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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한 중환자실 재입실

위험도 평가 및 예측타당도 비교

중환자실로부터의 조기 퇴실은 비계획적 재입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의료진이 중환자실 퇴실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사용은 미비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퇴실 전 마지막으로 측정된 중증.

도 점수측정체계 를 이용하여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 위험도(MEWS, SOFA, SWIFT)

평가와 예측타당도를 비교하기 위한 후향적 연구이다.

년 월부터 월까지 서울 소재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퇴실한2019 1 12

환자의 입퇴실 건수 건을 연구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하여 시간 내 비계획적7,597 48

으로 재입실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하였다 재입실과 관련된 변수들은 참.

고문헌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동반질환 진료과 중환자실 입실사유 중환자실 재실기, , ,

간 인공호흡기 사용 승압제 사용 등이 있었다 중환자실 재입실에 관련된 모든 요, , .

인들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재입실 위험도를 평가하였고 각각의 중증

도 점수측정체계를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을 이용하여 재입실 예측타당도를 비교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 군은 재입실. , 48

하지 않은 군과 동반질환 진료과 중환자실 입실사유 중환자실 재실기간 인공호흡, , , ,

기 사용여부 승압제 사용여부 중환자실 내 사망률 병원 내 사망률 중증도 점수측, , , ,

정체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로 동반질환 중 뇌혈관 질환 중. , ,

환자실 재실기간 중환자실 입실사유 중 심혈관계나 호흡계 퇴실당일 승압제 사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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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환자실 재입실 위험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증도 점수측정체계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중환자실 환자가 퇴실. ,

직전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들은 시간내 비계획적 중환자실48

재입실을 예측하는데 중간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으며 간 유MEWS, SOFA, SWIFT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 재실기간이 길고 퇴실 당일 승압제를 사용한 경우 퇴실시 높은 중증, ,

도 점수를 보이는 환자는 재입실의 위험도가 높을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

중환자실 퇴실 시 측정된 중증도 점수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Cut Off Value

보다 높은 점수일 경우 중환자실 퇴실을 다시 고려해야겠으며 이는 환자가 향후에 비

계획적 재입실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예후를 예,

측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세 개의 중증도 점수측정체계 중 는 다른 중증도. MEWS

점수측정체계보다 간단하고 비침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점당 증가하는 재입실의1

위험도도 높아 다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보다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중환자실 재입실 중증도 점수측정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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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년간 인구 고령화와 암과 같은 신생물 관련 진료가 늘어나며 입원 진료비는20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와 관련 진료비 또한 증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환자실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상태가( , 2020).

위중하거나 위중해질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있고 시간 내내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 24

찰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보다 더 전문적.

인 인력자원과 특수 의료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 한정된 자,

원들이 집중된 중환자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동일( ,

이토록 한정된 자원인 중환자실은 정해진 침상 수보다 입실이 필요한 환자 수2006).

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한동우 이런 경우에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은 중( , 2004).

환자실 입실과 퇴실 기준을 참고하여 환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중

환자실 입퇴실 기준이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기준이 모호하여 중환자실을 담

당하는 의료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말기환자의 입실로 의료진

은 중환자실 침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신옥 또한 이런 판단의 오류( , 2001).

로 인해 환자가 중환자실로부터 조기 퇴실할 수도 있는 것은 의료진에게 부담스러운

결정이기도 하다(Hosein, 2013).

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중환자실 적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2014 .

결과 지표로 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을 발표하는데 이 지표는 환자가 중‘48 ’

환자실에서 퇴실 후 시간 이내에 다시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는 것은 전실 당시 부적48

절한 상태에서 조기 퇴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

는 중환자실로부터 조기 퇴실한 환자는 더 높은 중환자실 재입2014). Utzolin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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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률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많은 연구에.

서 비계획적으로 중환자실에 재입실한 환자는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보다 병원내 사망

률이 더 높고 중환자실 재원일수 전체 입원일수가 더 길 뿐만 아니라 전체 치료비용,

과 일당 치료비용 모두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윤경( , 2019).

따라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중환자실에서 퇴실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

고 재입실률을 낮출 수 있다 김나미 는 중환자실에 비계획적(Rosenberg, 2000). (2008)

으로 재입실한 환자는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 재실 기간동안 인공호

흡기 평균 사용시간이 길고 입퇴실시에 높은 중증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환자실 재입

실을 낮추기 위한 중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명옥 은 중환자실 퇴실시의 객담 배출 방법 재실 기간 퇴실시 산소요(2018) , ,

법의 입실시의 주증상이 재입실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이FiO ,₂

중 객담 배출 방법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은 환자.

가 적절한 시기에 퇴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도구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퇴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scoring system)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리 가장 보편적으로(Gajic, 2008; , 2014).

쓰이는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는 SOFA(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이며 이외에도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SWIFT(Stability and Workload Index for Transfer Score), MEWS(Modified Early

가 있다 의 연구에 따르면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인Warning Score) . Gajic(2008) SWIFT

가 보다 중환자실 재입실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APACHE 이었으며 가 점 이상인SWIFT 15

환자는 중환자실로부터의 퇴실을 재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는 환자가. Roehrig(2015)

중환자실에서 퇴실하는 날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인 SWIFT, SOFA, TISS-28(Simplified

의 점수를 측정하여 중환자실 재입실과 사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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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을 예측하였고 이 도구들은 보통 정도의 예측타당도를 보였으며 이 도구 간의 정

확성 예측타당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 .

