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간호 전공

송   주   은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관련 요인 분석

지도교수  장  연  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간호 전공

송   주   은





감사의 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늘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먼 타국에서도 저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 주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

신 장연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세심한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논문

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심으로 지도해주신 최지연 교

수님,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해주시며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신규 간호사 시절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저의 스승으로 함께해온 김

정연 교수님, 대학원 진학을 도와주시고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

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논문 작성 과정 동안 참

으로 든든했습니다.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섬

망에 대해 관심 갖게 해주신 김은성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 자료 수집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시고 격려해주신 장선영 파트장님, 학업에 집중할 수 있

도록 배려해주신 권은정 팀장님, 윤혜영 파트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나성

원 교수님과 모든 진료과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수집

할 때마다 힘내라며 응원해주신 외과계 중환자실 선생님, 논문 작성 중 부서이동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무표를 배려해주시고 적응을 도와준 암병원 중환자실 선생님들

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 수집을 도와준 이은지 선생님, 번거로운 일임에도 선뜻 도

와준다고 해주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중환자실 입실로 힘든 여건에도 연구에 협조해주신 모든 외과계 중환자실 입실 환

자 및 보호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연구 결과를 내라며 응원해

주신 환자분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늘 힘이되어준 소중한 내 친구들 다운, 선희 그리고 혜경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임상전문간호 동기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공

부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함께 논문 쓰느라 머리를 맞대었던 다

희, 보미 선생님,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

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소중했던 이 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

다. 존경하는 아빠, 내 일이라면 언제나 한걸음에 달려와주고 늘 힘을 주었던 엄마, 

언제봐도 즐거운 동생 예은, 항상 유쾌하신 아버님, 그리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늘 바쁜 며느리를 이해해주시고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주시느라 제일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대학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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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관련 요인 분석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중 발생한 섬망의 발생률 및 섬

망 발생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2021년 6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소재 Y 대학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한 10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Heo et al. (2011)의 한

글판 CAM-ICU를 사용하여 섬망을 측정하였으며,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8.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test 및 t-tes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 105명 중 섬망 양성은 20명으로 19%의 섬망 발생률을 보였다. 

 2.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12±12.67세였으며 평균 APACHE　 II 점수는 

17.72±8.22점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전 병원 재원일수는 평균 6.72±10.09일, 중

환자실 재원일수는 평균 3.40±2.74일이었다. 

  3. 섬망은 중환자실 입실 2일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75%) 평균 섬망 발생 시

기는 2.30±0.57일이었다.

  4. 본 연구 결과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요인으로 과거 섬망 경험, 중환자실 입실 전 Statin 투여, 중환자실 입실 전 혈액 

검사 중 Albumin, Sodium, Hemoglobin과 중환자실 입실 후 혈액 검사 중 

Hemoglobin, Hematocrit, Albumin, ALT, Total bilirubin, BUN, Creat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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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 Potassium, CRP, PaO2에서 섬망군과 비 섬망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대상자의 치료 관련 요인으로는 기계 환기, 산소 공급량, 진정제, 마약성 진

통제, PCA, Steroid, 승압제, 신체 억제대, 수혈, Swan-ganz catheter, 비위관

(Levin tube), 중심정맥관 개수 및 동맥관 개수가 섬망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망군에서 중환자실 입실 전 병원 재원 일수(17.21±16.80

일 vs 4.38±5.82일, p=.004)와 중환자실 재원일수(5.80±4.54 vs 2.84±1.71, 

p=.009)가 더 길었으며, APACHE II 점수(24.90±6.84 vs 16.04±7.61, p<.001)가 

더 높았다. 한편, PCA 사용, 중환자실 입실 전 Statin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섬망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5. APACHE　II 17점 이상인 대상자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전/후 혈액 Albumin, 수술 

중 저혈압, 신체 억제대, 산소 공급량이 섬망군과 비 섬망군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망군에서 중환자실 재원 전 병원 재원일수

(16.50±16.99 vs 6.29±7.84, p=.024)와 중환자실 재원일수(6.06±4.70 vs 

3.63±2.24, p=.011)가 더 길었다.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위험 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추

후 섬망 발생 예방 및 중재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섬망 발생은 복합적인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과 

유발 요인(Precipitating factor)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환자 간호 시 섬망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섬망 예방 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추후 다기관에서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위험 요인에 대해 규명하

여 이를 바탕으로 섬망 발생 예방 및 중재 전략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외과계 중환자실, 섬망, 발생률, 위험요인, 섬망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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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급성으로 발병하여 주의력 결핍, 기억 결손이나 언어 능력 손상 등의 부가

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혼동 상태를 말한다(Inouye et al., 

2014). 섬망의 진단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DSM-5]을 기반

으로 하는데, 섬망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1) 주의와 의식 장애, 2) 단기간에 걸쳐 발

생한 장애, 3) 부가적인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 환자의 장애가 다

른 신경인지 장애로 설명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APA, 2013). 

42개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한 Salluh et al. (2015)은 중환자실 

환자 중 약 32%에서 섬망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중환자실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적

용하는 환자는 섬망 발생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ayaswal et 

al., 2019). 이처럼 섬망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이면서 병원 재

원 일수 증가, 인공호흡기 사용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 증가, 퇴원 시 타 

기관으로의 전원 증가, 삶의 질 저하 및 장기 인지 기능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유

발한다(Salluh et al., 2015; Wilson et al., 2020; Webber et al., 2021). 따라서 

섬망 발생을 예방하고 섬망을 조기 발견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를 위

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ohatgi et al., 2019). 섬망의 부정적 예후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에서 섬망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SCCM]의 Pain, Agitation/Sedation, Delirium, 

Immobility, and Sleep Disruption[PADIS] Guideline(Devlin et al., 2018)은 복합적

인 비약물적 섬망 예방 중재가 섬망 예방 및 섬망 발생 일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구체적 중재 방안으로 지남력 제공, 인지적 자극, 시계 사용, 수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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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조기 재활 및 안경/보청기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동일 가이드라인에서 

섬망 예방 목적으로 Haloperidol, Dexmedetomidine, Antipsychotics, HMG-CoA 

reductase inhibitor 및 Ketamine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섬망 예방을 위한 약물 중재의 경우 현재까지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Delaney et al., 2018) 섬망 예방 효과가 부족하고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Boland et al., 2019). 그 예로 섬망 예방 약물로 가장 

잘 알려진 Haloperidol과 Dexmedetomidine의 경우에도 섬망 예방 효과가 여전히 연구

에 따라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Haloperidol의 경우 추체외로증후군

(extrapyramidal syndrome) 또는 심전도상 QTc 시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Dexmedetomidine의 경우 서맥이나 저혈압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 있으므로 중

환자에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Constantin et al., 2016; Santos et al., 2017;  

Flükiger et al., 2018; Van den Boogaard et al., 2018;  Li et al., 2020).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PADIS guideline은 섬망 예방을 위하여 교정 가능한 섬망 위험 요인 

제거, 수면의 질 향상 및 기동성(mobility) 증가 등의 복합적인 비 약물적 요법을 사

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Devlin et al., 2018). 

한편, 수술은 나이와 더불어 여러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섬망의 위험 요인 중 하

나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 염증성 외상, 감염 및 패혈증 등의 스트레스원은 

Interluekin(IL)-1, IL-1β, IL-6, Tumor necrosis factor(TNF) 및 Prostaglandin E2 

(PGE2) 등의 염증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섬망을 유발할 수 있다(Wilson et al., 

2020). 전신의 염증 반응은 뇌를 포함한 중증 질병 및 장기 기능 부전 상태를 나타내

는 주요 증상으로(Hughes et al., 2012), 이것은 섬망 환자에서 Cortisol, 

CRP(C-reactive protein) 또는 Procalcitonin 수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Vasunilashorn et al., 2017; Kupiec et al., 2020; Ma et al., 2020). 수술

과 더불어 중환자실 입실 자체가 섬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외과 중환자실 

환자는 섬망에 더 취약할 수 있다(Saravana-Bawan et al.,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과 중환자실의 섬망 발생률은 국외의 경우 16-33% (Balas et 

al., 2009; Abelha et al., 2013; Saravana-Bawan et al., 2018; Pavon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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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내의 경우 8.7-63%(이은준 외, 2010; 천유경 & 박정윤, 2017; 박상희 외, 

2020; 윤선영, 2020) 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섬망 발생률을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최

근 섬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러 섬망 연구가 시행되어왔다. 최근 섬망 연구

의 동향을 살펴보면 섬망 발생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김하린, 2015; 천유경 & 박정

윤, 2017; 안지선 외, 2019; 고찬영 외, 2019; 김종란 & 안정아, 2020; 김현화, 

2020; 박소영, 2021), 아형별 섬망 관련 요인 및 임상 결과 관련 연구(박상희 외, 

2020; 윤선영, 2020), 섬망 간호 중재 관련 연구(사공은미 & 김숙영, 2018; 강진선 & 

송효정, 2019; 김지혜 & 김숙영, 2019) 등이 있었다. 기존의 섬망 발생과 관련된 요

인에 대한 연구는 내·외과 구분 없이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김아린, 

2010; 최수정 & 조용애, 2014; 박은정, 2016; 안지선 외, 2019; 고찬영 외, 2019), 

일반 병동(General ward) 환자 혹은 특정 수술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김미선 외, 2018; 노은영 외, 2019; 최운정 외, 2019; 김현화, 2020; 박소

영, 2021). 일부 선행 연구(박윤하, 2014; 윤선영, 2020)는 후향적 조사연구로서 의

무기록으로 당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섬망의 발생 여부와 

관련 요인을 함께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와같이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섬망의 위험 요인이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 중환자실 입실 후 섬망이 발생하기 전까

지 환자의 포괄적 건강학적 상태 변화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외과계 중환자실 입실 후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섬망 발생 여부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료진의 섬망 관련 지식수준의 증가는 적극적인 섬망 간호 수행 및 수준 향상으

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섬망 환자 간호에 앞서 섬망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향미 & 장미영, 2016; 이은영, 2019). 본 연구를 통하여 외과

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섬망 발생률과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섬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섬망 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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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을 확인하고, 섬망 발

생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통해 섬망 발생 예방 및 중재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발생률 및 섬망 발생 시기를 

         확인한다.  

