96, 95% CI=0.92-

0.99) 있게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적, 연구적 목적에 모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한글판 CAM-ICU는 평가자간 신뢰성이 높고 민감도는 

77.4-89.8%, 특이도는 72.4-75.8%로 보고되었으며, 정분류율(Accuracy)은 

83.3-88.4%로 신뢰성(Kappa=0.81)있게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o et al., 

2011). 

CAM-ICU 도구는 의식 수준사정의 2단계 접근을 통해 진정상태와 섬망 

관찰과의 연계를 평가한다. 1단계 진정상태는 리치몬드 흥분/진정 단계(The 

Richmond Agitation and Sedation Scale, RASS)를 평가한다. RASS -4(깊은 

진정: 목소리에는 반응이 없음. 신체적 자극에 움직이거나 눈을 뜰 수 있음), -

5(무의식: 목소리나 신체적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음)이면 평가를 중지하고, 

차후에 다시 평가하며 RASS -3(중간 진정: 목소리에 움직이거나 눈을 뜰 수 

있음) 이상이면 2단계로 진행한다. 2단계 섬망 상태는 4가지 특성 (1) 급성: 

정신상태 변화 또는 정신 상태 변동이 심함, (2) 주의력 결핍, (3) 의식수준의 

변화, (4) 비체계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것으로 말한다. 최종 섬망 발생 여부의 

판정은 특성 4가지 중 (1)과 (2) 단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3) 또는 (4)의 

특징을 보이면 섬망 발생군으로 분류한다. 

CAM-ICU의 경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적용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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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사정 능력에 따라 섬망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Inouye et al., 

2001; Steis & Fick, 2008), 대상자가 깨어있어 연구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여야 하므로 기계환기 적용 등으로 진정제 사용이 빈번한 

중증도가 높은 국내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대상자가 깨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전의 섬망관련 행동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다. 

캐나다에서 Gaudreau 등(2005)이 체계적 고찰과 임상적 관찰 경험에 

근거하여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섬망을 판단할 수 있도록 NU-DESC를 

개발하였다. The confusion Rating(CRS)에 근거하여 기존의 섬망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도구들의 제한점이었던 활동 저하형 섬망을 선별 가능하도록 

정신운동성 지연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도구는 지남력 저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대화, 환각, 정신운동성 지연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NU-

DESC 도구로 사정한 결과 평균 1분 정도 걸렸으며 간호사들이 환자 

관찰만으로 빠르고 쉽게 섬망을 판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과 의사의 섬망 확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민감도는 85%, 특이도는 73%로 보고되었다 

(Gaudreau et al., 2005; Leung et al., 2008). 

한국어판 NU-DESC은 지남력 저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의사소통, 

착각/환각, 정신운동 지연 등 섬망의 5가지 주요 속성의 예시문항을 간호기록의 

진술문에 근거하여 제시하여 김경남 등(2012)의 연구에서 노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섬망 의심진단을 기준으로 민감도는 81%, 특이도는 97%로 

보고되었다. 5가지 항목인 지남력 저하(Disorientation), 부적절한 행동 

(Inappropriate behavior), 부적절한 의사소통(Inappropriate communication), 

착각/환각 (Illusion/Hallucinations), 정신운동 지연(Psychomotor retardation) 

중 2가지 이상을 보인 경우 섬망으로 진단하며, 5가지 섬망 증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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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남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부적절한 행동: 도관이나 드레싱, 의료기구를 함부로 빼거나 제거하려고 

하고, 침대에서 막무가내로 내려가려고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3) 부적절한 의사소통: 지리 멸렬, 상황에 맞지 않거나 엉뚱하고, 무의미하

거나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횡설수설하며 욕을 하거나 소

리를 지르는 경우 

4) 착각/환각: 현재 없는 무언가가 눈앞에 보이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하며 

이러한 것을 만지거나 잡으려고 허공에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

며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5) 정신운동 지연: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느려지고,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동이나 말이 없거나 느려지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하며 졸려 하

는 경우 

 

중환자 섬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CAM-ICU가 기계환기 적용 

등으로 진정제 사용이 빈번한 중증도가 높은 국내 내과계 중환자실의 경우 

대상자가 깨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전의 섬망관련 행동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므로, 5가지 주요 속성에 대한 예시문항이 간호기록의 진술문에 

근거하여 제시한 한국어판 NU-DESC 도구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검토로 섬망 유무를 판단하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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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그림 1). 

 

(그림 1) 연구진행 과정 

 

 

 

 

 

 

 

 

 

 

 

 

 

 

 

 

 

 

 

 

 

 

 

 

 

 

 

 

2단계: 1차 예비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 

 

1차 예비도구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3단계: 2차 예비도구 개발 

 

자료수집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2차 예비도구 개발 

4단계: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 

 

① 선별모형의 점수화 

② 선별모형의 적합도와 판별력 분석 

③ 선별모형의 판단기준 제시 

5단계: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 

 

① 자료수집 

②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 

: 판별력과 정확도 분석 

1단계: 위험요인 규명 및 1차 예비도구 개발 

 

섬망발생 위험요인 관련 문헌검색은 개별연구, 리뷰논문,  

체계적 문헌고찰로 분류하여 검색 기존 문헌과 전문가의 조언,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1차 예비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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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과 선별모형 개발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은 

각 연구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 

 

1차 예비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Lynn(1986)이 내용 타당도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수가 3인 이상 10인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것에 근거하여 정신과 의사 1인, 중환자실 담당 호흡기 

내과 의사 2인, 중환자 전문간호사 2인,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5인을 

포함한 총 10인으로 구성하였다. 

 

2) 선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대상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을 후향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가) 모집단: 내과 중환자 

(나) 표적 모집단: 서울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에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입실한 만 20세 이상 성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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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망 발생군 선정기준 

 

(가) 정신과 협진 후 섬망 진단 받은 자 

(나) 섬망의 징후가 있어 antipsychotic drug(lorazepam, haloperidol, 

risperidone, alprazolam)을 투여 받은 자 

(다) Korean 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NU-DESC) 5개 증상 중   

2개 이상을 보인 자 

 

(3) 제외 및 탈락 기준 

 

       (가) 인지능력에 장애가 되는 다음 진단명에 해당되는 자 

① Acute ischemic stroke 

② Hepatic encephalopathy 

③ Head trauma 

④ Brain hemorrhage 

⑤ Mental retardation 

     (나)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24시간 이내 퇴실한 단기 재원 한 자 

 (다) 뇌사 상태가 지속되거나 진정 수면으로 퇴실 시까지 한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자 

     (라) DNR(Do Not Resuscitate)인 자 

     (마)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 후 의식 회복 없이 사망한 자 

 

(4) 연구 대상자 수 

 

연구대상자 수는 선별모형이 개발된 후 타당도 평가를 위한 표본 수 산정 

프로그램 G*Power 3.1.2를 이용하여 Goodness-of-Fit test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 하였다. 5% 유의수준과 80% 검정력, 효과크기 0.25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99명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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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도 탈락률 20%(Ely, Inouye, et, al., 

2011)를 고려하고 본 연구 대상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 입실환자 중 20세 이상 

성인 환자가 평균 42명/달 x 6달=240명임을 기준으로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기록을 후향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20세 이상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259명 중 brain hemorrhage 등 진단명이 제외기준에 포함된 3명,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24시간 이내 퇴실한 단기 재원 한 4명을 제외한 252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후 의식 회복 없이 사망한 69명(DNR 포함), 진정 수면으로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 한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17명이 

탈락되어 총 166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그림 2). 

 

(그림 2) 선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대상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20세 이상 성인 259명 

7명 제외 

 

 24시간 이내 단기 재원 한 대상 4명 

 진단명이 제외기준에 포함된 대상 3명 

자료수집대상 252명 

최종 분석대상 166명 

86명 탈락 

 

 의식 회복 없이 사망한 대상 69명 

 진정수면으로 한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대상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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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자는 선별모형 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20세 이상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173명 중 

brain hemorrhage 등 진단명이 제외기준에 포함된 2명,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24시간 이내 퇴실한 단기 재원 한 6명을 제외한 165명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후 의식 회복 없이 사망한 52명(DNR 포함), 진정 수면으로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 한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15명이 

탈락하여 총 98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그림 3). 

 

(그림 3)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20세 이상 성인 173명 

8명 제외 

 

 24시간 이내 단기 재원 한 대상 6명 

 진단명이 제외기준에 포함된 대상 2명 

자료수집대상 165명 

최종 분석대상 98명 

67명 탈락 

 

 의식 회복 없이 사망한 대상 52명 

 진정수면으로 한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대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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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협진 후 섬망 진단 받은 경우, 섬망의 징후가 있어 

antipsychotic drug(lorazepam, haloperidol, risperidone, alprazolam)을 투여한 

경우와 한국어판 NU-DESC 도구를 사용하여 섬망 유무를 판단하였다. 

Gaudreau 등(2005)은 전문가 패널 토의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섬망 관련 

징후나 증상의 변화를 잘 사정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NU-DESC 

도구를 개발하였다. NU-DESC 도구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대표하는 징후나 증상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0에서 

2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도구의 총점은 10점으로 캐나다의 내과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과 의사의 섬망 확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민감도가 .85, 특이도 .73으로 보고하였고, 점수 2점을 변별점으로 하였을 때 

섬망 예측율이 86%로 높았다(Gaudreau et al., 2005).  