런 중증도 점수측정체계가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을 뿐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환자와 비계획적 재입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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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재입실 예측 도구로 세 개의 중증도 점수측정체계(MEWS,

를 이용하여 중환자실에 재입실한 환자를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SOFA, SWIFT)

하고 중환자실 퇴실시 측정된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후향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자 한다.

첫째 중환자실 퇴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증도 점수를 파악한다, .

둘째 중환자실 재입실 환자의 퇴실시 측정된 중증도 점수를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의 점수와 비교 분석한다.

셋째 비계획적 재입실 예측모형 및 유의한 예측변수들을 파악한다, .

넷째 중환자실 환자의 중환자실 재입실 예측 도구로서 와 각 도, MEWS SOFA, SWIFT

구 간의 재입실 예측타당도 및 유용성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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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1.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이란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 중 재입실과 첫 입실 사

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첫 입실과 같은 입실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중환자실,

에 다시 입실한 것을 말하며 계획적인 재수술과 같은 사유로 입실한 것은 제외한 것

을 말한다 여러 논문에서 환자의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은 환(Rosenberg, 2000).

자의 사망률 필요 이상의 의료비 지출 재원기간의 증가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지목, ,

되고 있다 김유정 이윤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중(Chen, 1998; , 2013; , 2019).

환자의 부적절한 조기 퇴실을 평가하기 위해 중환자실 적정 평가 항목에 시간 이‘48

내 재입실률 지표를 선정하였다’ .

국내외에서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로 보고되었다. 3.9%~11.4%

김나미 김유정 외국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확인된 비계획적( , 2008; , 2013). 2002 2010

재입실률은 평균 로 기관마다 으로 보고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치6.3% 1.2%~14.5%

를 나타내었다(Kramer, 2013).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재입실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재입실한 환자

는 평균 연령이 세인데 반해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는 평균 연령이 세로 유의63.9 58.9

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유정 외국에서도 재입실군의 평균연령은 세 재입( , 2013). 67.7 ,

실하지 않은 군의 평균 연령은 세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적 특성으로는65.1 .

중환자실 재실기간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승압제 사용여부가 관련요인으로 지목되, ,

었다 이윤경 은 재입실군이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일수가 평균 일인데 반해. (2019) 18.8

재입실하지 않은 군은 평균 일을 머무르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보고하였다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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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에서도 재입실군이 재입실 전 중환자실에서 재실기간이 일인 반면 재입4.9

실하지 않은 군은 일을 보여 유의미한 재실기간 차이를 보였다 인3.2 (Alban, 2006).

공호흡기 사용 여부 또한 재입실군에서는 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반면 재입실42.9%

하지 않은 군은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장진녕 퇴실 당일 승압제 사26.9% ( , 2018).

용 또한 재입실군은 가 투여된 반면 재입실하지 않은 군은 로 유의한 차이21.7% 16.7%

가 있었다 또한 중환자실 재입실의 위험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 퇴실 당일. 1.36 ,

인공호흡기 사용은 배 승압제 사용은 배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3 , 1.33 (Metnitz,

2003).

는 중환자실 재입실은 병원 내 사망률을 높이고 중환자실 재실기간을Kramer(2013)

증가시키며 환자의 예후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병원의 지표로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

다고 보고하였다 는 자신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실한 명 중. Rosenberg(2000) 4,684

명이 중환자실 퇴실 이후 임상적으로 악화되어 재입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3,310

으며 중환자실 재입실이라는 사건이 환자의 사망률과 재원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고 하였다 은 호흡기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Gajic(2008)

환자의 퇴실을 결정할 때 퇴실을 결정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재입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민감도 특이도 현실성, ,

이 있는 중증도 점수측정체계가 중환자실 환자를 퇴실시키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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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점수측정체계2.

중증도 점수측청체계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환자들의 손상 정도 및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분류되는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증도.

분류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된다(Rutledge, 1993).

과거에 가장 널리 쓰인 중증도 점수측청체계는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가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가지 급성 생리적 항목과 나이Health Evaluation(APACHE) 17 ,

만성적 항목을 평가하여 각각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환자의 사망 가능성과 병원

사망률을 예측하였다(Knaus, 1991).

는 환자가 중환자실에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SOFA) 있는 동안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각 장기들의 기능부전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도구로 사

용되고 있으며 환자의 평균동맥혈압과 승압제 사용여부 혈액의 신장 수치 간 수치, ,

및 혈소판 수 동맥혈검사의 의식수준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점부, PaO /FiO , . 0₂ ₂

터 점의 점수체계를 가지며 높을수록 환자의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이며24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장기의 기능과 패혈증의 예후 예측에 사용되고 있

다(Arts, 2005).

라는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는 비Stability and Workload Index for Transfer(SWIFT)

계획적 재입실을 예측하기 위해서 에 의해 년에 개발되었으며 환자의 입실Gajic 2008

경로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맥혈검사 결과 중 와 의식, , PaCO PaO /FiO ratio,₂ ₂ ₂

수준 등으로 환자가 퇴실에 적합한지를 보는 사정 도구이다 점부터 점으로 이루. 0 64

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퇴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와 다른 점은 각 항목마다 점수에 가중치를 두어 항목마다 위험

도를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기 경고점수 는 년(Early Warning Score, EWS) 1999 th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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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의식수준을 기초로 산출하Commission , , , ,

는 점수 도구이다 현재 각 기관에 맞게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라는 명칭을. MEWS

가지게 되었으며 연구가 진행된 의료기관에서는 라는traffic light system by MEWS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맥박 호흡수 체온 의식수준 수축기혈압에 대한 이상치에. , . , ,

대해 가중점을 부과하여 합산하며 최소 점에서 최대 점으로 계산하였다 안정0 14 .