 둘째, 섬망 발생군과 비 발생군의 그룹 간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섬망 발생군에서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3. 용어의 정리 

1) 섬망

 (1) 이론적 정의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에 의하면 섬망은 주의력 결핍을 

동반한 의식 장애, 인지 변화 또는 지각 장애가 수 시간에서 수일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며, 하루에도 증상의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섬망을 진단하기 위해 Ely et al. (2001a)이 개발한 CAM-ICU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ICU)를 Heo et al. (2011)이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CAM-ICU에서 양성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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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중환자실 섬망 발생률과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며, 이를 위해 중환자실 섬망의 특징, 발생률 및 섬망 관련 인자에 대해 전반

적인 고찰을 시행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섬망은 주의력 결핍과 증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의식 변화로 정의되며, 병원에

서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과적 증후군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섬망의 발생률은 일반 병동의 경우 9.5-20.2%(Kratz et al., 2015; Kubota et 

al., 2018), 중환자실의 경우 국외는 30.5-55.8%(Gravante et al., 2021; Kooken et 

al., 2021), 국내는 15.3-63%(박은정 외, 2016; 천유경 외; 2017; 안지선 외, 2019)

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의 섬망 발생률은 일반 병동에 비해 높으며, 특

히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경우 섬망 발생률은 53.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hta et al., 2015).

섬망은 중환자실 입실 후 2일째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박윤하, 2014; Klein 

Klouwenberg et al., 2014; Kim et al., 2018), 일반적으로 약 2-3일간 지속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Pisani et al., 2009; Lin et al., 2015; Lee, Oh et al., 2018). 

하지만 섬망이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는데, Kooken et al. (2021)은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2.8%에서 14일 이상의 섬망 지속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섬망 지속 일

수가 1일 증가할 때 병원 사망률은 3.3배, 1년 사망률은 2.8배 증가하기 때문에(Lee, 

Ju et al., 2018) 섬망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섬망 발생 후 조기 종료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섬망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인공호흡기 사용일수 증가, 병원 및 중환자

실 재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퇴원 시 요양병원 등 타 기관으로의 전원 증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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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 증가 등의 환자 관련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Salluh et al., 2015; Kim et 

al., 2018; 이선희, 이선미, 2019; Kooken et al., 2021). 이뿐만 아니라 섬망으로 

인한 의식 변화나 행동 문제에 의해 낙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환자의 회복

이 늦어져 의료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배재호 외, 2012). 또한 섬망은 장기적 인

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섬망 환자는 섬망 회복 후에도 섬망을 겪지 않은 환자

에 비해 중환자실 입실 1년 후 인지 기능 저하가 지속될 확률이 약 3배 더 높았다

(Wolters et al., 2014). 섬망 경험은 환자의 디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Breitbart et al. (2002)은 중증도의 섬망 환자 약 50%가 섬망 발생 당시를 기억하고 

있으며, 섬망을 기억하는 환자는 회복 후에도 섬망으로 인한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겪

는다고 하였다. 섬망의 발생은 의료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섬망 환자는 다

른 환자들에 비해 공격성, 초조함, 의료진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

울, 수동성 등의 증상을 나타내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 간호에 있어서 많

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Zamoscik et al., 2017).

  하지만 섬망은 조기에 발견하여 원인 요소를 제거할 시 쉽게 해결 가능한 가역적인 

장애이며, 조기에 중재할수록 섬망 발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Inouye et al., 

2015; Wilson et al., 2020). 따라서 정확한 섬망 사정 도구의 사용으로 조기에 섬망

을 진단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guideline은 중환자에게 매일 섬망을 사정할 것과 

CAM-ICU(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Intensive Care Unit)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섬망 도구 사용률은 저조한데, 송은숙과 안숙희(2017)

는 섬망 환자 평가 시 간호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약 88%에 달하며, 섬망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 9%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배재호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섬망으로 정신과에 의뢰된 환자 중 약 12%가 치매나 다른 정신 질환으로 오진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Spronk et al. (2009)은 의료진이 주관적 판단으로 섬망 진단

을 올바르게 할 확률이 의사 28%, 간호사 35%에 불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판단 및 오진을 줄이기 위하여 섬망 사정 도구를 사용한 정확한 섬망 사정이 

필요하며 의료진에게 지속적인 섬망 교육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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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의 DSM-5 분류에 따르면 섬망은 단기간에 걸쳐 발병한 주의력 장애가 지남력 장

애, 기억 결손, 언어 혹은 시공간 능력 장애 등의 부가적 인지 장애를 보이는 경우 

진단하게 된다(APA, 2013). 섬망은 정신운동장애의 양상에 따라 과활동형 섬망, 저활

동형 섬망, 혼재형 섬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활동형 섬망은 초조, 흥분된 모습을 

보이며 종종 신체 활동이 증가된 모습 등을 보이는데 반해, 저활동형 섬망은 기면, 

무기력한 모습을 주로 보이며 활동이나 말 수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종종 우울이나 치매로 오인되기도 한다. 한편 혼재형 섬망에서는 위 두 가지 활

동형 섬망의 특징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Hosker & Ward, 2017). 

  일반적으로 섬망 아형 중 저활동형 섬망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Krewulak et al., 2018), 섬망으로 정신과에 의뢰된 케이스는 과활동형 섬망

이 저활동형 섬망보다 약 4배 더 많았다(배재호 외, 2012). 즉, 섬망의 아형 중 저활

동형 섬망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타 아형보다 예후가 가장 나쁠 뿐 아니라 중증 환자

에게 발생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과활동형에 비해 눈에 덜 띠는 증상의 특성으로 인

해 간과되기가 쉬운 실정이다(Hosker & Ward, 2017; Gual et al., 2018; Krewulak et 

al., 2018). 천영훈과 이상열(2011)은 의료인들이 섬망을 초조, 환각 등의 증상으로

만 잘못 이해하는 경향으로 인해 정확한 섬망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섬망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섬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

어야 한다. 

  2018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SCCM) Guideline은 섬망 발생 예방 및 섬

망 발병 기간 단축을 위하여 복합적인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으로

는 1) 지남력 제공 2) 인지 자극 3) 시계 제공 4) 보청기/안경 제공 5) 수면 증진을 

위해 밤 동안 소등 실시 및 소음 감소 6) 부동(Immobility) 기간 최소화를 위해 조기 

재활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적절한 수분 제공, 섬망 유발 약물 투

여 중단을 통해 섬망을 예방할 수 있다(Neufeld & Thomas, 2013). 

  이상의 중환자실 섬망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통해 섬망이 중환자실에서 흔하게 발

생하는 증후군으로 환자 예후에 부정적 결과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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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망 발생 관련 요인 

  섬망은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과 유발 요인(Precipitating factor)의 복

합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소인 요인은 환자의 기저 요인으로서 섬망 발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Inouye et al., 2014). 고령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잘 알려진 소인 요인 중 하나로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동반 질환, 복합적인 약제 

투여, 인지 기능 저하 등 여러 소인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Inouye 

et al., 2014; Zaal et al., 2015; Tahir et al., 2018, Devlin et al., 2018). 보건

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

이 있었으며, 54.9%는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25.3%는 인지 저하가 있

었으며, 5.6%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한이 있었고 

6.6%는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있었다(이윤경 외, 2020). 

  고혈압, 치매, 인지 장애, 신체 기능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신부전, 심장 

계통 질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의 기저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흡연은 섬망 

발생 위험을 높인다(Inouye et al., 2014; Zaal et al., 2015; Tahir et al., 2018; 

NICE, 2019). Van Rompaey et al. (2009)은 하루 10개피 이상 흡연 시 만성 폐 질환

으로 뇌의 저산소혈증이 유발되어 섬망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기타 환자 

관련 소인 요인으로 낮은 교육 수준, 수술 전 불안, Body mass index(BMI), 고관절 

골절, 응급 수술, 외상, 시·청각 장애와 높은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점수 혹은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y) 점수 등

이 있으며 이는 섬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Inouye et al., 2014; 천유경 & 박정

윤, 2017; Wada et al., 2019, Devlin et al., 2018, NICE, 2019). 