한국어판 NU-DESC 도구는 주치의의 섬망 의심 진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민감도가 81%, 특이도가 97%로 보고되었다. 섬망 증상의 

심각도를 사정하도록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0-2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발된 

NU-DESC 도구가 첫 평가 때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섬망 유무만을 선별하기 위해 0(없음), 

1(있음)의 2점 척도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 도구의 총점은 5점으로 2점을 

변별점으로 제시하였다(김경남, 2012). 5가지 항목인 지남력 저하 

(Disorientation), 부적절한 행동(Inappropriate behavior), 부적절한 의사소통 

(Inappropriate communication), 착각/환각 (Illusion/Hallucinations), 정신운동 

지연(Psychomotor retardation) 중 2개 이상을 보인 경우 섬망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기계환기 적용 

등으로 마약성 진통제나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후 약물 중단 시점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섬망관련 행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시문항을 간호기록의 진술문으로 제시한 NU-DESC도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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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로 단계별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위험요인 규명 및 1차 예비도구 개발 

 

(1) 문헌고찰을 위한 검색전략 

 

섬망발생 위험요인 관련 문헌검색은 개인연구, 리뷰논문, 체계적 문헌고찰로 

분류하여 검색하였다. 논문 검색은 U. 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제공하는 PubMed, 국내 논문들은 KoreaMed, KERIS, KMbase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007년 이전의 논문은 Rompaey 

등(2008)의 체계적 고찰 논문을 활용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문헌들을 “delirium”, “deliri*”, “ICU syndrome”, “ICU psychosis”, “acute 

confusion”, “acute brain syndrome”, “metabolic encephalopathy”, “acute 

organic psycho syndrome”, “acute psycho organic syndrome” 등을 중심어로 

검색하였다. 국내 논문들은 “섬망” 혹은 “delirium”, “급성혼동” 혹은 “acute 

confusion”을 중심어로 검토하였다. 검색한 논문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고, 

원문 검토의 2단계를 거쳐 선정하였다.  

 

(2) 문헌검색 결과 

 

중심어 검색으로 1차 선정된 논문은 PubMed 에서 총 2360편으로 1단계로 

제목과 초록 검토에서 중복된 논문과 내과계 중환자 대상이 아니거나, 

소아환자인 논문을 제외하고 27편이 선정되었다. 2단계로 원문 검토를 통해 

위험요인과 관련된 6편이 선정되었고, Rompaey 등(2008)이 제시한 논문 

6편으로 총 12편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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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논문 검색에서는 KoreaMed 11편, KERIS 19편, Kmbase 8편으로 총 

38편이 검색되었다. 이중 중복된 논문 7편을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 검토로 

6편을 선정하고, 원문검토를 통해 3편을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15편이며. 이들 논문의 선정기준은 내과계 중환자 

대상과 위험요인과 관련된 논문으로, 대상자가 소아환자인 논문은 제외하였다. 

 

(3) 1차 예비도구 개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과 관련된 15편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조언,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섬망발생 위험요인 1차 예비도구를 개발하였다. 

 

2) 2단계: 1차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1차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16일에서 12월 23일 사이에 총 전문가 10인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내용 타당성을 

4점 척도로 4점 ‘매우 타당하다’, 3점 ‘타당하다’, 2점 ‘타당하지 않다’, 1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로 하여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1-2점과 3-4점 두 

가지로 구분하여 3-4점을 준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점수(Index of Content Validity)를 산출하여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3) 3단계: 2차 예비도구 개발 

 

1차 예비도구를 이용하여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검토로 자료수집을 하고,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2차 예비도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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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최종 선별모형 개발 

 

2차 예비도구를 이용하여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적합도를 검정하고 

판별력을 분석한 후 선별모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5) 5 단계: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검토로 

자료수집을 하고,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선별모형의 판별력과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5.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Y대학 병원 내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에서 연구승인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승인(4-2011-

0581)을 구하고, 간호국의 자료수집 승인을 얻어 서울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2012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후향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1차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CVI(Content validity Index)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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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망발생과 섬망 발생시기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1) 섬망 발생시기는 진정제를 지속 주입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 일을 기준으로 하고,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대상자의 

경우 진정제 약물이 주입되는 동안은 진정수면 상태로 섬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물 중단 일을 기준으로 구하였다. 

(2) 섬망 발생군 중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 진정제 중단 후 약물 

개수에 따른 섬망 발생 시기를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섬망 발생군 중 중환자실 입실 시 진단명이 ESRD, ARF, CRF인 

대상자와 ARF 진단을 받아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정제 중단 후 섬망 발생 시기를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섬망발생 유무에 따른 중환자의 특성은 t-test, χ2–test로 분석하였다. 

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5) 분석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내과계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였다. 

(1) 선별모형의 적합도는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정 

(Goodness-of-Fit test)을 하였다. 

(2)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요인을 점수화 하였다. 

(3)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은 곡선 하 영역(Area under the 

curv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점수를 이용해서 선별모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6)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판별력과 정확도로 분석하였다. 

(1) 선별모형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을 위한 

중환자 특성은 t-test, χ2 –test로 분석하였다. 

(2) 개발된 선별모형의 판별력은 곡선 하 영역(Area under the 

curv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개발된 선별모형의 정확도는 민감도, 특이도 및 정분류율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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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위험요인 규명 및 1차 예비도구 개발 

 

1) 위험요인 규명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섬망발생 위험요인들을 도출하였다<표1>. 

문헌검색 결과에서 선정된 15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APACHE II score와 진통제 주입이 4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기계환기 적용, 억제대 적용, 진정제 주입이 3편의 연구, 연령, 음주, 

흡연, 고혈압, 치매 과거력, 고빌리루빈 수치가 2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시력장애, 기도삽관, 간효소 증가, 감염, 고열, 수면장애, 빈혈, 저혈압, 

저나트륨혈증, 성별, dopamine, lorazepam, 신경안정제, 격리, CRP 수치, 섬망 

과거력, 수면제, 유치도뇨관 등 총 2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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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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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력

장

애 

치

매

과

거

력 

중

증

도 

기

계

환

기 

기

도

삽

관 

간

효

소

증

가 

고

빌

리

루

빈 

감

염 

고

열 

억

제

대 

수

면

장

애 

진

통

제 

진

정

제 

빈

혈 

저

혈

압 

저

나

트

륨

혈

증 

성

별 

도

파

민 

로

라

제

팜 

신

경

안

정

제 

격

리 

C 

R 

P 

수

치 

섬

망

과

거

력 

유

치

도

뇨

관 

Aldemir 

(2001) 
         o o o o     o o o         

Dubois 

(2001) 
  o o       o     o             

Inouye 

(2001) 
o    o o                       

Ely 

(2001a) 
      o              o        

Sommer 

(2002) 
                     o       

McNicoll 

(2003) 
o     o                       

Micek 

(2005) 
             o  o o            

Pandhari

-pande 

(2006)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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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계속) 

 

  

저자 

(년도) 

연

령 

음

주 

흡

연 

고

혈

압 

시

력

장

애 

치

매

과

거

력 

중

증

도 

기

계

환

기 

기

도

삽

관 

간

효

소

증

가 

고

빌

리

루

빈 

감

염 

고

열 

억

제

대 

수

면

장

애 

진

통

제 

진

정

제 

빈

혈 

저

혈

압 

저

나

트

륨

혈

증 

성

별 

도

파

민 

로

라

제

팜 

신

경

안

정

제 

격

리 

C 

R 

P 

수

치 

섬

망

과

거

력 

유

치

도

뇨

관 

Ouimet 

(2007) 
 o  o   o         o o            

Ely 

(2007) 
                            

Rompaey 

(2009) 
 o o    o o      o   o       o o    

Tsuruta 

(2010) 
       o                  o   

유미영

(2007) 
       o o     o               

서경산

(2008) 
              o o           o  

김아린 

(2010)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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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예비도구 개발 

 
1차 예비도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검색 결과와 전문가의 조언,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문헌검색 결과에 전문가의 조언과 연구자의 경험으로 교육 정도, 입원유형, 

낙상경험, 진단명, 중환자실 재 입실, 최종상태,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욕창,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산소포화도, albumin, Cr, K, glucose, 우울, 항전간제, 항우울제, 부신 

호르몬 제제, 항히스타민제제, 소화기계 약물, 심혈관계 약물, 이뇨제, NSAIDS 

등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섬망 발생 위험요인들은 총 52개 항목이었다.  

이 특성들을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정서 및 인지상태 특성, 환경적 특

성, 약물관련 특성의 5가지로 분류하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입원 유형(응급실, 일반 병실), 

낙상 경험, 고혈압 과거력, 감각지각 장애(시각/청각 장애), 음주, 흡연 등이 

포함되며, 중환자실 입실 시 사정하는 전자의무기록의 간호정보 조사지 자료를 

검토하였다. 

(2) 임상적 특성에는 진단명, 중증도 점수(APACHE II score: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중환자실 재 입실 여부, 

최종상태(사망, 퇴원 등), 기계환기 경험,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경험, 

지속적 신대체 요법, 욕창, 도관 개수, 체질량 지수, 수축기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혈액검사 결과(albumin, Cr, Na, K, bilirubin, SGOT /SGPT, Hgb, 

Hct, glucose, CRP 수치) 등이 포함된다.  

