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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 환자의 중환자실 재실 시간 동안의

섬망 발생률과 아형 분포,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섬망의 아형에 따

른 임상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

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A 종합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8세 이상 성

인 환자 26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 등을 후향

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중위수와 범위로 분석하

였다. 섬망의 아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와 임상 결과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

다.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265명 중 섬망군은 209명(78.9%)이었고, 그 중 저활동형 섬

망이 136명(65.1%), 혼합형 섬망이 73명(34.9%)이었다.

둘째, 저활동형 섬망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OR [Odds Ratio]=3.409,

95% CI [Confidence Interval]=1.331-8.733), 비뇨생식기계 동반 질환(OR=0.152,

95% CI=0.037-0.621), 인공호흡기(OR=16.668, 95% CI=3.513-79.074)이었다. 혼합

형 섬망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OR=33.311, 95% CI=3.333-332.931), 신체

보호대(OR=22.969, 95% CI=1.621-325.456), 인공호흡기(OR=19.790, 95%

CI=1.431-273.704)이었다.

셋째,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 분석에서 병원 재원 기간 중위수는 저활

동형 섬망군이 35.0 (4.0-359.0)일(Z=-4.707, p<.001), 혼합형 섬망군이 28.0

(9.0-328.0)일(Z=-3.584, p<.001)로 비섬망군의 16.5 (3.0-162.0)일과 비교하여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7.5

(2.0-114.0)일(Z=-7.906, p<.001), 혼합형 섬망군이 7.0 (2.0-81.0)일(Z=-7.439,

p<.001)로 비섬망군의 2.0 (2.0-4.0)일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

실에서의 욕창 발생률은 저활동형 섬망군 31.6% (χ²=17.388, p<.001), 혼합형 섬



ii

망군 23.3% (χ²=9.809, p=.002)로 비섬망군의 3.6%보다 높았다.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8.0 (1.0-115.0)일(Z=-3.308, p=.001), 혼합형 섬

망군이 7.0 (2.0-81.0)일(Z=-3.201, p=.001)로 비섬망군의 3.0 (2.0-4.0)일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경구용 수면제 사용률은 저활

동형 섬망군 69.1% (χ²=44.886, p<.001), 혼합형 섬망군 74.0% (χ²=42.520,

p<.001)로 비섬망군의 16.1%보다 높았다. 섬망 발생 시점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

망군이 입실 후 1.0 (0.0-15.0)일, 혼합형 섬망군이 입실 후 1.0 (0.0-10.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537, p=.124). 섬망 지속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

형 섬망군이 4.0 (1.0-90.0)일, 혼합형 섬망군이 4.0 (1.0-52.0)일로 두 군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Z=-0.363, p=.716).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모든 섬망군은 비섬망군보다 병원 재원 기간과 중환자실

재실 기간,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이 더 길었고 욕창 발생률과 경구용 수면제 사

용률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섬망의 아형에 대해

인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섬망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섬망 예방 및 중재에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어(Key words) : 섬망, 아형, 영향 요인, 임상 결과, 외과계 중환자실



iii

목 차

국문초록 ·························································································································ⅰ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 정의 ············································································································4

Ⅱ. 문헌고찰 ····················································································································6

1. 중환자실에서의 섬망과 섬망의 아형 ························································6

2. 섬망 발생 영향 요인 ·······················································································7

3. 섬망의 임상 결과 ·····························································································8

Ⅲ. 연구방법 ··················································································································10

1. 연구설계 ·············································································································10

2. 연구대상 ·············································································································10

3. 연구도구 ·············································································································13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16

5. 자료분석 ·············································································································17

Ⅳ. 연구결과 ··················································································································18

Ⅴ. 논의 ··························································································································41

Ⅵ. 결론 및 제언 ·········································································································47

참고문헌 ·························································································································49

부록 ··································································································································54

영문초록 ·························································································································56



iv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19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21