   섬망 유발 요인(Precipitating factor)은 섬망 발생과 관련하여 환자에 유해한 외

부 자극으로서 약물, 치료 관련 요인 및 환경 요인, 신체적 요인, 감염 등이 해당된

다(Inouye et al., 2014). 섬망 발생은 약물 투여와 관련성이 많은데, 섬망의 발생과 

악화 예방을 위해서는 다약제(Polypharmacy) 사용을 주의해야 하며, 약물 투여 전 약

물의 기전과 용량, 상호작용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Garpestad & Dev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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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arcantonio, 2017). 특히 Benzodiazepine, 마약성 진통제, 항히스타민, 항콜

린성 약물, 항정신정 약물, Steroid 등의 약물은 섬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사

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Marcantonio, 2017; Tilouche et al., 2018). 중환자실에서는 

상기 약물 외에도 인공호흡기 적용, 혈역학적 안정상태 유지의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

제와 진정제(Sedatives)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진정제 사용은 섬망 발생 위험을 약 

20배 증가시키며, 만성적으로 사용 시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주어 깊은 수면을 방해

하게 된다(Pulak & Jensen, 2016; Gravante et al., 2021). 마약성 진통제도 섬망 발

생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Meperidine 사용은 섬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Marcantonio, 2017). 중증의 통증은 섬망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진통제 사용

이 필요하지만 의식이 있는 비 섬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시 섬망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섬

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Inouye et al., 2014; Duprey et al., 2021). 

   환자의 영양 상태도 섬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술 전 금식, 낮은 알부민 수

치 및 영양부족 또는 BMI(Body mass index) 30kg/m2 초과의 과체중 상태일 때 섬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Bilotta et al., 2013; Sher et al., 2017).

  또한 수면 장애, 명료하지 않은 의식 상태, 의존적 활동 상태, 비정상적인 혈압, 

맥박 및 호흡, 욕창 위험, 저산소혈증,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 산혈증(acidosis), 

대사성 산증, Insulin 사용, 탈수, 수혈, 고 질소혈증, CRP(C-reactive protein) 증

가, creatinine 증가, 도뇨관, 배액관 혹은 혈관 카테터 유무 등이 섬망 발생과 관련

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Sharma et al.,2012; Inouye et al., 2015; Zaal et al., 

2015; Vasunilashorn et al., 2017; Lee, Oh et al., 2018; Kang et al., 2018; 

Tahir et al., 2018; Gravanta et al., 2021; 이선희 & 이선미, 2019; 안지선 외, 

2019). 특히 비정상적인 혈액 검사 수치는 섬망의 발생 위험을 5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Inouye et al., 2014). 

  한편 수술 관련 요인 중에는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낮은 Hemoglobin, 낮은 

Hematocrit, 낮은 Sodium, 낮은 Albumin 수치 및 수술 시 출혈이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Raats et al., 2016; Lee, Oh et al., 2018; Onum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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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에서는 낙상 예방, 환자의 카테터 제거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신체 억제대가 

흔히 사용되는데(Karabulut & Aktas, 2016),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환자는 신체 억제

대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섬망 발생 확률이 약 10~20배 높다(천유경 & 박정

윤, 2017; 안지선 외, 2019). Pan et al. (2018)은 신체 억제대를 6일 이상 적용한 

환자는 6일 미만으로 적용한 환자보다 섬망 발생률이 약 26배 더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억제대의 적용은 섬망 지속 일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Kooken et al. 

(2021)은 신체 억제대 적용이 14일 이상 지속되는 섬망 발생의 위험을 약 5배 높인다

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과 같이 중환자실 입실 환자는 복합적인 섬망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섬

망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섬망 환자의 소인 요인 및 유발 요

인을 파악하고, 교정 가능한 섬망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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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망 사정 도구의 종류 및 특성  

  NICE guideline은 정확한 섬망 측정과 섬망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섬망 도구를 사용

하여 매일 섬망 여부를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섬망 사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시 섬망이 우울증이나 급성 정신병(Acute psychosis) 등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저활동형 섬망의 경우 과활동형 섬망보다 발견하기가 어려워 섬망 진단을 놓칠 수 있

기 때문이다(Gual et al., 2018). 같은 맥락에서 유럽 마취 학회(European Society 

of Anaesthesiology) 수술 후 섬망 근거 중심 가이드라인은 모든 수술 환자는 회복실

에서부터 수술 후 5일까지 섬망 도구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Aldecoa et 

al., 2017). 

하지만 실제로 섬망 도구 사용률은 저조하다. 미국의 경우 임상에서 약 40%만이 섬

망 도구를 사용하여 섬망을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Morandi et 

al., 2017), 국내 임상 간호사의 경우 섬망 사정 도구 사용률은 7.7%에 불과하였다

(Lee et al., 2007).

  중환자실에서 의식 저하, 기도 삽관 등으로 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섬망 사정 도구에는 CAM-ICU(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ICDSC(Intensive Care Delirium Screening Checklist), CTD(Cognitive 

Test for Delirium), NEECHAM(Neelon and Champagne Confusion Scale) 등이 있다. 현

재 미국정신의학회(APA)의 DSM 5판(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5th edition은 섬

망 진단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위의 모든 도구는 DSM 기준에 근간하여 개발되었다

(Hart et al., 1996; Neelon et al., 1996; Bergeron et al., 2001; Ely et al., 

2001a; Ho et al., 2020).

  CTD(Hart et al., 1996)는 처음으로 중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섬망 도구로, 인공

기도 적용으로 인한 의사소통 제한, 움직임 제한 혹은 협조가 어려운 상태의 환자에

게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영역 1) 지남력, 2) 집중 시간, 3) 기억력, 4) 이해

력, 5) 각성 상태를 평가하게 되며, 총 30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섬망 발

생 가능성이 증가한다(Hart et al., 1996; Kennedy et al., 2003). 이 도구는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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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 뿐 아니라(Coefficient kappa=0.87), 섬망을 치매 등의 타 정신 질환과 구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섬망 사정 도구이지만, 검사에 약 10-15분이 소요되어

(Hart et al., 1996) 바쁜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NEECHAM 혼동척도는 Neelon et al. (1996)이 DSM-III-R을 기반으로 개발한 스크리

닝 도구로, 간호사들이 환자 병상에서 쉽고 빠르게 섬망을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발되었다. 다음의 3가지 영역 1) 과정(인지 기능 관련), 2) 행동(신체 기능 관련), 

3) 생리적 조절 기능(자율 신경계 안정)에 대해 평가하는데 영역 당 각 3가지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9가지의 문항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총 30점으로 구성되며, 

0-19점은 섬망을, 20-24점은 혼동 상태를, 25-30점은 정상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민

감도 95%, 특이도 78%이었고, 관찰자 간 일치도도 높은 수준(Cronbach's alpha=.90)

을 보였다. NEECHAM 혼동척도는 이처럼 신뢰할 만한 도구이지만 측정에 약 7.5-10분 

소요되어 용이성은 다소 떨어진다(Neelon et al., 1996; 이영휘 외, 2013).

  CAM-ICU는 Inouye et al. (1990)이 내과 병동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CAM(Confusion Assessment Method)을 중환자실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섬망 사정 도구이다. 섬망 진단을 위하여 1단계로 Sessler et al. (2002)이 개발한 

리치몬드 흥분/진정 단계(The Richmond Agitation and Sedation Scale, RASS)를 평가

하고, 2단계로 1) 급격한 의식 상태 변화, 2) 주의·집중력 결핍, 3) 비체계적인 사

고, 4) 의식 수준 변화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1)과 2)의 특징을 가지면서 3) 혹은 

4)의 특징 중 한 가지를 보일 시 섬망 양성으로 판단하게 된다. Ely et al. (2001a)

이 개발 당시 CAM-ICU의 민감도는 95-100%, 특이도는 89-93%였으며, Ho et al. 

(2020)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서 Pooled sensitivity는 85%, Pooled 

specificity는 95%이었다. Heo et al. (2011)이 번역한 한국어판 CAM-ICU의 민감도는 

77-90%, 특이도는 72-76%이었다. CAM-ICU는 측정자 간 일치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

용하기 쉬운 도구이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Gélinas et al., 2018).

  ICDSC는 Bergeron et al. (2001)이 개발한 섬망 사정 도구로 CAM-ICU와 마찬가지로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for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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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진단 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CAM-ICU와 더불어 중환자 섬망 사정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Gélinas et al., 2018).  ICDSC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형식의 섬망 사정 도구이며, 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의료진이 관찰한 증

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섬망 체크리스

트는 1) 의식 수준의 변화, 2) 주의·집중력 장애, 3) 지남력 장애, 4) 환각/ 망상/ 

정신증, 5) 정신 운동 흥분 또는 지연, 6) 부적절한 언어 또는 감정, 7) 수면-각성 

주기 장애, 8) 증상 변동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증상이 있을 때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총 8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ICDSC 0점은 섬망 없음, 1-3점은 

아증후군 섬망(Subsyndromal delirium) 그리고 4점 이상은 섬망(Delirium)으로 분류

한다. 개발 당시 민감도 99%, 특이도 64%로 CAM-ICU에 비해 특이도가 다소 낮았으나, 

Ho et al. (2020)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서는 Pooled sensitivity 87%, 

Pooled specificity 91%로 보고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CDSC의 신뢰도 및 타당

도가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중환자에 사용 가능한 섬망 사정 도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으

며, 섬망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섬망 사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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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 입실 다음날부터 

중환자실 퇴실일까지(혹은 입실 최대 5일째까지) CAM-ICU를 사용하여 섬망 발생률, 

섬망 발생 시기 및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전향적 서술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관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사 및 승인 이후 서울 일 대학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중 다음의 선정 기준에 해당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선정 기준 

    첫째,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본 연구에 동의한 자

    둘째, 한국어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셋째,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1 일 이상 재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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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외기준

    

   첫째, 중환자실 입실 후 5일 동안 Stupor 이하의 의식 수준 혹은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RASS) -4 또는 -5가 지속되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자

   둘째, 조사 기간 내 중환자실에 재 입실한 자

   셋째, 중환자실 입실 당시 섬망이 있는 자 

   넷째, 뇌출혈, 뇌종양 등의 신경 계통의 질환이 있는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섬망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CAM-ICU 도구를 사용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2-5일 사이에 섬망이 한 번 이라도 발생한 경우 섬망군으로 분류하고, 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비 섬망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은 

연구 대상자의 중환자실 퇴실 후 전자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본 연구는 Ely 등(2001a)이 개발한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CAM-ICU)를 Heo et al.(2011)이 번역한 한글판 CAM-ICU 도구를 

사용하였다. ICU Delirium and Cognitive Impairment Study Group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글판 CAM-ICU를 사용하였고, 공동 저자인 이상민 교수에게 도구 사용을 허

락받았다. 