APACHE II score는 중환자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력징후, 

각종 검사소견, 산-염기 대사 장애, 신경학적 장애, 연령, 동반질환 등에 

가중치를 두고 그 합을 구하여 산정하여, 총점이 0-7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중환자실에 입실 후 24시간 이내에 가장 나쁜 

상태의 점수를 기록하는 것(Knaus et al., 1985; 대한 중환자 의학회, 2006)으로 

입실 후 24시간 이내 자료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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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재 입실 여부, 최종상태는 중환자실 퇴실 및 퇴원 시 자료를 

조사하였다. 기계환기 경험, 기도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경험, 지속적 신대체 

요법, 욕창 유무는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섬망 발생군의 경우 발생 

시점 전까지)의 자료를 간호기록으로 조사하였다. 도관 개수, 체질량 지수, 

수축기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혈액검사 결과는 섬망 발생군의 경우 발생 시점 

직전의 자료를, 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환자실 입실 시점의 임상관찰 

기록지와 검사결과 자료를 조사하였고, 수축기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는 

24시간 동안 1시간마다 측정한 결과 중 가장 좋지 않은 수치를 조사하였다.  

(3) 정서 및 인지상태 특성으로 치매, 우울, 섬망 과거력은 입실 시 조사한 

간호정보조사지 자료로, 수면장애는 간호기록에 4시간 이상 자지 못하거나 밤에 

자주 깨어 수면양상 장애로 간호진단이 내려진 기록을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섬망 발생 시 발생 시점 전까지) 조사하였다.  

(4) 환경적 특성으로 격리실 경험, 억제대 경험을 조사하였다. 격리실 

경험은 본 연구의 대상병원 중환자실은 격리병상과 개방병상 두 종류가 있는데 

격리병상의 경우 격리실 경험으로 자료를 조사하였고, 억제대 경험은 

간호기록에서 상해의 위험으로 간호진단이 내려져 억제대를 적용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5) 약물 관련 특성은 마약성 진통제(alfenil, morphine,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 마약성 진통제(meperidine)의 간헐적 투여, 진정제(midazolam, 

ketamine)의 지속 주입, 항전간제(phenytoin, valproate Na, carbamazepine), 

항우울제,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diazepam, lorazepam)의 간헐적 투여, 

부신 호르몬제제 (dexamethasone, hydrocortisone, methyprednisolone, 

prednisolone acetate), 항히스타민제제(chlorpheniramine), 소화기계 약물(H2-

blockers, anti-spasmodics), 항생제, 심혈관계 약물(antiarrhythmics, digoxin), 

혈압 상승제, 이뇨제, NSAIDS로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퇴실 시(섬망발생 시 

발생 시점 전까지)의 자료를 투약내역에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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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1차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1차 예비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CVI  .92로 높게 나타났다. CVI는 최대 점수인 1.00부터 최소 

점수인 .80을 받았다. CVI 1.00을 받은 항목은 52개중 11개(21.2%), CVI .90 

이상 받은 항목은 27개(51.9%), .80 이상인 항목은 14개(26.9%)로 예비도구에 

모두 포함하였다<표 2>.  

<표 2> 1차 예비도구의 전문가 내용 타당도 

분류 내용 비고 CVI 

일반적 

특성 

성별 남/여 .98 

연령 세 1.00 

교육 정도 초/중/고/대졸이상 .90 

입원유형 응급실/외래 .85 

낙상경험 유/무 .85 

고혈압 과거력 유/무 .85 

감각지각장애(시력/청력장애) 유/무 .98 

음주 유/무 .98 

흡연 유/무 .93 

임상적 

특성 

진단명 입원 당시 진단명 .85 

중증도: APACHE II score 입원 당시 점수 1.00 

중환자실 재입실 여부 유/무 .90 

최종 상태 사망/퇴원/전원/재원 .90 

기계환기 경험 유/무 .98 

기도 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경험 유/무 1.00 

지속적 신대체 요법 유/무 .90 

욕창 유/무 .90 

도관 개수 개수 .93 

체질량 지수 수치 .85 

혈압 수축기 혈압  .95 

체온 수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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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비고 CVI 

임상적 

특성 

산소포화도 수치 .90 

Bilirubin(mg/dl) 고/정상 .85 

SGOT 고/정상 .93 

SGPT 고/정상 .93 

Albumin(g/dl) 정상/저 .90 

Cr(mg/dl) 고/정상 .90 

Na(mmol/L) 고/정상/저 .93 

K(mmol/L) 고/정상/저 .93 

Hgb(g/dl) 정상/저 .95 

Hct(%) 정상/저 .95 

Glucose(mg/dl) 고/정상/저 .95 

CRP((mg/dl) 고/정상 1.00 

정서 및 

인지상태 

특성 

치매 유/무 1.00 

우울 유/무 1.00 

섬망 과거력 유/무 1.00 

수면장애(4시간 이상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깸) 유/무 1.00 

환경적 

특성 

억제대 경험 유/무 .98 

격리실 경험 유/무 .90 

약물관련 

특성 

마약성 진통제 유/무 .93 

진정제 유/무 1.00 

항전간제 유/무 .95 

항우울제 유/무 1.00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 유/무 1.00 

부신 호르몬제제 유/무 .85 

항히스타민 제제 유/무 .80 

소화기계약물(H2-blockers, antispasmodics) 유/무 .83 

항생제 유/무 .90 

심혈관계 약물(antiarrhythmics, digoxin 등) 유/무 .83 

혈압 상승제 유/무 .90 

이뇨제 유/무 .85 

NSAIDS 유/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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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차 예비도구 개발 

 

1 차 예비도구에 근거하여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선정기준에 맞는 

166 명을 조사한 결과 섬망 발생률은 80.1%를 보였다<표 3>. 

 

<표 3>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률                                  (n=166) 

특성 구분  n (%) 

   섬망발생 
 유 133(80.1) 

 무  33(19.9) 

 

섬망 발생시기는 진정제 주입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 일을 

기준으로 하고,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대상자의 경우 진정제 약물이 주입되는 

동안은 진정수면 상태로 섬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물 중단 

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섬망 발생시기는 평균 2.66±1.80 일째 발생하였고, 최소 

1 일부터 최대 9 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실 후 혹은 진정제 주입 

중단한지 2 일안에 섬망이 발생한 경우는 131 명 중 82 명(61.7%)이고, 87.5%가 

4 일안에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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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시기                                (n=131) 

 

전체 대상자 166명 중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대상자는 131명으로 

이중 116명이 진정제 주입 중단 후 섬망이 발생하였고, 진정제를 주입하지 않은 

대상자 35명 중 17명에서 섬망이 발생하였다. 진정제로 주로 사용되는 

midazolam 과 ketamine 의 대사물질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심한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대사가 지연되고 청소율이 감소되어 혈액 내 약물 축적이 일어날 수 

있고, 약물을 병행투여 함으로써 진정시간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정제 약물 개수에 따른 섬망 발생시기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대상자의 섬망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진정제를 

중단한지 평균 2.68±1.76일째 섬망이 발생하였다. 진정제를 중단한지 2일안에 

섬망이 발생한 경우가 60.3%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86.2%가 진정제 중단 

4일 안에 섬망이 발생하였다. 

진정제를 한 종류 약물로 지속주입 한 경우 약물 중단 후 평균 

2.72±1.80 일에 섬망이 발생하였고, 두 종류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약물 

중단 후 2.65±1.74 일에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망 발생시기는 

86.2%가 진정제 중단 4 일안에 발생했으며, 진정제를 두 종류 사용한 경우 섬망 

발생이 중단 1 일째 26.1%로 한 종류를 사용한 2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록 1>. 

섬망 발생일                        n (%) 

1일째 34(25.6) 

2일째 48(36.1) 

3일째 23(17.3) 

4일째 11 (8.3) 

5일째       4 (3.0) 

6일째   5 (3.8) 

7일째   5 (3.8) 

8일째   1 (0.8) 

9일째   2 (1.5) 

평균(일)±SD                       2.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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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 진단의 중환자에서 진정제 사용은 진정상태가 지연되므로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발생시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환자실 입실 시 진단명이 ESRD, ARF, CRF 인 대상자와 ARF 진단을 

받아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38 명 중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26 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중단한지 몇 일째 섬망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3.35±2.13 

일째로 나타났다. 이는 신부전 진단이 아닌 대상자의 평균 2.49±1.60 일과 

비교할 때 0.89 일정도 늦게 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2>. 

 
1) 섬망발생 유무에 따른 중환자의 특성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특성을 일반적, 신체적, 정서 및 인지 상태, 

환경적, 약물관련 특성의 5 가지 분류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비교 

 

섬망발생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5>. 일반적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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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n=166) 

 

특성 구분 
N (%) or Mean±SD 

    t or χ²   p 
섬망 발생군(n=133) 섬망 비발생군(n=33) 

성별 남   83(83.8)   16(16.2)   2.129 .145 

여   50(74.6)   17(25.4) 

나이 20세-44세   17(68.0)    8(32.0)   2.744 .254 

45세-64세   35(81.4)    8(18.6) 

65세 이상   81(82.7)   17(17.3) 

    63.16±15.23 60.26±16.80 - 1.328 .186 

교육 정도 무학    6(66.7)    3(33.3)   1.524 .882 

초졸   22(81.5)    5(18.5) 

중졸   18(78.3)    5(21.7) 

고졸   54(83.1)   11(16.9) 

대졸 이상   33(78.6)    9(21.4) 

입원 유형 응급실   108(81.2)   25(75.8)   .492 .483 

병동    25(18.8)    8(24.2) 

낙상 경험 유    13(86.7)    2(13.3)   .444 .505 

무   120(79.5)   31(20.5) 

고혈압 

과거력 

유    65(81.3)   15(18.8)   .124 .725 

무    68(79.1)   18(20.9) 

감각/지각 

장애 

유    23(82.1)    5(17.9)   .086 .769 

무   110(79.7)   28(20.3) 

음주 유    59(85.5)   10(14.5)  2.151 .142 

무    74(76.3)   23(23.7) 

흡연 유    53(85.5)    9(14.5)  1.787 .181 

무    80(76.9)   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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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 비교 
 

섬망 발생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6>.  