의 경우 점 주의 는 점 경고 는 점 응급 는(Green) 0~2 , (Yellow) 3~4 , (Orange) 5~6 , (Red) 7

점 이상으로 하여 응급인 경우에는 에게 알람이 가게 되어 일반Rapid response team

병동에서 악화된 환자를 조기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중증도 점수측정.

체계는 다른 개의 조기경고 점수보다 시간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입실과 사망을33 24

더 잘 예측한다고 연구되었다 여러 중증도 점수측정체계 중 는 환(Smith, 2013). MEWS

자의 의식수준과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다른 도구들보다 간

단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박진숙 는( , 2017). MEWS

이미 국내 병원에서 일반병동 환자를 조기에 중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예측하여 조기

대응 의료진의 중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주리( ,

2014).



- 9 -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Rosenberg

(2013)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의 정의

중환자실 퇴실 환자 중 어떠한 사유로 인

해 다시 중환자실로 입실하는 것으로 정

의하며 계획적인 수술 등은 제외함.

Chen

(1998)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의 영향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이 환자의 사망

률 필요 이상의 의료비 지출 재원기간, ,

의 증가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지목함.

김유정

(2013)

중환자실 재입실과

관련된 요인

재입실률은 였으며 연령 진료과 중4.8% , ,

환자실 재실기간 수술유무 인공호흡기, ,

여부 직접 간호시간이 재입실과 유의함, .

이윤경

(2019)

재입실률은 였으며 재입실한 환자가1.5%

인공호흡기 적용 심혈관 동반질환 중환, ,

자실 재실기간 중환자실 사망률 전체, ,

치료비용이 증가함을 보임.

Alban

(2006)

재입실률은 이며 재입실한 환자는 재2.7%

입실 전 중환자실 재실기간이 더 길고 중

증도 점수측정체계인 가 높음을APACHEⅡ

보이며 이는 사망률과도 유의함을 보임.

장진녕

(2018)

재입실률은 였으며 재입실한 환자가2.2%

호흡기계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고 인공

호흡기 사용여부 총 재원기간이 유의함, .

Metnitz

(2003)

재입실률은 였으며 재입실한 환자는5.1%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입실 후에도 호흡계 심혈관,

계 신장계에 대한 치료가 많이 요구됨, .

표 중환자실 재입실에 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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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년 월부터 년1,900 2019 1 2019

월까지 병원 내의 모든 내외과계 중환자실에 입퇴실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12 .

만 세 미만이거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재수술 등 계획적으로 재입실한 경우를18 ,

제외하고 총 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7,597 .

그림 연구대상자의 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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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2.

이 연구의 자료는 년 서울 소재의 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의 년2019 1,900 2019 1

월부터 월까지 중환자실을 입퇴실했던 세 이상의 환자의 의무기록을 받아 엑셀12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 코딩 및 데이터 정리를 시행하였다 모든 변수와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경우 퇴실 시 마지막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결

측값이 있는 측정값은 제외하였다 이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SAS 9.4

을 시행하였다.

연구변수3.

가 종속변수.

시간 내 비계획적 재입실을 재입실여부로 정의하고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 중환48 .

자실에 입실하여 퇴실했던 시점에서 시간 내에 비계획적으로 다시 중환자실로 입실48

하게 되면 이를 시간 내 비계획적 재입실로 보았다48 .

나 독립변수.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

성의 경우 연령과 성별로 이루어졌으며 임상적 특성의 경우 동반질환 당뇨병 고혈( ,

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질환 진료과 내과 외과 중증도 점수측정체, , , ), ( , ),

계 비계획적 재입실과 관련요인이 높았던 입원기간 중환자실(MEWS, SOFA, SWIFT), ,

재실시간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승압제 사용여부를 포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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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시간 이내 비계획적 재입실48 유0:

무1: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연령 단위 년:

성별 남성 여성0: 1:

임상적 특성 동반질환

1. 당뇨병

2. 고혈압

3. 심혈관질환

4. 뇌혈관질환

5. 만성신질환

진료과
1. 내과

2. 외과

중환자실 입실 사유

1. 심혈관계

2. 호흡기계

3. 신경계

4. 수술 시술 후 관리,

5. 기타

총 입원기간 단위 일:

중환자실 재실기간 단위 시간: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유 무0: , 1:

퇴실 당일 승압제 사용 여부 유 무0: , 1:

중환자실 내 사망 사망 생존0: , 1:

병원 내 사망 사망 생존0: , 1:

MEWS

SOFA

SWIFT

*Abb.: MEWS,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SOFA,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SWIFT,

Stability and Workload Index for Transfer

표 연구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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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SAS version 9.4 ,

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내 비계획적, . 48

재입실과 아닌 환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는 범주형 변수Student T-test,

는 를 실시하였다Chi-square test .

비계획적 재입실에 대한 예측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퇴실시 계산된 각각의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에 따른 중환자실 전동 예측 능력은 전

체 연구대상자에 대해 곡선을 이용하여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ROC) Area

를 구하고 를 이용하여 중환자실 전동 예측을 구분Under the Curve(AUC) YOUDEN Index

할 수 있는 를 확인하고 각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를 비교하였다Cut Off Value A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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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려5.

본 연구는 년 월 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2019 7 S (2020-07-121-001)

였으며 해당 병원의 간호본부 연구논문 자료수집 의뢰 절차를 통과하였다 의료정보, .