  CAM-ICU는 2단계 접근으로 섬망을 사정하는데 1단계는 Sessler et al. (2002)의 

The Richmond Agitation and Sedation Scale(RASS)를 사용한 진정 상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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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S –4, -5는 깊은 진정 상태이므로 평가를 중지하고 추후에 다시 평가하게 되며 

RASS -3에서 +4이면 2단계로 진행한다. 2단계는 섬망 상태 평가로 (1) 급성 정신 상

태 변화가 있고, (2) 주의력 결핍이 있으면서 (3) 비체계적 사고 또는 (4) 의식 수준

의 변화가 있으면 섬망 양성으로 평가하게 된다. 즉 (1)과 (2)의 특성이 있으면서 

(3)또는 (4)의 특성이 있는 경우 섬망으로 평가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성 정신 상태 변화를 사정한다. 지난 24시간 동안 RASS 점수 또는 의식 상

태의 변화가 있었으면 양성이다. 

  둘째, 글자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주의력을 검사한다. 검사자가 환자에게 일상적인 

톤으로 ‘사 아 바 에 아 하 아 아 라 타’라고 순서대로 읽어주면서 ‘아’라는 글

자가 들리면 검사자의 손을 잡게 한다. ‘아’라고 했을 때 환자의 반응이 없거나 다

른 글자에서 검사자의 손을 잡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바르게 반응한 글자마다 1점

씩 점수를 부과하며 10점 만점에 8점 미만이면 양성이다.

  셋째, 비체계적인 사고를 사정한다. ‘돌이 물 위에 뜰 수 있나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사나요?’ 등의 4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하여 각 정답을 맞출 때 1점씩 부여

한다. 다음으로 환자 앞에서 손가락을 펴 보인 후 환자에게 손가락을 따라 펴 보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할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이 특성은 총 5점 만점으로 4점 

미만이면 양성이다. 

  넷째, 의식 수준의 변화를 사정한다. RASS 점수가 0점 이외에는 모두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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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다음 날부터 퇴실일까지 혹은 최대 중환자실 입실일 

5일째까지 CAM-ICU를 하루 1번 측정하여 적어도 한 번 이상 CAM-ICU 양성인 경우 섬

망군으로 분류한다. 섬망 측정을 위해 본 외과계 중환자실 근무 경력 만 6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인 연구자 또는 외과계 중환자실 근무 경력 만 5년 이상의 1명의 보조 연

구원인 경력간호사가 매일 오전 10~11시에 대상자의 CAM-ICU를 측정하였다. 

 연구자 및 보조 연구자는 섬망 측정 훈련을 위하여 Critical Illness, Brain 

Dysfunction, and Survivorship (CIBS) Center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cudelirium.org)에서 제작한 CAM-ICU 섬망 측정 방법 교육 동영상을 반

복 시청하였고, 연구자 간 일치도가 100%가 될 때까지 CAM-ICU 도구 사용을 연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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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계한 증례기록지를 사용하여 의무기록

을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및 치료 관련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의무

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음주력 및 흡연력, 과거 섬망 

경험, 시/청각 장애 여부, 기저 질환, 정신과적 과거력, 입실 경로, 진료과, 중환자

실 입/퇴실일, 중환자실 입실 전 입원일수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으로는 중환자실 재원 전 입원일수, 중환자실 재원일수, 

APACHE II 점수, Body mass index(BMI), 중환자실 입실 전 복용 약물(항콜린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SRI], Tricyclic antidepressant[TCA], 

Statin), 수술 관련 요인(수술 여부, 수술명, 수술 시간, 수술 중 저혈압 유무[SBP 

90mmHg 미만], 수술 중 승압제 사용 여부, 수술 중 출혈량), 중환자실 입실 전 혈액 

검사 수치(Albumin, Sodium, Potassium, Glucose, Hemoglobin), 중환자실 입실 후 혈

액 검사 수치(White blood cell[WBC], Hemoglobin, Hematocrit, Glucose,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lbumin, Total bilirubin, Sodium, Potassium, C-reactive 

protein[CRP], pH, PaCO2, PaO2, Lactate)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치료적 특성으로는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 체온, 혈압 승압제 및 혈압 

강하제 사용 여부, 기계 환기 여부, 산소 공급량, 진정제 및 진통제 사용 여부 및 종

류,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사용 여부, 통증 수준(Numeric pain 

intensity scale), 스테로이드 및 인슐린 사용 여부, 수혈 여부, 신체억제대 사용 여

부, 카테터 유무(중심정맥관, 동맥관, 혈액투석도관, Swan-ganz catheter, 비위관

(Levin tube), 배액관, 흉관, 유치도뇨관), 체외순환 여부, 혈액 투석 여부 등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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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기관 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번호 4-2021-0294)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

을 받은 후 2021년 6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소재 Y 대학병원 외과계 중환자

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 및 제외기준에 맞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 입실 후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 시 비밀보장 및 익명성 보장, 중도 철회 가능성, 

대상자의 권리를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진정 요법 시행 등의 이유

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1부를 제공하였

다.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중환자실 입실 후 다음날부터 퇴실일까지 혹은 입실 후 

최대 5일째까지 하루 한 번 CAM-ICU 측정하였고,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증례기록지를 

작성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

정하였다.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섬망 발생률, 섬망 발생 시기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섬망 발생군과 섬망 비 발생군간 일반적   

    특성 비교는 Chi-squared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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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대상자는 105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5명(61.9%), 여자가 40명(38.1%)이었고 나이는 평균 60.12±12.67세이었다. 

학력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50명(51%),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8명(49%)로 유사하

였다.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는 대상자는 각각 47명(44.8%)으로 동일하였다. 기저 질

환은 고혈압이 48명(45.7%)로 질환 중 가장 많았다. 섬망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2

명(1.9%)이었다. 시력 장애는 6명(5.7%), 청각 장애는 4명(3.8%)에서 관찰되어 대부

분의 대상자는 시력 또는 청력 장애가 없었다. 입실 경로는 일반 병동을 통한 입실이 

94명(89.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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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05)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65(61.9)

Female 40(38.1)

Age(year) 60.12±12.67

Education ≥ College 50(51.0)

≤ High school 48(49.0)

Drinking Yes 47(44.8)

No 58(55.2)

Smoking Yes 47(44.8)

No 58(55.2)

Delirium history Yes 2(1.9)

No 103(98.1)

Visual difficulty Yes 6(5.7)

No 99(94.3)

Hearing difficulty Yes 4(3.8)

No 101(96.2)

Comorbidity (yes) Hypertension 48(45.7)

Diabetes mellitus 29(27.6)

Liver disease 24(22.9)

Renal disease 13(12.4)

Heart disease 10(9.5)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94(89.5)

ER/Delivery room/ Others 7(6.7)

Other ICU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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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중환자실 입실 전 병원 재원일수는 

평균 6.72±10.09일이었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평균 3.40±2.74일이었다. 

  진료과 중에는 이비인후과/구강악안면외과 환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22.9%), 

다음으로 이식외과 및 흉부외과가 각 23명(21.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형외과 환

자가 8명(7.6%)이었다. 기타 과에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안과를 포함하였

고 25명(23.8%)이었다.

  대상자들의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이내 측정하게 되는 APACHE II 점수는 평균  

17.72±8.22점이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평균 23.59±4.57kg/m2이었으

며, 중환자실 입실 전 Statin을 투여한 환자는 26명(24.8%)이었다. 