APACHE II score 는 섬망 발생군이 평균 22.44 점(±7.88)으로 비발생군 

15.18 점(±6.24)보다 높았고(t=-4.914. p < .001), 20 점 이상인 경우가 섬망 

발생군이 91.8%로 비발생군의 8.2%보다 높게 나타났다(χ²=19.824, p < .001). 

기계환기 경험은 섬망 발생군이 88.7%로 섬망 비발생군 11.3%보다 많았고 

(χ²=31.076, p < .001),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도 섬망 발생군이 89.4% 

로 비발생군 10.6%보다 많았다(χ²=34.797, p < .001). 욕창은 섬망 발생군이 

91.7%로 비발생군 8.3%보다 많았다(χ²=7.865, p= .005). 도관 개수는 섬망 

발생군이 평균 4.56 개(±1.25)로 비발생군의 3.81 개 (±1.84)보다 많았고(t=-

3.064, p= .003), 5 개 이상인 경우가 섬망 발생군에서 90.9%, 비발생군에서 

9.1%로 섬망 발생군이 많았다(χ²=10.495, p= .001).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여(Joint National Committee, 2003), 수축기 

혈압 140mmHg 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인 

경우가 섬망 발생군에서 92.2%로 비발생군 7.8%보다 많았다(χ²=6.696, 

p= .010). 혈액검사에서 albumin 수치가 낮은 경우(<3.3g/dl)가 섬망 발생군에서 

91.7%로 비발생군 75.8%보다 많았고(χ²=6.654, p= .010). Na 수치는 섬망 

발생군이 평균 139.23±5.25mmol/L 로 비발생군의 평균 136.85±5.66mmol/L 

보다 높았으나 (p=-2.198, p= .033) 정상범위(135-145mmol/L)를 기준으로 저 

나트륨, 고 나트륨 수치로 분석해보았을 때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χ²=3.500, 

p= .174). CRP 수치가 높은 경우(≥9mg/dl)가 섬망 발생군에서 83.0%로 

비발생군의 17.0%보다 많았다(χ²=10.217,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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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임상적 특성 비교             (n=166) 

 

* 도관개수: 중심정맥관, 말초정맥관, 동맥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흉관, 투석관 등의 침습적인 시술

에 의한 도관의 개수를 의미한다. 

특성 구분 
n (%) or Mean±SD 

t or χ² p 
섬망발생군(n=133) 섬망비발생군(n=33) 

중증도

(APACHE II 

score) 

20점 미만   44(63.8)  25(36.2) 19.824 < .001
 

20점 이상   89(91.8)   8 (8.2) 

 22.44±7.88 15.18±6.24 -4.914 < .001 

최종 상태 사망 26(89.7)  3(10.3) 5.319 .256 

퇴원 72(74.2) 25(25.8) 

전원 23(88.5)  3(11.5) 

재원 11(84.6)  2(15.4) 

기타      1 ( 0.8)  0 (0.0) 

기계환기  유 118(88.7) 15(11.3) 31.076 < .001
 

무 15(45.5) 18(54.5)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유 118(89.4) 14(10.6) 34.797 < .001 

무 15(44.1) 19(55.9) 

지속적  

신대체 요법 

유 25(83.3)  5(16.7) .237 .626 

무 108(79.4) 28(20.6) 

욕창 유 55(91.7)  5 (8.3) 7.865 .005 

무 78(73.6) 28(26.4) 

도관 개수* 4개 이하 63(70.8) 26(29.2) 10.495 .001 

5개 이상 70(90.9)  7 (9.1) 

 4.56±1.25 3.81±1.84 -3.064 .003 

체질량 계수

(kg/㎡) 

 22.79±4.34 22.54±4.00 -.292 .771 

수축기 혈압 

(mmHg) 

< 140 86(74.8) 29(25.2) 6.696 .010 

≥ 140  47(92.2)  4(7.8) 

체온(℃)  36.66±0.60 36.46±0.70 -1.588 .114 

산소포화도

(%) 

 98.49±1.91 98.39±1.74 1.566 .127 

Albumin 

(g/dl) 

< 3.3 122(83.0) 25(17.0) 6.654 .010 

≥ 3.3 11(57.9)  8(42.1)   

 2.60±0.48 2.92±0.62 3.21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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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임상적 특성 비교(계속)       (n=166) 

 

†: Fisher's exact test 

특성 구분 
n (%) or Mean±SD 

t or χ² p 
 섬망발생군(n=133) 섬망비발생군(n=33) 

Na
 

(mmol/L) 

< 135  29(78.4)  8(21.6) 3.500
†
 .174 

135-145 91(78.4) 25(21.6) 

> 145    13(100.0)  0 (0.0) 1.124 .269 

 139.23±5.25 136.85±5.66 -2.198 .033 

K 
(mmol/L) 

< 3.3  28(90.3)        3 (9.7) 4.488
†
 .106 

3.3-5.3 103(78.6) 28(21.4) 

> 5.3   2(50.0)  2(50.0) 

 3.69±0.60 3.90±0.73 1.737 .084 

Bilirubin 

(mg/dl) 

< 1.8 114(82.0) 25(18.0) 1.925 .165 

≥ 1.8   19(70.4)  8(29.6) 

 1.01±1.84 2.48±5.27 1.566 .127 

SGOT 

(IU/L) 

< 35.0  60(78.9) 16(21.1)  .121 .728 

≥ 35.0  73(81.1) 17(18.9) 

   70.39±

103.53 

88.30±249.24  .639 .523 

SGPT 

(IU/L) 

< 47  104(82.5) 22(17.5) 1.921 .166 

≥ 47   29(72.5) 11(27.5) 

 56.10±144.11 215.39±991.64 1.793 .075 

Glucose 

(mg/dl) 

< 70      2(66.7)   1(33.3) 1.749
†
 .417 

70-110     21(72.4)  8(27.6)   

> 110 110(82.1) 24(17.9)   

 158.05±57.78 140.45±44.55 -1.631 .105 

Hgb 

(mg/dl) 

< 13 120(81.6) 27(18.4) 1.844 .175 

≥13 13(68.4) 6(31.6)   

 9.87±1.94   10.15±2.12  .712 .477 

Hct(%) < 40 130(80.7) 31(19.3) 1.310
†
 .252 

≥ 40  3(60.0) 2(40.0)   

 28.65±5.40 30.07±6.23  .164 1.190 

CRP 

(mg/dl) 

< 9  6(46.2)  7(53.8) 10.217 .001 

≥ 9 127(83.0) 26(17.0)   

 101.08±83.48 80.30±80.01 -1.227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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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 및 인지상태 특성 비교 

 

섬망발생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정서 및 

인지상태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7>.  

수면장애는 섬망 발생군에서 94.0%, 비발생군에서 6.0%로 섬망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20.008, p< .001). 

 

<표 7>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정서 및 인지상태 특성 비교   (n=166) 

 

특성 구분 
n (%)  

χ²    p 
섬망발생군(n=133)  섬망비발생군(n=33) 

치매 
유 5(100.0) 0 (0.0) 

1.279
†
 .584 

무 128 (79.5) 33(20.5) 

우울 
유 3(100.0) 0 (0.0) 

.758
†
 .384 

무 130 (79.8) 33(20.2) 

섬망 과거력 
유 17 (94.4)  1 (5.6) 

2.601 .107 
무 116 (78.4) 32(21.6) 

수면장애 
유 78 (94.0)  5 (6.0) 

20.008 < .001
 

무 55 (66.3) 28(33.7)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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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적 특성 비교 

 

섬망발생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환경적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8>. 억제대 경험은 섬망 발생군의 88.7%, 섬망 

비발생군의 11.3%로 섬망 발생군에서 많은 한 것으로 나타났다 (χ²=45.734, 

p< .001). 

 

<표 8>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환경적 특성 비교             (n=166) 

 

 

(5) 약물관련 특성 비교 

 

섬망발생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약물관련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9>.  

마약성 진통제(alfenil, morphine, remifentanil)를 지속 주입한 경우 

90.6%에서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34.797, p < .001). 진정제 

(midazolam, ketamine) 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 섬망 발생이 44.7%, 비발생이 

55.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섬망 

발생이 88.7%, 비발생이 11.3%를 차지하였고, 두 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섬망발생이 92.0%, 비발생 8.0%를 차지하여, 진정제를 주입한 경우가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섬망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38.953, p 

< .001).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diazepam, lorazepam)를 간헐적으로 

투여 한 경우가 섬망 발생군에서 94.3%, 비발생군에서 5.7% 차지하였다 

(χ²=9.883, p= .002). 