자료 요청서를 통하여 해당 의무기록을 수집하여 받은 데이터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환자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

구자 본인 인만 열람하여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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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Ⅳ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의 연령은 세이며 성별은 남성이 명61(±14) 4,482 (59.0%)

으로 여성 명 보다 많았다 동반질환의 경우 당뇨는 명 고3,115 (41.0%) . 2,249 (29.6%),

혈압은 명 심장혈관질환은 명 뇌혈관질환은 명3,886 (51.1%), 1,564 (20.6%), 1,885

만성신질환은 명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료과의(24.8%), 1,079 (14.2%) .

경우 외과계가 명 으로 내과 명 보다 많았으며 중환자실 입실6,113 (80.5%) 1,474 (19.5%)

사유는 수술 시술 후 관리가 명 으로 제일 많았다 중환자실 재실기간, 4,999 (65.8%) .

동안 명 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퇴실 당일 승압제를 사용한 환자2,792 (36.8%)

는 명 으로 확인되었다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인 점수는 퇴실시 점564 (7.4%) . MEWS 1.9

이며 점수는 퇴실시 점 점 점수는 점 이었(±1.3) SOFA 2.0 (±2.1) , SWIFT 11.0 (±6.3)

다.

중환자실 입실 전체 환자 중 체류기간은 병원 내 총 입원기간과 중환자실 내 재실

시간으로 나누었다 총 입원기간은 일 이였으며 중환자실 재실기간은. 22.3 (±38.6)

시간 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후 중환자실 내 사망 환자는 명68.0 (±166.9) . 85 (1.1%),

원내 사망 환자는 명 으로 나타났다310 (4.1%) .

퇴실시 측정된 중증도 점수체계로는 는 점이 건 점이 명MEWS 1 2,758 , SOFA 1 2,106 ,

는 점인 군이 명으로 나타났다SWIFT 6~10 4,306 .



- 16 -

비계획적 재입실 환자군과 재입실 하지 않은 군의 비교2.

총 건 중 건 이 시간 내 비계획적 재입실을 하였고 건은 하지7,597 372 (4.9%) 48 7,225

않았다 이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당뇨 여부 고혈압 여. ,

부 심장혈관질환 여부 뇌혈관질환 여부 만성신질환 여부 진료과 중환자실 입실, , , , ,

사유 인공호흡기 여부 승압제 사용 여부 총 입원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환, , , , ,

자실 내 사망 여부 원내 사망 여부가 있었다 표, ( 3).

연령은 재입실한 환자가 세 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세 보다 많고62 (±15) 61 (±14)

성별 또한 재입실한 남성 환자가 명 으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명230 (61.8%) 4,252

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입실한 환자는 재입실하지(58.9%) .

않은 환자에 비해 동반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질환, , , ,

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료과 구분에서는 재입실한 환자에서.

내과 명 외과 명 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168 (45.2%), 204 (54.8%)

었다 중환자실 입실사유는 재입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또한 재입실한 환자는 명 이 중환자실 재실동안. 209 (56.3%)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는 명 만이 인공호흡기2,583 (35.8%)

치료를 받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퇴실 당일 승압제 사용여부는 재입실한 환자는.

명 으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명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증137 (14.6%) 427 (5.9%) .

도 점수측정체계 중 하나인 점수는 재입실한 환자가 점 으로 재입실하MEWS 3.2 (±2.1)

지 않은 환자의 점수 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다른 중증도 점수측정체1.8 (±1.3) .

계인 의 경우 재입실한 환자가 점 으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의 점수SOFA 4.2 (±3.2)

점 보다 유의하게 높고 는 재입실한 환자가 점 으로 재입실1.9 (±2.0) SWIFT 16.2 (±9.8)

하지 않은 환자의 점수 점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11.0 (±6.3) ( 3).

총 입원기간은 재입실한 환자가 일 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일56.4 (±76.6) 20.5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재입실 전 중환자실 재실 기간 또한 재입실 환자는(±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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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시간을 머물러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시간 보다 유의119.4 (±291.9) 65.3 (±157.3)

하게 더 오래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내 사망은 재입실한 환자는 명. 34

로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명 이였으며 병원 내 사망은 재입실한 환자(9.1%) 51 (0.7%)

명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 명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80 (21.5%), 230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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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admission

(N=372)

Non-readmission

(N=7,225)

Total

(N=7,597)

p

value

Age 62±15 61±14 61±14 0.128

Sex(Male) 230(61.8) 4,252(58.9) 4,482(59.0) 0.255

Comorbidity

Hypertension 227(61.0) 3,659(50.6) 3,886(51.1) <0.001

Diabetes Mellitus 127(34.1) 2,122(29.4) 2,249(29.6) 0.049

Cerebrovascular Disease 117(31.5) 1,765(24.4) 1,882(24.8) 0.002

Coronary Artery Disease 118(31.7) 1,446(20.0) 1,564(20.6) <0.001

Chronic Kidney Disease 89(23.9) 990(13.7) 1,079(14.2) <0.001

Department <0.001

Surgical 204(54.8) 5,909(81.8) 6,113(80.5)

Medical 168(45.2) 1,316(18.2) 1,484(19.5)

Cause of ICU <0.001

Post OP,Intervention 101(27.2) 4,898(67.8) 4,999(65.8)

Others 93(25.0) 692(9.6) 785(10.3)

Cardiovascular 102(27.4) 680(9.4) 782(10.3)