  대상자의 대다수인 97명(92.4%)은 중환자실 입실 전 수술을 시행하였다. 67명

(69.1%)의 대상자가 수술 중 저혈압(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을 경험하였으며, 75명

(77.3%)은 수술 중 승압제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수술 시간은 약 8시간

(474.33±210.33분)이었으며, 수술 중 출혈량은 평균 1699.38±4756.22m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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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05)

ENT: Otorhinolaryngology; OMS: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S: Chest surgery; 

OS: Orthopedic surgery; GS: Gastrointestinal surgery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Length of hospital stay before ICU(day) 6.72±10.09

Length of ICU stay(day) 3.40±2.74

Departments ENT/OMS 24(22.9)

Transplantation surgery 23(21.9)

CS 23(21.9)

OS 8(7.6)

General Surgery 2(1.9)

Others 25(23.8)

APACHE II score 17.72±8.22

BMI 23.59±4.57

Statin use 
(Before ICU admission)

Yes 26(24.8)

No 79(75.2)

Operation Yes 97(92.4)

No 8(7.6)

Low blood pressure during 
operation (SBP<90mmHg)

Yes 67(69.1)

No 30(30.9)

Use of inotropics during 
operation

Yes 75(77.3)

No 22(22.7)

Blood loss during operation(ml) 1699.38±4756.22

Operation time (min) 474.33±210.33

Serum laboratories (Before ICU admission)

   Albumin ≥3.3g/dL 77(73.3)

<3.3g/dL 28(26.7)

   Sodium 135-145mmol/L 87(82.9)

<135 or >145mmol/L 18(17.1)

   Glucose 80-200mg/dL 78(74.3)

<80 or >200mg/dL 27(25.7)

   Hemoglobin ≥13g/dL 37(35.6)

<13g/dL 6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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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망 발생률 및 섬망 발생 시기

  대상자 105명 중 CAM-ICU 양성인 대상자는 20명(19%), 음성인 환자는 85명(81%)이

었다. 섬망 발생 시기는 <Table 3>과 같다. 날짜별로 섬망 측정이 가능했던 환자는 

중환자실 재원일수 2일째에 94명, 3일째 37명, 4일째 32명, 5일째 18명이었다. 중환

자실 입실 2~5일 중 섬망이 발생하는 시기는 평균 2.30±0.57일이었고, 중환자실 입

실 2일째에 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75%). 

<Table 3> Onset day of delirium in patients                          

CAM-ICU positive 

n(%) Mean±SD

ICU day 2 (n=94) 15(75.0)

2.30±0.57
ICU day 3 (n=37) 4(20.0)

ICU day 4 (n=32) 1(5.0)

ICU day 5 (n=1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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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일반적, 임상적 및 치료적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 섬망군은 20명, 비 섬망군은 85명이었고,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Table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과거 섬망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2=8.665, p=.035). 한편, 대상자의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음주력, 흡연력, 시

/청각 장애, 입실 경로, 기저 질환 및 진료과에 따라서는 섬망 발생군과 비 발생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진료과 중 

섬망이 발생한 환자는 이식외과 환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흉부외과의 섬망 환자 

5명 중 4명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이었다.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임상적 특성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섬망군에서 중환자실 

입실 전 입원일수(t=-3.286, p=.004) 및 중환자실 재원일수(t=-2.874, p=.009)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 APACHE 점수가 더 높았다(t=-4.775, p<.001). 한편, 

중환자실 입실 전 Statin 복용 여부의 경우 섬망군에서 Statin 복용 1명(5%), 미 복

용 19명(95%)로 Statin 복용 대상자에서 섬망 발생률이 더 낮았다(χ2=5.179, 

p=.022). 중환자실 입실 전 혈액 검사에서는 섬망 군에서 Albumin 3.3g/dL 미만(χ

2=18.565, p<.001), Sodium 135mmol/L 미만 혹은 145mmol/L 초과(χ2=5.546, p=.042), 

Hemoglobin 13g/dL 이하(χ2=4.574, p=.032)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BMI, 중환자실 입실 전 Glucose와 수술 관련 요인 중 수술 여부, 수술 중 승

압제(Inotropics) 사용 여부, 수술 중 저혈압 유무, 수술 중 예상 출혈량(Blood 

loss)은 섬망군과 비 섬망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환자실 입실 후 

혈액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혈액 검사 중 Hemoglobin 10g/dL 미만(χ2=5.404, 

p=.020), Hematocrit 30% 미만(χ2=7.969, p=.005) 상태는 섬망 발생과 유의하게 관

련이 있었다. 일반 화학 검사 중 Albumin 3.0g/dL 미만(χ2=6.442, p=.019), ALT 

50IU/L 이상(χ2=4.978, p=.026), Total bilirubin 1.8mg/dL 이상(χ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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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0), BUN 25mg/dL이상(χ2=7.706, p=.006), Creatinine 1.2mg/dL 이상(χ2=6.176, 

p=.026), Glucose 80mg/dL 미만 혹은 200mg/dL 초과(χ2=8.418, p=.010), Potassium 

3.5mmol/L 미만 혹은 5.5mmol/L 초과(χ2=7.059, p=.024) 상태는 섬망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전신의 염증을 반영하는 CRP(C-reactive protein)는 75mg/L 이상(χ

2=4.546, p=.033)일 때 섬망군과 비 섬망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PaO2가 83mmHg 미만일 때(χ2=5.621, p=.048) 섬망 발생과 유의

한 관계가 있었다. 한편, AST, Sodium, pH 및 lactate는 섬망 발생 여부와 유의한 관

련이 없었다.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치료 관련 요인 비교는 <Table 6>과 같다. 기계 환기 적용

(χ2=17.028, p<.001), 산소 공급량(χ2=25.142, p<.001), 진정제 사용(χ2=11.115, 

p<.001), 마약성 진통제 사용(χ2=6.003, p=.014), PCA 사용(χ2=10.933, p<.001), 

Steroid 사용(χ2=4.228, p=.040), 승압제 사용(χ2=9.945, p=.002)은 섬망 발생과 유

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PCA 사용 환자에서 낮은 섬망 발생 빈도가 관찰되었다. 

산소 공급량은 O2 mask, Nasal cannula, High flow nasal cannula 또는 기계 환기 등

을 통해 제공되는 산소량을 L/min의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섬망군은 모두 

5L/min 이상의 산소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 억제대 적용(χ2=24.578, 

p<.001)과 수혈 여부(χ2=10.323, p=.003)는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카테터 중

에는 중심정맥관(t=-3.825, p=.006) 및 동맥관(t=-2.704, p=.012)의 개수와, 

Swan-ganz catheter(χ2=7.034, p=.022), 비위관(Levin tube)(χ2=7.432, p=.006) 유

무는 섬망 발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배액관 및 흉관 개수, 도뇨관, 인

슐린 사용, 투석 여부는 섬망 발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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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N=105)

† Fisher’s exact test; ENT: Otorhinolaryngology; OMS: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S: Chest surgery; OS: Orthopedic surgery; GS: Gastrointestinal surgery 

Variables Categories Delirium 
group
(n=20)

Non-delirium 
group 
(n=85)

 χ2 or 
t

p

N(%) or M±SD

Gender Male 13(65.0) 52(61.2) .100 .751

Female 7(35.0) 33(38.8)

Age (year) 58.85±13.89 60.42±12.43 .498 .619

Education ≤ High school 12(66.7) 36(45.0) 2.760 .097

≥ College 6(33.3)) 44(55.0)

Drinking Yes 9(45.0) 38(44.7) .001 .981

No 11(55.0) 47(55.3)

Smoking Yes 10(50.0) 37(43.5) .274 .601

No 10(50.0) 48(56.5)

Delirium history Yes 2(10.0) 0(0) 8.665 .035†

No 18(90.0) 85(100)

Visual difficulty Yes 2(10.0) 4(4.7) .842 .321†

No 18(90.0) 81(95.3)

Hearing 
difficulty

Yes 1(5.0) 3(3.5) .096 .576†

No 19(95.0) 82(96.5)

Comorbidity
(yes)

Hypertension 8(40.0) 40(47.1) .325 .569

Liver disease 8(40.0) 16(18.8) 4.118 .072†

Diabetes
 mellitus

5(25.0) 24(28.2) .085 .771

Heart disease 2(10.0) 8(9.4) .007 1.000†

Renal disease 2(10.0) 11(12.9) .129 1.000†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15(75.0) 79(92.9) 5.641 .057†

E R / D e l i v e r y 
room/Others 

3(15.0) 4(4.7)

Other ICU 2(10.0) 2(2.4)

Departments ENT/OMS 4(20.0) 20(23.5) 6.561 .255†

Transplantation 
surgery

8(40.0) 15(17.6)

CS 5(25.0) 18(21.2)

OS 1(5.0) 7(8.2)

GS 0(0.0) 2(2.4)

Others 2(10.0) 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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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N=105)

† Fisher’s exact test

Variables Categories N(%) Delirium 
group

(n=20 )

Non-delir
ium group 

(n=85)

χ2 or t p

N(%) or M±SD

Length of hospital stay before ICU (day) 17.21±16.8
0

4.38
±5.82

-3.286 .004

Length of ICU stay(day) 5.80±4.54 2.84
±1.71

-2.874 .009

APACHE II score 24.90±6.84 16.04
±7.61

-4.775 <.001

BMI 24.67±6.92 23.33
±3.83

-1.182 .240

Statin use 
(before ICU
 admission)

Yes 26(24.8) 1(5.0) 25(29.4) 5.179 .022†

No 79(75.2) 19(95.0) 60(70.6)

Operation Yes 97(92.4) 17(85.0) 80(94.1) 1.912 .175†

No 8(7.6) 3(15.0) 5(5.9)

Use of 
Inotropics 

during operation

Yes 75(77.3) 15(93.8) 60(74.1) 2.950 .109†

No 22(22.7) 1(6.3) 21(25.9)

Hypotension 
during operation
(SBP<90mmHg)

Yes 67(69.1) 14(87.5) 53(65.4) 3.046 .137†

No 30(30.9) 2(12.5) 28(34.6)

Blood loss during operation 2682.35
±2549.63

1490.5
±5091.26

-.938 .351

Serum laboratories (Before ICU admission) 

 Albumin
  (g/dL)