특성 구분 
N (%)  

χ²    p 
섬망발생군(n=133)  섬망비발생군(n=33) 

격리실 경험 
유  59(81.9) 13(18.1) 

.266 .606 
무  74(78.7) 20(21.3) 

억제대 경험 
유 126(88.7) 16(11.3) 

45.734 < .001
 

무   7(29.2) 1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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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약물관련 특성 비교           (n=166) 

  †: Fisher's exact test 

특성 구분 
n (%)  

χ²   p 
섬망발생(n=133)  섬망비발생(n=33) 

마약성 진통제 

지속 주입 

유 116(90.6) 12 (9.4) 38.738 < .001
 

무  17(44.7) 21(55.3) 

마약성 진통제 

간헐적 투여 

유    3(60.0)   2(40.0) 1.310 .252 

무 130(80.7) 31(19.3) 

진정제 

지속적 주입 

무   17(44.7) 21(55.3) 38.953 < .001
 

1가지   47(88.7)   6(11.3) 

2가지   69(92.0)    6 (8.0)   

항전간제 유   21(95.5)    1 (4.5) 3.744 .053 

무 112(77.8) 32(22.2)   

항우울제 유     6(100.0)    0 (0.0) 1.545
†
 .214 

무 127(79.4)  33(20.6)   

신경안정제  

간헐적 투여 

유  50(94.3)    3 (5.7) 9.883 .002 

무   83(73.5) 30(26.5) 

부신 호르몬 제제 유   67(83.8)  13(16.3) 1.277 .258 

무   66(76.7)  20(23.3)   

항히스타민 제제 유   70(52.6)  15(45.5) .545 .460 

무   63(47.4)  18(54.5) 

소화기계 약물 유 127(81.4)  29(18.6) 2.705 .100 

무    6(60.0)   4(40.0) 

항생제 유 129(80.1)  32(19.9) .000
†
 .995 

무    4(80.0)   1(20.0) 

혈압 상승제 유   88(83.8)  17(16.2) 2.441 .118 

무   45(73.8)  16(26.2) 

심혈관계 약물 유   32(82.1)   7(17.9) .119 .730 

무 101(79.5)  26(20.5) 

이뇨제 유 112(81.2)  26(18.8) .554 .457 

무   21(75.0)   7(25.0) 

NSAIDS 유    5(83.3)   1(16.7) .040
†
 .841 

무 128(80.0)  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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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분석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13 가지 

요인으로 기계환기 경험,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 경험, 진정제 지속 주입(한 

종류의 약물 지속 주입, 두 종류의 약물 지속 주입),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 투여, 마약성 진통제(alfenil, morphine,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 APACHE II score (20 점 기준), 도관 개수 (5 개 기준), CRP 수치(9 

mg/dl 기준, albumin 수치(3.3 g/dl 기준), 수축기 혈압(140mmHg 기준), 억제대 

경험, 욕창, 수면장애를 독립변수로 하고, 섬망발생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3 가지 요인 중 두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p= .001), 

한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p= .010),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한 경우(p= .001),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인 경우(p= .001), 욕창이 있는 경우(p= .012),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p= .001) 등 5 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정제를 지속 주입 하지 않은 경우와 진정제 지속 주입 한 경우를 약물 

개수에 따라 비교했을 때, 두 종류의 진정제를 주입한 경우가 진정제 지속 

주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섬망발생이 2.38 배 증가하고, 한 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가 1.70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가 

수면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섬망 발생이 2.21 배 증가하고,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를 한 경우가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04 배, 

욕창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1.65 배,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인 경우 20 점 미만인 경우에 비해 1.15 배 섬망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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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분석 

 

CI=confidence interval 

APACHE II scor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score 

 

 

  

요인 구분    B  Odds ratio 95% CI     p 

진정제 

지속 주입 

무    .002
 

두 종류 약물 2.38 10.82 2.78-42.15 .001 

한 종류 약물 1.70 5.49 1.50-20.12 .010 

수면장애  무     

유 2.21 9.07 2.62-31.40 .001 

신경안정제  

간헐적 투여 

무     

유 2.04 7.01 1.64-35.81 .001 

욕창  무     

유 1.65 5.20 1.44-18.76 .012 

APACHE II 

score  

< 20점     

≥ 20점 1.15 3.16  1.04- 9.6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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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차 예비도구 개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유의하게 

분석된 요인들을 토대로 2 차 예비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 차 예비도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coefficient(B)로 

점수화하였다. 두 종류의 진정제를 주입한 경우가 2.38 점, 한 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가 1.70 점,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가 2.21 점,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를 한 경우가 2.04 점, 욕창이 있는 경우가 

1.65 점,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인 경우가 1.15 점으로 구성되었다<표 

11>. 

 

<표 11> 2 차 예비도구 개발 

 

APACHE II scor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score 

 

  

요인              구분 점수 

진정제 

지속 주입 

무 0 

두 종류 약물 2.38 

한 종류 약물 1.70 

수면장애  무 0 

유 2.21 

신경안정제  

간헐적 투여 

무 0 

유 2.04 

욕창  무 0 

유 1.65 

APACHE II score  < 20점 0 

≥ 20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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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 

 

1) 선별모형의 적합도 검정 

 

2차 예비도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온 요인들로 개발된 내

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인 진정제 지속 주입(두 종류의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한 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수면장애,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 투여, 욕창, APACHE II score ≥ 20점 

등 5가지 요인으로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Hosmer-

Lemeshow의 적합도 검사 결과 모형이 적합하였다(χ²= 3.270, p = .916). 

 

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점수화 

 

2차 예비도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coefficient(B)로 점수화하여 각

요인의 점수가 소수로 되어 있어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점수를 평가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요인 별 점수측정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요인 중 

coefficient(B)가 가장 낮은 APACHE II score의 B값인 1.15를 3점으로 계산하

고, 이 값을 기준으로 각 요인들의 B값을 점수화 하여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요인의 점수는 두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6점(단, 

한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4점),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6점,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한 경우 5점, 욕창이 있는 경우 

4점, APACHE II score가 20점 이상인 경우 3점이며, 각각의 요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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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으로 점수화 되었다. 개발된 선별모형의 총점은 5가지 요인의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로 24점이다<표 12>. 

 

<표 1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점수화 

 

 

(2)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 분석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 분석을 위하여 우선 위

험점수를 구하였다.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진정제 지속 주입(두 종류의 약물을 지

속 주입한 경우, 한 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수면장애,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인 투여, 욕창, APACHE II score (≥ 20점) 등 5가지 요

인에 대해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는 약물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위험점수를 

구하였다.  

요인              구분 점수 

진정제 지속 주입 

무 0 

두 종류 약물 6 

한 종류 약물 4 

수면장애  
무 0 

유 6 

신경안정제 간헐적 투여 
무 0 

유 5 

욕창  
무 0 

유 4 

APACHE II score  
< 20점 0 

≥ 20점 3 

총점(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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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섬망 위험점수(Y)= (6 x 두 종류의 진정제 지속주입)+(4 x 한 종

류의 진정제 지속주입)+(6 x 수면장애)+(5 x benzodiazepine계 정신신경안정제 

간헐적 투여)+ (4 x 욕창) + (3 x APACH II score) – 8이다.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요인별 점수측정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요인 중 coefficient(B)가 가장 낮은 APACHE II score의 B값인 1.15를 3점으로 

계산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각 요인들의 B값을 점수화 하였으므로, 대상자의 

probability를 계산하기 위하여 Y´=(1.15 / 3) Y라고 정의하면, 중환자실 입실 후 

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수 Y를 가진 대상자의 probability는 e
Y´ 

/ (1+e
Y´
)

로 제시하였다. 

개발된 선별모형의 최적의 변별점을 확인하기 위한 판별력은 곡선 하 영역

(Area under the curve)을 활용하는데 AUC(곡선 하 영역) 값에 대한 기준을 .5

에서 .7미만은 정확도가 낮고 .7 이상이면 중등 이상의 정확성을 반영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석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wets, 1988).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AUC 값은 .908(p < .001)로 분

석되어 본 연구의 선별모형은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을 선별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개발된 선별모형의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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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단기준 제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단기준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점

수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위 (그림 4)의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perfect point에서 가장 가까운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

이는 최소거리를 구하여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선별모형에서 ROC curve의 perfect point에서 가장 가까운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최소거리를 구한 결과 변별점 10점에서 민감도는 .80, 특이도

는 .89였다. 따라서 개발된 선별모형은 총점 24점으로, 5가지 요인에 대해 측정

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섬망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9 

5.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타당도를 검증을 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20세 이상 성인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실시하였다.  