Respiratory 57(15.3) 477(9.6) 534(7.0)

Neurologic 19(5.1) 478(6.6) 497(6.5)

Length of stay 56.4±76.6 20.5±34.7 22.3±38.6 <0.001

ICU duration 119.4±291.9 65.3±157.3 68.0±166.9 <0.001

Use Ventilator 209(56.3) 2,583(35.8) 2,792(36.8) <0.001

Use vasopressor 137(14.6) 427(5.9) 564(7.4) <0.001

ICU mortality 34(9.1) 51(0.7) 85(1.1) <0.001

In hospital mortality 80(21.5) 230(3.2) 310(4.1) <0.001

MEWS 3.2±2.1 1.8±1.3 1.9±1.3 <0.001

SOFA 4.2±3.2 1.9±2.0 2.0±2.1 <0.001

SWIFT 16.2±9.8 10.7±6.0 11.0±6.3 <0.001

Abb.: ICU, Intensive Care Unit; OP, Operation; MEWS,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SOFA,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SWIFT, Stability and Workload Index for Transfer

표 연구대상자의 특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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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퇴실시 측정된 의 분포2. MEWS

그림 퇴실시 측정된 의 분포3.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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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퇴실시 측정된 의 분포4. 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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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재입실에 대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예측도3.

대상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 시 측정된 및 의 예측 모형에 대한 로MEWS SOFA, SWIFT

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점수가 점 증가할수록 시간( 4). MEWS 1 48

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을 할 위험도가 배 증가하였다 점수는 점 증1.36 . SOFA 1

가할수록 재입실할 위험도가 배 증가했으며 점수는 점 증가할수록 재입실1.09 SWIFT 1

할 위험도가 배 증가했으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1.04 ( 4).

중환자실 퇴실시 측정된 및 의 예측 능력을 수신자 조작 특성 곡MEWS SOFA, SWIFT

선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를 이용해 를 구한 결(ROC curve) YOUDEN index Cut Off Value

과는 다음과 같다 퇴실 시 의 시간 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에 대한. MEWS 48 Area

는 이었다 표 점을Under Curve(AUC) 0.705, (95% CI; 0.675 0.735) ( 5). MEWS 3 Cut–

로 비계획적 재입실을 예측했을 때 민감도는 특이도는 이었다 퇴Off Value 57% 77% .　

실 시 측정된 의 재입실에 대한 는 로SOFA AUC 0.729, (95% CI; 0.701 0.757) SOFA 3–

점을 로 재입실을 예측하였을 때 민감도는 특이도는 이었다 마Cut Off Value 63% 72% .

지막으로 퇴실 시 측정된 의 재입실에 대한 는SWIFT AUC 0.691, (95% CI; 0.658 –

이며 점을 로 재입실을 예측하였을 때 민감도 특이0.723) SWIFT 15 Cut Off Value 52%

도 를 보였다 세 모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각각의 를83% . AUC Gonen(2007)

의 방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퇴실 시 측정된 의 인 점에서 이 이상인 점수를 가지고 퇴실 했MEWS Cut Off Value 3

던 군은 점 미만인 군에 비해 재입실률이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내 사망3 11.3% ICU

률 병원 내 사망률 또한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6%, 10.9% . SOFA

한 점 이상인 상태로 퇴실한 군은 점 미만인 군보다 재입실률 내 사망률 병3 3 , ICU ,

원 내 사망률이 각각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10.5%, 3.2%, 10.7% . SWIFT Cut Off Value

인 점에서 이 이상인 군은 미만인 군보다 재입실률 내 사망률 병원 내 사망15 , ICU ,

률이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8%, 4.6%,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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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48

OR 95% CI P-value

Age 0.94 0.73 - 1.20 0.601

Sex 0.99 0.98 - 1.01 0.606

Diabetes Mellitus 1.19 0.91 - 1.56 0.199

Hypertension 0.87 0.66 - 1.14 0.321

Coronary Artery Disease 0.81 0.61 - 1.09 0.168

Cerebrovascular Disease 0.73 0.56 - 0.95 0.020

Chronic Kidney Disease 0.88 0.64 - 1.21 0.422

ICU duration(hr) 0.99 0.98 - 0.99 0.002

Department

Medical 0.83 0.60 - 1.16 0.272

Surgical Reference

Cause of ICU

Post OP, Intervention Reference

Cardiovascular 5.18 3.51 - 7.62 <0.001

Respiratory 3.34 2.10 - 5.31 <0.001

Neurologic 1.56 0.90 - 2.71 0.115

Others 5.14 3.63 - 7.26 <0.001

Use ventilator 1.06 0.81 - 1.39 0.681

Use vasopressor 0.15 0.11 - 0.20 <0.001

MEWS 1.36 1.25 - 1.47 <0.001

SOFA 1.09 1.03 - 1.15 0.005

SWIFT 1.04 1.02 - 1.06 <0.001
Abb.: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AIC : 2971.84

표 재입실에 관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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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곡선5.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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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48

AUC 95% CI p-value 점수 민감도(%) 특이도(%)

MEWS 0.705 0.675 0.735– <0.001

점2 77% 46%

점3 57% 77%

점4 40% 90%

SOFA 0.729 0.701 - 0.757 <0.001

점2 78% 53%

점3 63% 72%

점4 52% 83%

SWIFT 0.691 0.658 0.723– <0.001

점14 52% 83%

점15 42% 91%

점16 37% 92%
Abb.: AUC, Area Under the Curve

*Notes: H0: MEWS = SOFA; Chi-Squared test = 2.20; P-value = 0.14, H0: MEWS = SWIFT; Chi-Squared

test = 0.78; P-value = 0.38

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5. 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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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WS SOFA SWIFT