≥3.3 77(73.3) 7(35.0) 70(82.4) 18.565 <.001 

<3.3 28(26.7) 13(65.0) 15(17.6)

 Sodium
  (mmol/L)

135-145 87(82.9) 13(65.0) 74(87.1) 5.546 .042†

<135or>145 18(17.1) 7(35.0) 11(12.9)

 Glucose
  (mg/dL)

80-140 78(74.3) 18(90.0) 74(87.1) .129 1.00†

<80 or>140 27(25.7) 2(10.0) 11(12.9)

 Hemoglobin
  (g/dL)

>13.0 37(35.6) 3(15.0) 34(40.5) 4.574 .032

≤13.0 67(64.4) 17(85.0) 50(59.5)

Serum laboratories(After ICU admission)

 Hemoglobin
  (g/dL)

≥10.0 56(53.3) 6(30.0) 50(58.8) 5.404 .020

<10.0 49(46.7) 14(70.0) 35(41.2)

 Hematocrit
  (%)

≥30 56(53.3) 5(25.0) 51(60.0) 7.969 .005

<30 49(46.7) 15(75.0) 34(40.0)

 Albumin
  (g/dL)

≥3.0 88(83.8) 13(65.0) 75(88.2) 6.442 .019†

<3.0 17(16.2) 7(35.0) 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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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con’t 

† Fisher’s exact test

Variables Categories n(%) Delirium 
group

(n=21 )

Non-deli
rium 

group(n=
88)

χ2 
or t

p

N(%) or M±SD

 ALT
  (IU/L)

<50 74(70.5) 10(50.0) 64(75.3) 4.978 .026

≥50 31(29.5) 10(50.0) 21(24.7)

 AST
  (IU/L)

<40 58(55.2) 8(40.0) 50(58.8) 2.320 .128

≥40 47(44.8) 12(60.0) 35(41.2)

Total bilirubin
  (mg/dL)

<1.8 79(75.2) 11(55.0) 68(80.0) 5.431 .040†

≥1.8 26(24.8) 9(45.0) 17(20.0)

 BUN
  (mg/dL)

<25 74(70.5) 9(45.0) 65(76.5) 7.706 .006

≥25 31(29.5) 11(55.0) 31(29.5)

 Creatinine
  (mg/dL)

<1.2 84(80.0) 12(60.0) 72(84.7) 6.176 .026†

≥1.2 21(20.0) 8(40.0) 13(15.3)

 Glucose
  (mg/dL)

80-200 93(88.6) 14(70.0) 79(92.9) 8.418 .010†

<80 or >200 12(11.4) 6(30.0) 6(7.1)

 Sodium
  (mmol/L)

135-145 96(91.4) 16(80.0) 80(94.1) 4.118 .065†

<135 or >145 9(8.6) 4(20.0) 5(5.9)

 Potassium
  (mmol/L)

3.5-5.5 98(93.3) 16(80.0) 82(96.5) 7.059 .024†

<3.5 or >5.5 7(6.7) 4(20.0) 3(3.5)

 CRP
  (mg/L)

<75 68(65.4) 9(45.0) 59(70.2) 4.546 .033

≥75 36(34.6) 11(55.0) 25(29.8)

 pH 7.35-7.45 80(76.9) 12(60.0) 68(81.0) 3.995 .073†

<7.35 or >7.45 24(23.1) 8(40.0) 16(19.0)

 PaO2
  (mmHg)

≥83 99(95.2) 17(85.0) 82(97.6) 5.621 .048†

<83 5(4.8) 3(15.0) 2(2.4)

 Lactate
  (mmol/L)

≤2.2 89(88.1) 15(75.0) 74(91.4) 4.099 .058†

>2.2 12(11.9) 5(25.0)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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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rapeut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N=105)

†Fisher’s exact test

Variables n(%) Delirium 
group
(n=20 )

Non-delir
ium group 
(n=85)

χ2 or 
t

P

N(%) or M±SD
Mechanical
 Ventilator use

Yes 46(43.8) 17(85.0) 29(34.1) 17.028 <.001

No 59(56.2) 3(15.0) 56(65.9)

O2 supply
(L/min)

None 12(11.4) 0(0.0) 12(14.1) 25.142 <.001†

1-4 36(34.3) 0(0.0) 12(14.1)
5-8 51(48.6) 16(80.0) 35(41.2)
≥9 6(5.7) 4(20.0) 2(2.4)

Sedative use Yes 44(41.9) 15(75.0) 29(34.1) 11.115 <.001

No 61(58.1) 5(25.0) 56(65.9)

Narcotics use Yes 64(61.0) 17(85.0) 47(55.3) 6.003 .014

No 41(39.0) 3(15.0) 38(44.7)

PCA use Yes 39(37.1) 1(5.0) 38(44.7) 10.933 <.001

No 66(62.9) 19(95.0) 47(55.3)

Steroid use Yes 37(35.2) 11(55.0) 26(30.6) 4.228 .040

No 68(64.8) 9(45.0) 59(69.4)

Inotropics use Yes 41(39.0) 14(70.0) 27(31.8) 9.945 .002

No 64(61.0) 6(30.0) 58(68.2)

Insulin use Yes 56(53.3) 13(65.0) 43(50.6) 1.351 .245

No 49(46.7) 7(35.0) 42(49.4)

Physical
restraint

Yes 43(41.0) 18(90.0) 25(29.4) 24.578 <.001

No 62(59.0) 2(10.0) 60(70.6)

Transfusion Yes 24(22.9) 10(50.0) 14(16.5) 10.323 .003†

No 81(77.1) 10(50.0) 71(83.5)

Hemodialysis Yes 5(4.8) 2(10.0) 3(3.5) 1.495 .241†

No 100(95.2) 18(90.0) 82(96.5)

Catheter, Drainages (each)

   Central Catheter 1.90±0.97 1.21±0.66 -3.825 .006

   Arterial catheter 1.45±0.51 1.12±0.42 -2.704 .012

   Hemovac 2.35±1.50 1.73±1.21 -1.971 .051

   Chest tube 0.95±1.701 0.36±0.90 -1.491 .150

 Swan-ganz     
 catheter

Yes 20(19.0) 8(40.0) 12(14.1) 7.034 .022†

No 85(81.0) 12(60.0) 73(85.9)

 Levin tube Yes 45(42.9) 14(70.0) 31(36.5) 7.432 .006

No 60(57.1) 6(30.0) 54(63.5)

 Foley catheter Yes 104(99.0) 20(100.0) 84(98.8) .238 1.000†

No 1(1.0) 0(0.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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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ACHE II 점수에 따른 섬망군, 비 섬망군의 임상적 특성 비교 

    환자 중증도에 따른 섬망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APACHE II 점수 평균이 

17.72±8.22점인 것을 고려하여 APACHE II 17점 이상 환자의 섬망 여부에 따른 특성

을 분석하였다. 전체 섬망 환자 20명 중 18명(90%)은 APACHE II 17점 이상에 해당하

였으며, APACHE II 17점 이상 환자 56명 중 섬망군은 18명(32.1%), 비 섬망군은 38명

(67.9%)이었다. APACHE II 점수 17점 이상 군에서 섬망 유무에 따른 APACHE II 점수

를 살펴보면 섬망군에서 평균 26.39±5.14점, 비 섬망군에서 23.18±4.82점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276, p=.027). 

  APACHE II 점수에 따라 섬망 지속 일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Table 7). APACHE II 

17점 미만 군에서는 49명 중 2명(4.1%)에서 섬망이 발생하였으며 2일 이상 지속되는 

섬망은 없었다. APACHE II 17점 이상 군에서는 56명 중 17명(30.4%)에서 섬망이 발생

하였으며, 섬망이 1일 지속된 대상자는 12명(85.7%), 2일 이상 지속된 대상자는 5명

(100%)이었다.

  섬망군, 비 섬망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Table 8>과 같다. 중환자실 

입실 전 Serum Albumin 3.3g/dL 미만(χ2=7.452, p=.006), 중환자실 입실 후 Serum 

Albumin 3.0g/dL 미만(χ2=7.999, p=.008), 수술 중 저혈압 유무(χ2=5.295, p=.040), 

신체 억제대 유무(χ2=4.648, p=.031), 산소 공급량(χ2=12.444, p=.002)은 섬망군과 

비 섬망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섬망군의 중환자실 입실 전 병원 재

원일수(t=-2.448, p=.024)와 중환자실 재원일수(t=-2.631, p=.011)가 비 섬망군 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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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uration of delirium depending on the APACHE II score

(N=105)

<Table 8>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non-delirium and delirium 

group depending on the severity (APACHE II≥17)

(N=56)

† Fisher’s exact test

Variables n(%) Delirium 
group

(n=18 )

Non-delir
ium group 
(n=38)

χ2 or 
t

P

N(%) or M±SD
Albumin
(before ICU
  admission)

≥3.3g/dL 36(64.3) 7(38.9) 29(76.3) 7.452 .006

<3.3g/dL 20(35.7) 11(61.1) 9(23.7)

Albumin
(After ICU       
  admission)

≥3.0g/dL 46(82.1) 11(61.1) 35(92.1) 7.999 .008†

<3.0g/dL 10(17.9) 7(38.9) 3(7.9)

Hypotension
during operation

Yes 36(70.6) 14(93.3) 22(61.1) 5.295 .040†

No 15(29.4) 1(6.7) 14(38.9)