섬망유무와 진정제 지속 주입(두 종류의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한 가지 

약물을 지속 주입한 경우), 수면장애,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인 

투여, 욕창, APACHE II score(≥ 20점)의 5가지 요인에 대한 조사한 후 

판별력과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선별모형 개발을 위한 대상자 166 명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자 98 명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나이, 성별, 진단명, 

교육 정도, 입원유형에 대해 t-test, χ2–test 를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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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특성 구분 
n (%) or Mean±SD 

  t or χ² p 
도구개발(n=166) 도구효과개발(n=98) 

나이 20-44세 25(15.1) 11(11.2) 1.424 .491 

45-64 43(25.9)  31(31.6) 

65세 이상     98(59.0)  56(57.1) 

 62.6±15.6 63.4±14.2  .896 .345 

성별 남 99(59.6) 65(66.3) 1.171 .279 

여 67(40.4) 33(33.7) 

진단명 폐렴 65(39.2) 45(45.9) 8.823 .549 

신경계 질환  20(12.5)  8 (8.2) 

암 19(11.5) 11(11.2) 

패혈성 쇼크 17(10.2) 12(12.2) 

ESRD/ARF 14 (8.4)  9 (9.2) 

호흡기계   9 (5.4)  9 (9.2) 

위장관계  9 (5.4)  1 (1.0) 

간질환  5 (3.0)  1 (1.0) 

기타  8 (4.8)  2 (2.1) 

교육 정도 초졸 이하 36(21.7) 15(22.1) .513 .916 

중졸 23(13.9)  9(13.2) 

고졸 65(39.2) 24(35.3) 

대졸 이상 42(25.3) 68(29.4) 

입원유형 응급실 경유 133(80.1) 80(81.6) .090 .764 

병동 경유 33(19.9) 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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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으로 분석한 점수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이용하여 내과계 중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총점 24점 중 평균 11.85±5.20 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까지 분포되었다. 

 

3)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은 곡선 하 영역(Area 

under the Curv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5).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AUC 값은 .935(p < .001)로 본 

선별모형은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을 선별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타당도 검증한 선별모형의 ROC curve 

 

 

  

AUC=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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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정확도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정확도를 민감도, 특이도 및 

정분류율로 확인하였다<표 14>.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중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섬망 유무를 판단하고,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이용하여 섬망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분석하였다. 섬망발생 고 

위험군은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으로 조사한 점수가 섬망발생 고위험의 판단 

근거인 10점 이상인 경우이다. 

섬망 발생군 80명 중 섬망 고위험군이 82.5%, 저위험군이 17.5%에 

해당되었고, 섬망 비발생군 중 섬망 고위험군이 11.1%, 저위험군이 88.9%에 

해당되었다. 

민감도(Sensitivity)는 섬망이 발생한 환자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척도이고, 특이도(Specificity)는 실제 섬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척도이며, 정분류율(Accuracy)은 전제 대상자 중에서 섬망이 

발생할 환자를 발생할 것으로, 발생하지 않을 환자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로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민감도는 83%, 

특이도는 89%이며, 정분류율은 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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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정확도               (n=98)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섬망 판단(NU-DESC, 정신과 의사 섬망진단, 관련약물 사용)  

n (%) 

섬망발생군(n=80) 섬망 비발생군(n=18) 

섬망발생 고 위험군 66(82.5) 2(11.1) 

섬망발생 저 위험군 14(17.5) 16(88.9) 

민감도                           83% 

특이도                           89% 

정분류율                           84% 

10 점 기준으로 위험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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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예비도구를 

작성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중환자 섬망이 치매의 원인으로 시사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섬망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중환자 개인마다 노출되는 섬망발생 

위험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중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환자 섬망발생 유무가 주된 관심인 실정에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통해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하여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사정할 수 있는 있어야 하므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에 따른 내용들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률  

 

본 연구의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률은 166명 중 133명에서 발생하여 

80.1%를 보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중환자 섬망에 대한 연구 중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CAM-ICU 도구로 섬망을 진단한 서경산(2008)의 

연구에서는 35.7%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섬망 발생률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정제 주입이나 기계환기 사용으로 대상자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짧아 

연구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여야 하는 CAM-ICU 도구 

사용만으로 발견되지 못한 섬망이 있었을 거라는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정제 주입 중단 후 대상자가 깨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전의 

기간 동안에 관찰될 수 있는 섬망관련 행동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Heo 등(2011)이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SM-IV로 정신과 

의사가 진단한 섬망 발생률은 72.7%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국내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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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외의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Ely et al., 2001a; Ely, Shintani 

& Truman, 2004)에서 보고한 81.3-83.3%와 비슷하다. 

중환자 섬망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도구들의 개발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도구를 이용하여 섬망을 진단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병동이나 외과계 

중환자실, 노인 위주로 이루어진 섬망관련 연구가 점점 내과계 중환자실에도 

확산되고 있다. 연구 결과 내과계 중환자실의 섬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하여야 하며, 

수시로 변화되는 환자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2.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시기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시기는 진정제 주입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 일을 기준으로 하고,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대상자의 경우 

진정제 약물이 주입되는 동안은 진정수면 상태로 섬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약물 중단 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환자 섬망은 평균 

2.66(±1.80)일째 발생하였다.  

이는 중환자 섬망 발생시기를 국내 중환자실의 경우 평균 2.1-4.3 일, 국외 

중환자실의 경우 평균 2.4 일-2.6 일(Ely et al., 2001a; Ely, Siegel & Inouye, 

2001b)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섬망이 중환자실에 입실한 지 혹은 진정제 주입 중단 한지 

2일안에 발생한 경우가 131명 중 82명(61.7%), 4일안에 섬망이 발생한 경우가 

116명(87.3%)으로 대부분 초기에 섬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내과계 중환자 25명 중 15명(60.0%)이 입실 후 혹은 진정제를 중단한 후부터 

2일안에 섬망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서경산(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중환자 섬망이 중환자실 입실 초기 또는 진정제를 지속 주입하는 경우 

진정제를 중단한 후부터 4일안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섬망 

예방과 조기발견,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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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 지속 주입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midazolam 과 Phencyclidine 계 

유도체인 ketamine 은 반복투여나 지속적 투여 시 이들의 약리학적 특성 변화와 

작용 반감기가 지연되어 약물 투여 중지 후 작용의 연장을 초래할 수 있고, 

약물을 병행투여 함으로써 진정시간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장항제 등, 2009; 고명진, 2010). 

내과계 중환자의 대부분이 기계환기 치료를 위해 진정제를 주입하고 있으며, 

진정제 지속투여 시 약리학적 특성 변화와 작용 반감기가 지연되어 약물 중단 

후 진정시간이 지연되며, 두 종류의 진정제를 병행투여 할 경우에는 진정시간이 

더 지연되므로 진정제 지속 주입과 진정제 약물 개수는 중환자 섬망 발생시기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대상자 131명중 진정제를 

주입 받은 후 섬망이 발생한 116명을 대상으로 약물 개수에 따른 섬망 

발생시기를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진정제를 중단한지 2일안에 

섬망이 발생한 경우가 60.3%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86.2%가 진정제 중단 

4일안에 섬망이 발생하였다. 진정제 한 종류를 지속주입 한 경우 약물 중단 후 

평균 2.72±1.80일에 섬망이 발생하였고, 두 종류를 지속 주입한 경우 약물 

중단 후 2.65±1.74일에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제 약물 개수에 따른 평균 섬망 발생시기는 비슷했으나, 전체 116명 중 

중단 1일째 섬망이 발생한 29명 중 두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가 

18명(62.1%), 한 종류를 지속 주입한 경우가 11명(37.9%)으로 두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가 약물 중단 1일째 섬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정제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금단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투여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두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하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약물 중단 1일째 섬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 

감량 시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않고 서서히 감량 후 중단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midazolam 과 ketamine 의 대사물질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심한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대사가 지연되고 청소율이 감소되어 혈액 내 약물 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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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부전 진단의 중환자에서 진정제 사용은 진정상태가 

지연된다고 한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부전 환자가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 섬망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평균 3.35±2.13 일째로 나타났다. 이는 신부전 진단이 

아닌 대상자의 평균 2.49±1.60일과 비교할 때 0.89일정도 늦게 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계환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진정이 필요하나 모든 중환자에서 

똑같은 정도의 진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Jacobi et al., 2002), 신부전 환자에게 진정제 사용은 

진정상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고,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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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섬망발생 

유무에 따른 중환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14 개 요인인 기계환기 경험,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 APACHE 

II score ≥ 20 점, 도관 개수≥ 5 개, CRP 수치 ≥9 mg/dl, albumin 수치 <3.3 

g/dl, 수축기 혈압 ≥ 140mmHg, 억제대 경험, 욕창, 수면장애, 진정제 약물 

지속 주입,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 (diazepam, lorazepam)의 간헐적 

투여, 마약성 진통제(alfenil, morphine,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진정제 지속 주입,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 욕창, 수면장애의 5 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정제 지속 주입이 중환자 섬망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idazolam 의 지속적 사용이 섬망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Micek 

등(2005), Ouimet 등(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진정제의 과다 투여를 피하고 

효과적인 진정수준의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수면과 각성의 주기를 정상화하고 

지남력을 유지하여 섬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진정제 지속 주입 시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보다는 서서히 감량하면서 중단하여 섬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diazepam, lorazepam)의 간헐적 투여 가 

섬망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경산(2008)의 연구에서 

신경안정제 사용이 주로 수면장애가 있거나 진정제 사용과 관련이 있고, 불안, 

통증과 수면장애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lorazepam 사용이 섬망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Ely 등(2004)과 

Pandharipande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신경안정제의 간헐적 투여는 

필요에 따라서 투여되므로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안과 흥분 

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Kress & Hall, 2006), 불안, 통증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중환자에게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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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이러한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시행하여 약물 사용을 감소시켜 

섬망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APACHE II score ≥ 20 점인 대상자가 섬망 발생이 높았으며, 