<3 3≥ P-value <3 3≥ P-value <15 15≥ P-value

Readmission 160(2.8) 212(11.3) <.0001 137(2.6) 235(10.5) <.0001 217(3.2) 155(18.8) <.0001

ICU Mortality 36(0.6) 49(2.6) <.0001 13(0.2) 72(3.2) <.0001 47(0.7) 38(4.6) <.0001

In Hospital Mortality 105(1.8) 205(10.9) <.0001 70(1.3) 240(10.7) <.0001 161(2.4) 149(18.0) <.0001

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의 비교6. Cut Off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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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Ⅴ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1.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퇴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48

시간 내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의 관련 요인을 연구하고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하여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 예측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국내.

에서 중환자실 환자의 재입실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재입실한 환자의 예후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반면 본 연구는 중환자실 재입실과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관계를 규

명하고 이 도구를 이용한 재입실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연.

구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환자인데 반해 본 연구는 중환자실 입퇴실건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의무기록 데이터 중 동일 환자가 반복해서 중환자실에 입퇴.

실하는 경우 중복데이터를 건별 데이터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의 비계획적 재입실 요인과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진단과 임상적 특성을.

주로 재입실 요인으로 보고 이에 따른 회귀분석을 시행했던 반면 본 연구는 퇴실시에

측정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통해 점수에 따른 재입실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여 재입실 여부에 따,

른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의 를 설정Cut Off Value

하여 두 군으로 나누어 재입실여부와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한 안전한 퇴실 기준을 언급하였고 이는 의료진의 퇴실,

결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담감을 덜어주고 중환자의 조기퇴실로 인한 재입실을

줄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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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고찰2.

조사기간 중 연구대상자 건의 중환자실 퇴실 건수 중 시간 내 비계획적 재7,597 48

입실한 건수는 건 이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보고된 와 유사372 (4.9%) 3.9%~11.4%

한 수준이었다 김나미 김유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환자가 아닌 입( , 2008; , 2013).

퇴실 건수로 진행하여 더 정확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재입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의 퇴실 전 중증도 점수체계를 통해 측정된 는 점 으로MEWS 1.9 (±1.3)

가 보고한 점 와 유사하였다Kirsi(2012) 1.8 (±1.5) . Roehrig 는 와 의(2015) SOFA SWIFT

퇴실시 측정점수를 점 점 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점수였던1.0 (±1.6), 11.5 (±3.2)

점 점 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는 퇴실직2.0 (±2.1), 11.0 (±6.3) . Kirsi(2012)

전 측정된 점수는 사망률과 중환자실 재실기간과 관련이 있었으나 재입실은 관련MEWS

이 없다고 보고한 반면 와Klepstad(2019) Roehrig 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중(2015)

증도 점수측정체계의 점수가 중환자실 재입실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구마다 재입실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의료진에 의해 수기로 중증도 점수.

측정체계를 산출하여 다른 결과들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재입실에 관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점당 재입실 위험도가 배 점당 배 점당MEWS 1 1.36 , SOFA 1 1.09 , SWIFT 1 1.04

배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재입실 위험도가. 점당 재입실 위MEWS 1

험도가 배 증가했다는 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1.32 Klepstad(2019) 는 점당SOFA 1 1.12

배 는 점당 배 증가하였다는, SWIFT 1 1.03 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Roehrig(2015) .

두 연구 모두 후향적 연구가 아닌 의료진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변수로 사용한 결과

로 본 연구와 방법의 차이를 보이지만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향

후 전산화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하여 환자의 퇴실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의 경우 에 비해 점당 증가하는 재입실의 위. MEWS SOFA, SWIFT 1

험도가 높아 재입실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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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인 의 재입실에 대한 예측타당MEWS, SOFA, SWIFT

도에서는 각각 로 한 를 보였으며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0.705, 0.729, 0.691 fair AUC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박진숙 의 연구에서 퇴실시 측정된 의 재입실 예. (2017) MEWS

측타당도였던 의 보다는 높았고0.55 AUC(95% CI 0.49 0.60; P-value 0.15)–

Roehrig 의 연구에서 는 모두 의(2015) SOFA, SWIFT 0.65 AUC(SOFA, 95% CI 0.60 –

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0.69; SWIFT, 95% CI 0.61 - 0.70)

다 일부 연구에서 중증도 점수체계의 재입실에 관한 예측타당도는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아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세 개의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는 중환자실 재입실 예측타당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는 환자의 악화되는 상태를 조기에 알아차리기 위해 개발. MEWS

되었으며 는 환자가 장기 기능의 평가를 위해 는 중환자실 재실기간 동안, SOFA , SWIFT

재입실과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개발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 점수체계에는 중환자실 재

입실의 위험요인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나 도구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에 의해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들의 유용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는 다양한 혈액 검사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산소

수치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어 침습적인 처치가 포함되며 즉각적으로 산출

해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빠른 환자의 상태 평가가 필요한 중환자실 퇴실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는 기본적인 가지의 활력징후를 통해 산출되므로. MEWS 5

다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들이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계산이 가능하여 일반 병동에

서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이미 사용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비침습적.

이며 환자에 대한 평가와 및 중증도를 의료진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고 점당 증가1

하는 재입실의 위험도가 높아 중환자실 퇴실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중환자실 퇴실 기준으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사용한다면 비계획적.