Physical 
restraint

Yes 17(30.4) 2(11.1) 15(39.5) 4.648 .031

No 39(69.6) 16(88.9) 23(60.5)

O2 supply
(L/min)

무 4(7.1) 0(0.0) 4(10.5) 12.444 .002

1-4 12(21.4) 0(0.0) 12(31.6)

5-8 36(64.3) 15(83.3) 21(55.3)

≥9 4(7.1) 3(16.7) 1(2.6)

Length of hospital day before ICU 
admission(day)

16.50±16.99 6.29±7.84 -2.448 .024

Length of ICU stay(day) 6.06±4.70 3.63±2.24 -2.631 .011

APACHE II score n(%) Duration of delirium
 n(%)

χ2 p

None 1 day ≥2 days

<  17 49(46.7) 47(54.7) 2(14.3) 0(0.0) 12.476 <.001

≥ 17 56(53.3) 39(45.3) 12(85.7)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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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발생률과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현재까지 수술 후 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 전에 섬망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Bettelli & Neuner, 2017),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과계 중

환자실 환자의 섬망 관련 위험 인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섬망 발생률 및 섬망 발생 시기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은 19%이었다. 본 연구의 섬망 발생률은 외과 

중환자실 대상 선행 연구 중 국외에서 18%(Bilge et al., 2015), 국내에서 15.5-22%

(유미영 외, 2008; 이은준 외, 2010; 박상희 외, 2020)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였

다. 한편 Gravante et al.(2021)의 내·외과 등 여러 진료과가 포함된 중환자실 환자

의 섬망 발생률인 55.8%보다 낮은 수치였다. 본 연구와 해당 연구의 평균 나이는 약 

60세, APACHE II 평균 점수는 약 17점으로 환자 특성이 유사하였지만, 해당 연구의 

진료과별 섬망 발생률은 내과 환자의 72%, 외과 환자의 25%이었다. 이는 진료과에 따

른 환자 특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내과 환자의 섬망 발생률이 

외과 환자보다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안지선 외, 2019). 

  본 연구기관의 중환자실에서는 2년 이상 섬망 도구(Intensive Care Delirium 

Screening Checklist[ICDSC])를 사용하여 정규적으로 섬망을 사정하고 있다. 또한, 

섬망 예방을 위해 진료과에서는 가능한 매일 SAT(Spontaneous Awakening Trials), 

SBT(Awakening and Breathing Trials)를 시도하며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제공하고 있

다. 간호 단위에서는 섬망 및 통증 사정, 지남력 정보 제공, 평소 시/청각 보조 기구 

사용자의 감각 박탈 예방을 위해 안경 또는 보청기 착용 도움, 수면 환경 증진을 위

해 밤 시간 동안 검사 및 처치 최소화와 이마 체온계 사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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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타 연구에 비해 섬망 발생률이 낮은 것은 의료진들의 섬망 예방을 위한 적

극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CDSC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섬망 사정 도구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ICDSC를 사용한 섬망 발생 위험 요인에 대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추후 ICDSC를 사용한 

섬망 연구를 제안한다. 

  연구 대상자는 평균 2.30±0.57일에 섬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섬망이 중환자실 

입실 2일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박윤하(2014)와 천유경과 박정윤(2017)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중환자실 섬망은 대부분 입실 5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Dubois et al., 2001), 발생 시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입실 3일째 이후 발생한 섬망 환자 5명 중 4명은 섬망 발생일 전

날까지 진정제 사용으로 의식 수준이 RASS –4 이하의 상태가 유지되어, 입실 2일째의 

섬망 사정이 불가한 상태이었다. 진정제 및 진통제에 의해 유도된 혼수 상태(drug 

induced coma)는 섬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Ouimet et al., 2007), 섬망 

발생 시점과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일반적 특성 

  나이는 선행 연구(Zaal et al., 2015; NICE, 2019; Wilson et al., 2020)에서 가장 

중요한 섬망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효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평균 나이가 60세로 선행 연구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섬망군 중 60%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평균 나이 약 50세의 비교적 낮은 연령에

도 섬망에 취약하다는 최순호 외(2007), 조옥희 외(200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

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저 질환과 시/청각 장애, 음주력, 흡연력은 

섬망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Inouye et al. (2015), Hessler et al. 

(2015), Wilson et al. (202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교육 수준도 섬망 

발생 여부에 유의하지 않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섬망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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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박정윤(2017)의 연구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섬망군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 처

리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자 대부분이 계획된 수술 전 금연과 금주

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과거 섬망 경험 유무는 섬망군과 비 섬망군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35), 이는 Wilson et al. (20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과거 섬망 경험을 가진 대상자가 2명으로 그 수가 적었

기 때문에 확대 해석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임상적 특성 

  여러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재원일수가 섬망군에서 유의하

게 길었으며(5.80±4.54 vs 2.84±1.71, p=.009), APACHE II 점수가 섬망군에서 유의

하게 더 높아(24.90±6.84 vs 16.04±7.61, p<.001) Salluh et al. (2015)과 

Gravante et al. (202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섬망군의 중환자실 

입실 전 입원일수가 더 길었는데(17.21±16.80 vs 4.38±5.82, p=.004) 이는 병원 입

원일수 증가에 따른 섬망 위험 인자에 노출이 증가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환자실 입실 전 복용한 약물 중에는 Statin을 복용한 환자에서 섬망 발생 빈도가 

더 낮았다(p=.022). 아직까지 섬망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말

초의 염증이 섬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이다(Wilson et al., 

2020). Statin은 지질(Lipid)을 낮춰 심장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Statin의 항 염증 등의 작용이 섬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

였다(Morandi et al., 2014; Page et al.,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Serum cholesterol 수치 및 Statin 복용 기간을 수집하지 않아 섬망 발생 전, 후의 

상황을 고려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아직까지 섬망 예방을 위한 약물 요법에 대한 근

거는 부족한 실정이며(Delaney et al., 2018), Statin 복용과 섬망 예방이 섬망과 관

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Vallabhajosyula et al., 2017)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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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한계점을 반영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술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수술 여부는 섬망 발생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 중 97명(92%)이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통계적 처리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중 승압제 사용 여부, 수술 중 

저혈압 유무 및 수술 중 출혈량은 섬망군과 비 섬망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효

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중 승압제를 사용한 환자 중 섬망군이 더 많았고(93.8% vs 

74.1%), 수술 중 저혈압(SBP<90mmHg) 발생 환자 중 섬망군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87.5% vs 65.4%), 섬망군의 수술 중 출혈량이 더 많았다(2682.35±2549.63ml vs 

1490.5±5091.26ml). 선행연구를 통해 수술 중 저혈압 발생, 승압제 투여 및 출혈량

증가는 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Shi et al., 2015; Rudiger 

et al., 2016; Wachtendorf et al., 2021) 해당 요인을 가진 환자는 섬망 발생에 더

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환자실 입실 전 혈액 검사 중 Albumin(p<.001), Sodium(p=.042), Hemoglobin 

(p=.032)이 섬망군과 비 섬망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Zhu et al. (2020)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따르면 수술 전 Albumin, Hemoglobin 저하 또는 저나

트륨혈증은 섬망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Sodium 수치에 대해 저

나트륨혈증 또는 고나트륨혈증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Wang et al. (2016)은 수술 전 Serum 

albumin 수치 4g/dL 이상, Hemoglobin 12g/dL 이상의 상태는 수술 후 섬망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술 전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섬망 위험을 예견

하고, 조기에 교정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환자실 입실 

후 혈액 검사에서 Hemoglobin(p=.020), Hematocrit(p=.005), Albumin(p=.019), 

ALT(p=.026), Total bilirubin(p=.040), BUN(p=.006), Creatinine(p=.026), 

Glucose(p=.010), Potassium(p=.024), CRP(p=.033), PaO2(p=.048)는 섬망군과 비 섬

망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저산소혈증, 빈혈, 간

기능 부전, 급성 신장 손상, CRP 증가 등이 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Inouye et 

al. (2015), 고찬영 등(2019), Wilson et al. (2020)과 Amano et al. (202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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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는 결과이었다.