이는 Pandharipande 등(2006)과 Ouimet 등(2007)의 연구에서 중증도가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섬망 발생군에서 

APACHE II score 가 평균 22.44±7.88 점으로 비발생군의 15.18±6.24 점 보다 

7 점 정도 높고,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인 경우에서 섬망발생군이 

91.8%, 섬망 비발생군이 8.2%로 섬망발생군의 대부분이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인 것으로 중증도가 높은 경우 중환자가 섬망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시, 활력징후와 혈액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에서 섬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APACHE II score 의 항목들에 주로 활력징후(체온, 혈압, 

맥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혈액검사(백혈구, Hct, 혈소판, 전해질, Cr, 동맥혈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섬망 위험요인으로 조사한 여러 요인들의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Dubois 등(2001 )과 

Ouimet 등(2007)이 고혈압, Aldemir 등(2001)이 질소혈증, 저 나트륨 혈증을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욕창이 중환자 섬망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욕창발생은 입실 초기 환자 상태가 가장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혈역학적 불안정, 심근수축제 사용, 급성 출혈, 기계환기나 혈액투석기와 같은 

각종 장비 등으로 자세변경의 제한과 의식상태의 저하 및 진정제 사용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 높은 환자 중증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Nijs 

et al., 2009; 김연숙, 2011). 아직까지 이러한 중환자 욕창 발생이 섬망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욕창 발생이 섬망발생의 

중요 인자로 밝혀진 것은 혈역학적 불안정과 부동을 초래하는 상황, 기계환기 

치료, 진정제 사용 등이 욕창 발생뿐만 아니라 섬망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입원초기에 욕창발생 위험요인을 예측하여 예방적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섬망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활동에 욕창 예방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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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이라는 환경은 일반병동과는 달리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특수한 곳이며, 환자의 상태가 노출되어있고 사적인 공간이 없는 

곳이다. 중환자실은 객담 흡인과 기계 알람 등 간호처치로 소음이 많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 

수면장애가 섬망발생과 관련이 있게 나타난 것은 김철호 등(2005)의 연구 

결과에서 2 일 이상의 수면 결핍이 섬망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가족 및 친숙한 존재와의 격리, 치료를 위한 기계화된 환경, 소음, 

환한 불빛,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밤과 낮의 구별이 되지 않는 환경이 섬망의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섬망 

중재로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제하고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유지시킴으로써 

섬망의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변화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Justic, 2000).  

그러므로 중환자의 환경적인 요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섬망발생이 

가능하므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위한 

중재활동의 대부분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의 수면간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섬망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섬망발생이 

증가하므로 섬망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중환자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중재 외에 수면 간호로 추천되는 이완요법, 음악요법, 마사지 등을 

섬망 중재 활동에 포함시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정제 지속 주입 중에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각성시켜서 수면주기를 유지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다시 상태에 맞게 

투여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으므로(Kress & Hall, 2006), 진정제 

지속 주입 시 수면주기의 변화가 생겨 약물을 중단하면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므로, 섬망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정제 사용 시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약물을 선택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감시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중단하여 수면주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중재도 강조되어야 한다. 

섬망발생 유무에 따른 중환자의 특성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14개 요인 중 기계환기 경험,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 억제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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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 지속 주입, 마약성 진통제 지속 주입의 5가지 요인은 중환자의 기계환기 

치료 시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섬망 발생군에서 기계환기 경험은 88.7%,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은 89.4%, 한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 88.7%, 두 종류의 진정제를 지속 주입한 경우 77.8%, 마약성 진통제 지속 

주입은 90.6%, 억제대 경험은 88.7%로 모두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주입, 억제대 

경험은 기계환기 치료 시 동반되는 요인들로 본 연구에서는 진정제 지속 주입이 

나머지 4가지 요인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섬망 예방을 위한 중재방법에는 이러한 유사한 속성의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정제나 마약성 진통제로 발생한 

섬망은 약물의 변경, 감량, 불필요한 약물의 중단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으므로(Lawlor et al., 2000), 섬망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자 상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게 요구된다. 

억제대 적용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간호사에 의해 재평가되는 

부분으로 섬망 예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신정화, 2009). 본 연구의 

대상병원 중환자실에서 억제대 간호는 적어도 4시간마다 억제대 적용 부위의 

피부색, 온도, 운동능력, 감각을 확인하고 간호기록 하고 있으며, 적어도 

8시간마다 억제대 적용이 계속 필요한지 재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억제대 지속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억제대 적용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중재 방안들이 추후 섬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섬망은 노인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나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andharipande 등(2006)은 65 세 이상 나이가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한 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Aldermir et 

al., 2001; Ouimet et al., 2007; Rompaey et al., 2009).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로 중환자실에 중증도가 높은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65 세 

이상 나이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평균 나이가 섬망 발생군이 63 세, 비발생군이 60 세로 노인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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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총점은 24 점으로, 5 가지 

항목들 중 두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6 점(단, 한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4 점)과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가 6 점으로 점수가 높고,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 투여가 5 점, 욕창이 있는 경우가 4 점, 

APACHE II score 가 20 점 이상인 경우 3 점 순으로 진정제 사용과 수면 

장애가 가장 높은 점수로 섬망발생 위험이 높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5 가지 항목들 중 APACHE II score 는 

중환자실 입실 시 계산되는 점수이며, 진정제 지속 주입은 전자의무기록의 

투약내역에서 시작과 종료, 약물 개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 투여 여부도 투약내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면양상 장애의 간호진단, 욕창이 있는 경우는 피부통합성 장애의 

간호진단으로 간호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5 가지 요인 모두 

전자의무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점수가 계산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간호사들이 손쉽게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파악할 수 있다.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판별력과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판별력과 정확도 분석 등을 통해 섬망 위험요인을 선별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석되었으므로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이용하여 섬망발생 고위험군 파악 및 요인을 사정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환자에게 예방관리를 적용한다면 중환자 섬망발생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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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M-ICU 도구와 비교해보면, CAM-ICU 도구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섬망 유무를 판단하는 도구로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 및 

훈련 정도에 따라 섬망 판단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은 전자의무기록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계산되어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 훈련을 따로 받지 않고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중환자 섬망발생 예방을 위해 중환자 간호사는 섬망 위험요인 중 진정제 

지속 주입 시 과다 투여를 피하고 효과적인 진정수준을 유지하는 게 예방활동의 

하나이므로 환자의 진정상태를 파악하고, 약물 중단 시 갑작스러운 감량을 하지 

않고 서서히 감량하면서 중단할 수 있도록 의사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하여 환자상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Benzodiazepine 계 신경안정제의 간헐적 투여의 경우 주로 불안, 통증,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중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불안과 통증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면장애의 경우 또 다른 섬망발생 

위험요인이며, 발생 위험이 높은 요인으로 진정제 지속 주입 중에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각성시켜서 수면주기를 유지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다시 상태에 맞게 투여량을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중환자의 환경적인 요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섬망발생이 

가능하므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위한 

중재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의 

수면간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섬망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내과계 중환자의 경우 대부분 각종 장비 등으로 자세변경의 제한과 

의식상태의 저하 및 진정제 사용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욕창 예방간호가 중환자 간호에서는 중요한 활동이며, 

실제 예방간호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므로 욕창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섬망 예방 중재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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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유의하게 분석된 

5 가지 요인으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였으나,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다른 문헌에서 유의하게 나온 요인들의 추가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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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일 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 연구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대상병원 대상자의 중증도가 높고, 진정제를 지속 주입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발생 선별모형으로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후향적인 방법으로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선별모형을  개발하였으므로  간호기록이  누락되거나 ,  간호사가  섬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섬망 유무에 대한 정보의 손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협진 후 섬망 진단을 받은 경우와 섬망 징후가 있어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를  섬망으로  판단하였다 .  섬망  징후는  

   전자의무기록 중 간호기록의  진술문 검토를 통해 판단하였으므로 섬망  

   유무를 판단하는 도구 선정 시 간호기록의 진술문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한국어판 NU-DESC 도구를 활용하였다. NU-DESC 도구는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중환자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이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적이  없던  위험요인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욕창 발생 유무를 섬망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  중환자실  입실  전에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위험요인으로  

 포함되어있어서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에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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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예비도구를 

작성하여 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중환자 섬망 발생이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환자 개인마다 

노출되는 섬망발생 위험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은 

중재활동과 중환자 섬망발생 유무에 주된 관심이 있는 실정에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 개발은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환자실 입실 시부터 섬망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도출하였고, 1차 예비도구를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항목은 CVI(Index of 

content validity)를 산출하여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을 선정하였다. 

중환자 166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2차 예비도구를 개발하였고, 

최종 개발된 선별모형의 적합도와 판별력을 분석한 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중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선별모형의 판별력과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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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으로 총 52개 항목이 도출되었고, 예비도구

에 대한 내용 타당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CVI .92로 높게 나타났다. 