재입실을 예방할 수 있고 환자의 예후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진의 중환자실 입

퇴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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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3.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상급종합병원의 년간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1

연구 결과를 전체 병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병원의 의무.

기록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무기록 데이터의 자료 추출의 제한으로 인해 중환자실 재입실에 대한 관련,

요인이 모두 고려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관련이 있다고 했던 중증도 점.

수측정체계인 등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지 못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APACHE .

셋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는 환자가 퇴실시에 한 번만 측정되었다 중환자실에서, .

환자의 상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시점에만 측정된 중증도

측정점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의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병원급 중환자실을 포함한 전체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환자실 재실기간동안 반복된 측정을 통해 연속성,

을 확보하고 환자의 질병군에 따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고려한 비계획적 재입실,

관련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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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Ⅵ

본 연구는 단일 상급종합병원의 년도 중환자실에 입퇴실한 환자를 대상으로2019 48

시간 내 비계획적으로 재입실을 한 환자와 재입실하지 않은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하여 비계적인 중환자실 재입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후향적 관찰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계획적 시간내 중환자. 48

실 재입실한 군은 재입실하지 않은 군과 동반질환 진료과 중환자실 입실사유 인공, , ,

호흡기 사용여부 승압제 사용여부 중증도 점수측정체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를 보였다 중환자실 퇴실직전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들은 비.

계획적 시간내 중환자실 재입실을 예측하는데 중간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으며48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 경우 다른 중증MEWS, SOFA, SWIFT . MEWS

도 점수측정체계보다 비침습적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될 수 있으며 점당 증가하1

는 재입실의 위험도도 높아 다른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보다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

었다 는 이미 국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일반병동 환자의 악화된 상태를 조기에. MEWS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정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고 그 효과성을 인정받

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여러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내에서 퇴실 시 환자의 상태를 파.

악하기 위해 중증도 점수측정체계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내 연구

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증도 점수측정체계가 중환자실 퇴실 시 환.

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정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로 밝혀진 결과를 통해 의료진은 퇴실 시 중증도 점수측정체계를 통해 환자

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높은 점수일 경우 퇴실을 재고해볼 수 있겠으Cut Off Value

며 이는 환자가 향후에 비계획적 재입실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

로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1 -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경향. 20 , 2020.

고신옥 박평환 공명훈 김용락 중환자실 의료인력 배치 및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 , , .

한 평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2001;16(2) 138-43.

김나미 성인대상자의 중환자실 재입실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 연구 석사학위논. [

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 2008.

김유정 김금순 중환자실 환자의 비계획적 재입실 위험 요인 임상간호연구, . .

2013;19(2) 265-74.

박명옥 오현수 집중치료실 퇴실환자의 비계획성 재입실 예측 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

사례대조군 연구 중환자간호학회지. 2018;11(3) 45-57.

박진숙 수정된 조기 경고 점수 와 를 이용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MEWS) APACHE Ⅲ

중증도 예측 타당도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 . ; 2017.

오동일 원가분석을 통한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방안 경영학연구. . 2006;35(4)

1181-202.

이윤경 중환자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계획적 중환자실 재입실과 사망률 및.

치료 비용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 ; 2019.

이주리 최혜란 일반병동 중증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 환자의 조기경고점수, .

의 타당성 대한간호학회지(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2014;44(2)

219-27.

장진녕 이윤미 박효진 이현주 중환자실 조기 재입실 관련 위험요인 중환자간호, , , . .

학회지 2019;12(1) 36-45.



- 32 -

한동우 남상범 이우경 이종석 김창석 신증수 중환자실 재입실 환자의 임상 예, , , , , .

후 대한마취과학회지. 2004;47(3):385-8.

Gajic O, Malinchoc M, Comfere TB, Harris MR, Achouit A, Yilmaz M, Schultz MJ,

Hubmayr RD, Afessa B, Farmer JC. The Stability and Workload Index for

Transfer score predicts unplanned intensive care unit patient

readmission: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Crit Care Med

2008;36(3):672-82

Knaus WA, Wagner DP, Draper EA, et al. The APACHE III prognostic system. Risk

prediction of hospital mortality for critically ill hospitalized

adults. Chest 1991;100(6):1619-36.

Utzolino S, Kaffarnik M, Keck T, Berlet M, Hopt UT. Unplanned discharges from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readmissions and mortality. J Crit Care

2010;25(3):375-81.

Rosenberg AL, Watts C. Patients readmitted to ICUs* :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and outcomes. Chest 2000;118(2):492-502.

Rutledge R, Fakhry S, Rutherford E, Muakkassa F, Meyer A. Comparison of APACHE

II, Trauma Score, and Injury Severity Score as predictors of outcome in

critically injured trauma patients. Am J Surg 1993;166(3):244-7.

Arts DG, de Keizer NF, Vroom MB, de Jonge 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ing. Crit Care Med

2005;33(9):1988-93.

Metnitz PG, Fieux F, Jordan B, Lang T, Moreno R, Le Gall JR. Critically ill

patients readmitted to intensive care units lessons to learn?.—

Intensive Care Med 2003;29(2):241-8.

Alban R, Nisim A, Ho J, Nishi G, Shabot MM. Readmission to surgical intensive



- 33 -

care increases severity-adjusted patient mortality. J Trauma

2006;60(5):1027-31

Chen, Liddy, MB, MSc, Martin, Claudio. Patients re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during the same hospitalization: Clinical features a n d

outcomes. Crit Care Med 1998;26(11):1834-41.