4.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치료적 특성  

  기계 환기 적용은 섬망 발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이는 기계 

환기가 섬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Zaal et al., 2015; 

천유경 & 박정윤, 2017; Rahimi-Bashar et al., 2021). 기계 환기는 섬망 발생의 위

험 요인일 뿐 아니라 섬망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섬망은 기계 환기 적용일수 

연장을 유발할 수 있다(Zhang et al., 2013). 또한, 산소 공급량은 섬망군과 비 섬망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섬망군은 모두 인공호흡기나 산소 마스크 

등으로 산소 농도 5L/min 이상 투여 중인 상태였다. 산화 대사작용의 손상은 섬망 발

생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Seaman et al., 2006), 고농도 산소 투여를 요하는 환

자는 섬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섬망 발생은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진정제 사용(p<.001)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p=.014)은 섬망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기계 환기 시 환

자 호흡과 기계의 충돌(fighting) 예방을 위해 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천유경과 박정윤(2017)의 보고에 따르면 진정제 사용은 섬망 위험

을 36배,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섬망 위험을 13배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진정제 

중에서도 Benzodiazepine은 섬망 발생 위험이 높은 약물이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

하다(Devlin et al., 2018). 한편, 섬망은 감염, 염증, 약물 독성 및 비정상적인 대

사(metabolic abnormality)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스트레스원(stressor)에 의하여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때 통증 또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섬망 발생 위

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Sampson et al., 2020). 따라서 수술 후 섬망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PCA를 투여한 환자에서 섬망 발생 빈도가 유의하

게 낮았는데, 본 외과계 중환자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PCA를 

투여하고 있으며, PCA를 통한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섬망 예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예상된다. IV PCA 투여는 섬망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H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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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2014), 본 연구는 epidural PCA와 IV PCA 사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추후 PCA 종류에 따른 섬망 발생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nouye et al. (2015)은 마약성 진통제에 비하여 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섬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ang et al. (2019)은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를 제외한 비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섬망 발생 위험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통제 선택 시 대상자의 섬망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섬망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다른 약물로는 스테로이드 사용

(p=.040)과 수술 후 승압제 사용(p=.002)이 있었다. Corticosteroid는 광범위한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부신 기능 부전, 기도 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장기 

이식 등에 사용된다(Taylor et al., 2005; Britt et al., 2006; 이상길 & 유정암, 

2017). 적절한 스테로이드 요법은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 스테

로이드 사용이 섬망 발생 위험을 1.5-2.8배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으므로 사용에 주

의가 필요할 것이다(Schreiber et al., 2014; Tilouche et al., 2018). 또한, 수술 

후 승압제 사용은 섬망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섬망 지속(persistent 

delirium)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Lee, Oh et al., 2018; Lee, Ju et 

al., 2018) 승압제 사용 환자는 지속적인 섬망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억제대 적용과 섬망 발생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치료적 요인 

중 하나로(천유경 & 박정윤, 2017; 안지선 외, 2019), 본 연구에서도 신체 억제대 적

용이 섬망군과 비 섬망군간의 차이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 억제대 적용률은 41%로 국내 34.3%-４6.4%(Choi & 

Song, 2003; 김미연, 2010), 유럽 33%(Benbenbishty et al., 2010)보다 높은편 이었

다. 국내의 한 보고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를 적용한 환자는 비 적용 환자보다 발적, 

부종 등의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불안 및 분노 등의 정신적 문제를 더 경험한다고 하

였다(이미미 & 김금순, 2012). 신체 억제대 적용 목적은 치료 도구 제거 방지, 낙상 

예방 등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동일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우발적 자

가 치료 도구 제거에는 신체 억제대 적용군과 비 적용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였다. 따라서 섬망 및 기타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신체 억제대를 관습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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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기계 환기, 진정제 및 마약성 진

통제 투여 및 억제대 적용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각각의 요인은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인들의 적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혈은 섬망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3) 수혈이 섬망 발생 위험

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Lee, Oh et al., 2018; Wilson et al., 

2020). 특히 1L 이상의 대량 수혈은 섬망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Behrends et al., 2013).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수혈이 섬망을 예방한다

는 상반된 보고도 있으므로(van der Zanden et al., 2016) 수혈과 섬망의 관계에 대

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카테터 관련 요인과 섬망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심정맥관 

개수(p=.006), 동맥관 개수(p=.012), Swan-ganz catheter(p=.022), 비위관(Levin 

tube)(p=.006) 보유는 섬망 발생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서 카테터 삽입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섬망군에서 배액관(Hemovac), 흉관(Chest tube)의 보

유 개수가 더 많았다. 한편 도뇨관의 경우 대상자의 99%에서 보유하고 있어 통계적 

처리에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동맥관, 배액관, 흉관, 유치도뇨관 보유 여

부는 섬망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천유경과 박정윤(2017)의 연구를 

지지하였으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혈관 카테터, 도뇨관, 비위관 등이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박윤하, 2014; 고찬영 외, 2019; Xing et 

al., 2019) 섬망 예방을 위하여 카테터 유지 필요성을 매일 사정하고, 사용 목적이 

끝날 시 조기에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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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건강학적 요인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점수는 중환자의 건

강상태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며, 섬망 발생과의 관련성이 높아 

섬망 예측 모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Che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APACHE II 점수는 비 섬망군 16.04±7.61점, 섬망군 24.90±6.84

점으로 섬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APACHE II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Gravante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전체 

섬망 환자 20명 중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는 간 이식 8명, 폐 이식 4명으로 총 12명

(60%)이었는데,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중증도가 높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섬망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섬망 발생 위험이 더 높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섬망 발생 일수가 2일 이상 지속되었던 대상자는 모두 APACHE II 점수 

17점 이상이었다. Kooken et al. (2021)은 장기간 섬망이 유지된 환자에서 기계 환기 

일수 증가, 병원 재원일수 증가, 중환자실 재입실 증가 및 사망률 증가 빈도가 장기

간 지속되지 않는 섬망 환자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섬망 예방

뿐만 아니라 섬망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종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PACHE II 점수 17점 이상 대상자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은 중환자실 입실 

전 Serum albumin(p=.006) 및 입실 후 Serum albumin(p=.008), 수술 중 저혈압 발생 

유무(p=.040), 신체 억제대 적용 여부(p=.031), 산소 공급량(p=.002), 중환자실 입실 

전 병원 재원일수(p=.024) 및 중환자실 재원일수(p=.011) 이었다. 해당 요인들은 수

술 중 저혈압 발생 유무를 제외하고는 전체 대상자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과 일부 중

복되는 요인이었다. APACHE　II 점수의 증가는 섬망 발생률을 증가시키므로(Gravante 

et al., 2021) APACHE II 점수가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 섬망 발생 및 위험인자 모니

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섬망 예방 중재 시 일률적인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적

용하는 것이 아니라 APACHE II 점수가 높은 대상자에서 섬망 발생 관련 요인으로 확

인된 요인에 대해 섬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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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점을 반영해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

반화기에 제한이 있다. 

  둘째, 연구자 및 보조 연구원 1인이 연구 시작 전 CAM-ICU 측정 방법에 대하여 충

분히 연습하였고 CAM-ICU 측정이 Flowsheet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1인에 의해 측정되

었기 때문에 섬망 측정에 편향(Bias)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셋째, 하루 1회 특정 시간에 섬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하루에도 증상의 변화가 발

생할 수 있는 섬망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과, 섬망 발생 전·후의 맥락을 충분히 반

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혈액 검사 결과의 경우 단편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혈액 검사 결과의 변동과 섬망 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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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섬망 발생 예방 및 섬망 조기 종료를 위한 노력은 환자의 긍정적 예후와 밀접한 관

련이 있기 때문에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교정 가능한 요인을 교정 및 제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섬망 관련 요인 또는 섬망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요인

에 기반하여 외과계 중환자실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섬망군

과 비 섬망군의 일반적, 임상적 및 치료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덧

붙여 대상자의 건강학적 요인 중 하나인 APACHE II 점수로 섬망군과 비 섬망군의 특

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과 APACHE II 점수가 높은 환

자의 섬망 발생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APACHE II 점수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섬망 발생 관련 요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PACHE II 

점수 17점 이상 환자 중 섬망군의 중환자실 입실 전 병원 재원일수와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더 길었으며, 낮은 Serum Albumin 수치, 수술 중 저혈압 발생, 신체 억제대 

적용 및 5L/min 이상의 산소 공급의 빈도가 섬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섬망 예방 중재 개발

과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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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을 확인하고, 섬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섬망 예방을 위한 질적인 간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섬망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다기관의 외과계 중환자실로 확대하여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 본 연구기관의 외과계 중환자실에는 신경외과, 심장혈관외과 환자가 입실하지 않

아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술 특성 및 진료과에 따른 섬망 발생 위험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외과 관련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발

생 위험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섬망 발생 위험 요인 중 소음이나 수면시간 등의 환경적 요인이 포

함되지 않았다. 또한 섬망 사정 당시 COVID-19의 영향으로 가족의 면회가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소음, 수면시간 및 가족 면회가 섬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4)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섬망 발생 관련 요인을 바탕으로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

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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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rium-related factors in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Song, Ju Eun               

                                        Dep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ICU)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omplex delirium risk factors, and they generally have a higher 

incidence of delirium than patients in the general ward. The prevention of 

delirium and early termination of delirium are very important for patients’ 

positive prognosis. 

  Ai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delirium and 

the factors related to delirium in the surgical intensive care unit(SICU).    

  Design: This study used a prospective research approach. 

  Method: This study enrolled 105 patients from a SICU in South Korea. 

Patients were evaluated for delirium every day from the day after entering the 

SICU to the day of discharge (or until the fifth day in ICU) using 

CAM-ICU(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Result: Delirium occurred in 20 patients(19%) in SICU. The length of stay 

before ICU admission and length of stay in the ICU were longer, and the APACHE 

II(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score was higher in the 

delirium group.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mechanical ventilation,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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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tives, narcotic analgesics, inotropics, decrease in hematocrit, and 

increase in BUN(Blood urea nitrogen)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delirium 

group.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delirium in 

patients with an APACHE II score of 17 points or higher were low serum albumin 

before and after ICU admission, use of physical restraint, high concentration 

of oxygen supply, and hypotension during surgery. Moreover among patients with 

an APACHE II score of 17 points or higher, length of stay before ICU admission 

and length of stay in the ICU were significantly longer in the delirium group. 

The factors related to delirium occurrence in high-risk patients with an APACHE 

II score of 17 or higher were partially different from the factors related to 

delirium occurrence in all patients. 

  Conclusion: In this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related to 

delirium occurrence according to the APACHE II scor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with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APACHE 

II score.

Keywords: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Delirium, Incidence, 

           Delirium-related fa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