 

2.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률 및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 발생률은 166명 중 133명에서 발생하여 80.1%이며, 

평균 2.66±1.80일째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속 주입한 진정제의 약물개수에 따른 섬망발생 시기는 한 종류의 약물

인 경우 약물 중단 후 평균 2.72±1.8일째, 두 종류의 약물인 경우 2.65±

1.7일째에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단에 따른 섬망 발생시기는 신부전 진단인 경우 평균 3.35±2.13 일째,   

    신부전 진단이 아닌 경우 평균 2.49±1.60일째로 신부전 진단인 경우가    

    0.89일정도 늦게 섬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섬망발생 유무에 따른 내과계 중환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계환기 

경험(χ²=31.076, p < .001),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개술의 경험(χ²=34.797, p 

< .001), APACHE II score ≥ 20점(χ²=19.824, p < .001), 도관 개수≥ 5개((χ²

=10.495, p= .001), CRP수치 ≥9 mg/dl(χ²=10.217, p= .001), albumin수치 <3.3 

g/dl(χ²=6.654, p= .010), 수축기 혈압 ≥ 140mmHg(χ²=6.696, p= .010), 억제대 

경험(χ²=45.734, p< .001), 욕창(χ²=7.865, p= .005), 수면장애(χ²=20.008, 

p< .001), 진정제(midazolam, ketamine) 한가지 약물 지속 주입, 진정제 두 가

지 약물 지속 주입(χ²=38.953, p< .001),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

(diazepam, lorazepam)의 간헐적 투여(χ²=9.883, p= .002), 마약성 진통제

(alfenil, morphine, remifentanil)의 지속 주입(χ²=34.797, p < .001) 등 13가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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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종류의 진정제를 주입한 경우가 2.38배, 한 가지 약물을 주입한 경우가 1.70

배,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가 2.21배,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

로 투여를 한 경우가 2.04배, 욕창이 있는 경우가 1.65배, APACHE II score 가 

20점 이상인 경우가 1.15배 섬망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석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개발

하였다. 

 

(1)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검사    

결과 모형이 적합하였다(χ²= 3.270, p = .916). 

 

(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coefficient(B)를 기준으로 두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6점(단, 

한 종류의 진정제 지속 주입한 경우 4점),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6점,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한 경우 5점, 욕창이 있

는 경우 4점, APACHE II score가 20점 이상인 경우 3점으로 점수화하였

고, 개발된 선별모형의 총점은 24점이다. 

 

 

(3)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별력은 AUC 값 .908(p < .001)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하기에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

다. 

 

(4)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판단기준은 변별점 10점에서 민감도

는 80%, 특이도는 89%로 측정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섬망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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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된 선별모형의 타당도를 판별력과 정확도로 분석하였다. 

 

(1) 선별모형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자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AUC 값

은 .935(p < .001)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하기에 적절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정확도는 민감도는 83%, 특이도는 

89%이며 정분류율은 84%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은 진정제 지속 

주입, 수면장애, benzodiazepine계 신경안정제를 간헐적 투여, 욕창, APACHE II 

score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점 24점으로 10점 이상인 경우 섬망발생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당도 검증을 통해 내과계 중환자의 섬망발생 

위험요인을 선별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는 간호실무에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을 

전자의무기록의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구현을 통해 손쉽게 활용하여, 

섬망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섬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중재활동을 

실시하여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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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모든 요인들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손쉽게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현을 

제언한다.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 구현된다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발생 고위험군을 쉽게 선별할 수 있다. 개발된 

선별모형으로 중환자 입실 시 초기 평가를 실시하고, 전날의 수면 상태를 

반영하고, 주로 아침 회진 시간에 주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 근무 시간대에 매일 정규평가를 하고, 섬망발생의 위험이 높은 진정제 

주입의 경우 진정제 지속 주입 시작 및 중단, 약물 추가, 욕창 발생 등 

선별모형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해당 근무 번 간호사가 다시 

재평가하는 기준을 정한다면 섬망발생 위험요인과 관련된 환자 상태 변화를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하여 섬망의 고위험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된 내과계 중환자 섬망발생 선별모형의 항목인 APACHE II score 는 

중환자실 입실하는 모든 환자의 중증도 파악을 위해 중환자실 담당 전공의가 

계산하여 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점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가 

요구된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선별모형을 이용한 전향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4.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선별모형을 기반으로 섬망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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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 지속 주입을 하지 않은 중환자의 경우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위한 중재활동을 포함시키고, 진정제 지속 

주입하는 중환자의 경우 진정제 지속 주입 중에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각성시켜서 수면주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진정제 중단 

후에는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방법 등과 욕창예방으로 섬망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중재방법을 시행하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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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진정제 약물 개수에 따른 섬망 발생시기                 (n=116) 

 

섬망 발생일 
n (%) 

전체(n=116) 약물 1종류 주입(n=47) 약물 2종류 주입(n=69)  

진정제 중단 1일째 29(25.0)  1(23.4) 18(26.1) 

진정제 중단 2일째 41(35.3) 18(38.3) 23(33.3) 

진정제 중단 3일째 22(19.0)  8(17.0) 14(20.3) 

진정제 중단 4일째   8 (6.9)  3 (6.4)   5 (7.2) 

진정제 중단 5일째   4 (3.4)  1 (2.1)   3 (4.3) 

진정제 중단 6일째   5 (4.3)  3 (6.4)    2 (2.9) 

진정제 중단 7일째   5 (4.3)  2 (4.3)   3 (4.3) 

진정제 중단 8일째   1 (0.9)  1 (2.1)   0 (0.0) 

진정제 중단 9일째   1 (0.9)  0 (0.0)   1 (1.4) 

 평균(일) ±SD 2.68±1.76   2.72±1.80    2.65±1.74 

 

 

부록 2. 신부전 진단에 따른 섬망 발생시기                       (n=116) 

 

 

섬망 발생일 n (%)  

신부전 진단(n=26) 신부전 이외 진단(n=90) 

진정제 중단 1일째     3(11.5) 26(28.9) 

진정제 중단 2일째 11(42.3) 30(33.3) 

진정제 중단 3일째 2(17.7) 20(22.2) 

진정제 중단 4일째       4(15.4)    4 (4.4) 

진정제 중단 5일째      1 (3.8)  3 (3.3) 

진정제 중단 6일째   2 (7.7)  3 (3.3) 

진정제 중단 7일째  2 (7.7)  3 (3.3) 

진정제 중단 8일째  0 (0.0)  1 (1.1) 

진정제 중단 9일째  1 (3.8) 0 (0.0) 

 평균(일)±SD          3.35±2.1      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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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creening Model on Delirium Occurrence  

in MICU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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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related to 

delirium occurrence and to development of screening model on delirium 

occurrence in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Based on 

literature review, risk factors for delirium occurrence was determined. First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and content validity was proved by experts 

and each content has been calculated it’s CVI(Index of content validity) and 

the consent of more than 80% was chosen.  

Data were collected from 166 patients and second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The final screening model has been analyzed for goodness of fit 

and discriminating power and shown as the standard of judgment.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screening model, collected data from 98 

patients and analysed of discriminating power and accuracy.  

All data were collected by reviewing EMR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2 and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WI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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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52 risk factors have been followed for delirium occurrence factors in 

MICU patients. The total content validity of the preliminary tool 

came out high as mean CVI .92. 

 

2. Delirium occurrence rate in MICU patients was 80.1%, and delirium 

occurred was in average 2.66±1.80 days after ICU admission. 

 

3. Analyzing the MICU patients characteristic in whether or not 

delirium occurrence, following 13 factors have shown difference in 

statistically. There were ventilator experience, intubation or 

tracheostomy experience, APACHE II score ≥ 20, the number of 

Catheter≥ 5, CRP level ≥9 mg/dl, albumin level <3.3 g/dl, systolic 

blood pressure ≥ 140mmHg, restraint experience, sore, sleep 

disturbance, sedatives(midazolam, ketamine), antipsychotic drug 

(diazepam, lorazepam), narcotic analgesic(alfenil, morphine, 

remifentanil). 

 

4. After analyzing the risk factors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lirium occurrence increased when the patients infused 

two kinds of sedative 2.38times, infused one sedative 1.70 times, 

experienced sleep disturbance 2.21times, used antipsychotic drug 

intermittently 2.04times, sore 1.65times, APACHE II score ≥ 20 

1.15 times. 

 

5. The results by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Anaylsis were used 

to develop the screening model on delirium occurrence in MICU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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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creening model was appropriate based on result by the 

Hosmer-Lemeshow test of goodness of fit(χ²=3.270, p=.916). 

 

(2) The model score was given by the standard of coefficient(B) of  

Logistic Regression Anaylsis. Two kinds of sedative was 

6points(except one sedation scores 4), sleep disturbance 6points, 

using antipsychotic drug(benzodiazepine) intermittently 5points, 

sore 4 points, APACHE II score more than 20score  3 points, so the 

total score of the new selection model is 24. 

 

(3) The model’s discriminating power was AUC 908(p < .001), and this 

shows that it is appropriate for screening the risk factors for 

delirium occurrence in MICU patients. 

 

(4) The judgment of this model is, at the distinctive 10points with 

sensitivity 80%, specificity 89% and the measuring point came out 

more than 10, it means the risk of delirium occurrence is high. 

 

6. This model validity has been analyzed by discriminating power and 

accuracy. 

 

(1) The model’s validity was AUC .935(p < .001), and this shows that it 

is appropriate for screening the risk factors for delirium occurrence 

in MICU patients. 

 

(2) The model’s accuracy was sensitivity 83%, specificity 89% and the 

accuracy wa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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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screening model on delirium occurrence in MICU 

patients should be combined with EMR so that the patients with high risk 

factor for delirium occurrence can be selected and prevention can be started. 

The screening model on delirium occurrence in MICU patient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delirium occurrence in patients and will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in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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