Hosein FS, Bobrovitz N, Berthelot S, Zygun D, Ghali WA, Stelfox HT.A systematic

review of tools for predicting severe adverse events following patient

discharge from intensive care units. Critical Care 2013;17(3):R102.

Kramer AA, Higgins TL, Zimmerman JE. The association between ICU readmission

rate and patient outcomes. Crit Care Med 2013;41(1):24-33.

Smith GB, Prytherch DR, Meredith P, Schmidt PE, Featherstone PI. The ability of

the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to discriminate patients at

risk of early cardiac arrest, unanticipated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and death. Resuscitation 2013;84(4):465-70.

Reini K, Fredrikson M, Oscarsson A. The prognostic value of the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in critically ill patients: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Eur J Anaesthesiol 2012;29(3):152-7.

Klepstad PK, Nordseth T, Sikora N, Klepstad P. Use of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for observation for increased risk for clinical deterioration

during post-ICU care at a surgical ward. Ther Clin Risk Manag

2019;15:315-322.

Roehrig C, Rosa RG, Ascoli AM, et al. Comparison of unplanned intensive care

unit readmission scores: a prospective cohort study. Intensive Care Med

Exp 2015;3(Suppl 1):A472.



- 34 -

부록

변수
점수

3 2 1 0 1 2 3

Systolic Blood pressure <71 71~80 81~100 101~199 >199

Heart rate <41 41~50 51~100 101~110 111~129 >129

Respiration rate <9 9~14 15~20 21~29 >29

Body temperature <35 35~38.4 >38.4

의식상태 Alert Drowsy Stupor Semi-coma ~ Coma

표 수정된 조기 경고 점수7.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M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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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FA point

Respiratory system (PaO /FiO )₂ ₂

400≥ 0

< 400 +1

< 300 +2

< 200 and mechanically ventilated +3

< 100 and mechanically ventilated +4

Nervous system (Glasgow coma scale)

15 0

13 - 14 +1

10 12– +2

6 - 9 +3

< 6 +4

Cardiovasular system(mABP OR Use of vasopressors required)

MAP 70 mmHg≥ 0

MAP < 70 mmHg +1

Dopamine 5 g/kg/min or dobutamine (any dose)≤ μ +2

Dopamine > 5 g/kg/min OR epinephrine 0.1 g/kg/min ORμ ≤ μ

norepinephrine 0.1 g/kg/min≤ μ
+3

Dopamine > 15 g/kg/min OR epinephrine > 0.1 g/kg/min ORμ μ

norepinephrine > 0.1 g/kg/minμ
+4

Liver(Bilirubin, mg/dl)

< 1.2 0

1.2 1.9– +1

2.0 5.9– +2

6.0 11.9– +3

> 12.0 +4

Coagulation(Platelets, ×103/ l)μ

150≥ 0

< 150 +1

< 100 +2

< 50 +3

< 20 +4

Kidneys(Creatinine, mg/dl)

< 1.2 0

1.2 1.9– +1

2.0 3.4– +2

3.5 4.9– +3

> 5.0 +4

표 8.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 36 -

Variable SWIFT point

Original source of ICU admission

Emergency department 0

Transfer from a ward or outside hospital 8

Total ICU length of stay

< 2 days 0

2 - 10days 1

> 10 days 14

Last measured PaO /FiO ratio₂ ₂

400≥ 0

< 400 5

< 150 10

< 100 13

Glasgow coma scale at time of ICU discharge

14≥ 0

11 - 14 6

8 - 11 14

< 8 24

Last arterial blood gas PaCO₂

45≤ 0

> 45 5

표 9. Stability and Workload Index for Transfer(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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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Intensive Care Unit

Readmission using Severity Scoring System

Chang Ha Yo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M.D., Ph.D.)

Early discharge from intensive care unit(ICU) can lead to unplanned

readmission to ICU, which is associated with poor patient outcomes. However,

there has been no established criteria for ICU discharge. This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aimed to evaluate the utility of several severity scoring

system, including MEWS, SOFA, and SWIFT, for predicting ICU readmissio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dmitted to ICU at a tertiary-car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between January 2019 and December 2019

were reviewed. Patients who had unplanned readmission, defined as readmission

within 48 hours after ICU discharge, were compared with those without ICU

readmission. Severity scor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last data before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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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Factors associated with ICU readmission, including comorbidities,

department, cause of ICU admission, ICU duration, use of ventilator and

vasopressor, and severity score, were adjusted using the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also compared the accuracy of each scoring system for

predicting ICU readmission using the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ROC)

curves.

A total of 7,597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Patients who

had unplanned readmission to ICU within 48 hours had higher severity score at

the time of discharge compared to those without unplanned readmission. Higher

MEWS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ICU readmission (Odds ratio 1.36, 95%

confidence interval 1.25 1.47; P<0.001). Factors associated with unplanned–

readmission to ICU within 48 hours included comorbidities, use of ventilator

and vasopressor, and higher severity score measured at the time of ICU

discharge. MEWS, SOFA and SWIFT scores showed fair area under the ROC

curves(AUC values were 0.705, 0.729 and 0.691, respectively; P=0.14 and 0.38),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accuracy of those scoring

systems for predicting ICU readmission.

Severity scoring systems can be used to predict ICU readmission. Decision of

ICU discharge based on these scoring systems may reduce ICU readmission rate.

Considering MEWS is simple to calculate using noninvasive variables, MEWS seems

to be the most relevant scoring system to prevent ICU readmission.

Keywords: ICU readmission, Severity Scor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