Table 3. Delirium-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23

Table 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Hypoactive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26

Table 5.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Mixed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30

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Subtypes

of the Delirium ······························································································34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Subtypes

of the Delirium ······························································································36

Table 8.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between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39

Table 9.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between Hypoactive Delirium

Group and Mixed Delirium Group ···························································40

Figures

Figure 1. Study enrollment flow ··············································································12

Figure 2. RASS assessment tool ·············································································15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섬망(delirium)은 의식의 저하, 전반적 인지 장애, 지남력 장애, 지각의 장애,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섬망의 유형에 따라 정신 운동 활동의 감소 또는 증가로

나타나는 급성 혹은 아급성의 의식장애 증후군이다(Maldonado, 2008). 미국 정신

과 협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Ⅴ [DSM-Ⅴ]) 섬망 진단 기준에 따르면 섬망은 단기간에 빠

른 변화가 있는 의식 장애와 기억력 손상이나 지남력 장애와 같은 인지 및 지각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의 특징이 과거력, 신체 검진, 진단 검사에서 관련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DSM-Ⅴ의 경우 DSM-Ⅳ와 비교하여

코마(coma) 상태와 같이 각성 수준이 심각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진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European Delirium Association, 2014).

미국 중환자의학회(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의 통증,

진정 및 섬망 관리 임상 실무 지침은 섬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

하는 모든 성인 환자에게 매 근무 조마다 섬망을 사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Devlin et al., 2018). 규칙적인 섬망의 사정이 섬망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섬망을 조기 발견하였을 경우 빠른 중재가 가능하기 때

문에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섬망의 사정은 흔히 The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CU (CAM-ICU)나 The Intensive Care

Delirium Screening Checklist (ICDSC)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중환

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상당수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인공 기도를 보유한 경

우가 많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CAM-ICU는 환자가 섬망을 사정하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수준만 된다면 신속하고 비교적 정

확하게 사정할 수 있다. CAM-ICU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어

중환자실 환경에서 유용한 섬망 사정 도구로 사용되어왔다(Ely, Inouve et al.,

2001; Ely, Margolin et al., 2001).

섬망은 환자에게 동반된 정신 운동 양상에 따라 과활동형 섬망(hyp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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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rium), 저활동형 섬망(hypoactive delirium), 혼합형 섬망(mixed delirium)으로

분류되었다(Lipowski, 1983).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섬망의 아

형을 분류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현재 섬망의 아형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증상을 확인하는 방식과 정신 운동 양상을 관찰하거나 점수

화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Meagher, 2009). 섬망의 아형 중에서도 과활

동형 섬망은 환자가 흥분되어 있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과도한 정신 운동

양상을 보여 의료진이 쉽게 인지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활동형 섬망

은 말수가 줄어들거나 반응이 느리거나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종종 우울증

이나 치매로 오인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과

활동형 섬망보다 저활동형 섬망이 흔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섬망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저활동형 섬망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치료

의 반응도 좋지 않고 예후 또한 불량하여 더욱 중요하다(Lee, Y. M., Lee, B. D.,

& Park, 2009).

중환자실에서의 섬망 발생은 입실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입실 5일째까지 발생

하였고(Choi & Cho, 2014), 입실 후 평균 3.05일에 발생하였다(Yu, Park, Hyun,

& Lee, 2008).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섬망 발생과 아형에 대한 연구

에 의하면 수술 후 환자와 외상 중환자의 70%에서 섬망이 발생하였다. 저활동형

섬망은 수술 후 환자에서 64%, 외상 환자에서 60%가 발생하였고 혼합형 섬망은

수술 후 환자에서 9%, 외상 환자에서 6%가 발생하였으며 순수한 과활동형 섬망

의 발생률은 0~1%에 불과하였다(Pandharipande et al., 2007). 반면에 내과계 중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섬망 발생과 아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섬망은 65세

이상의 71.8%, 65세 미만의 57.4%에서 발생하였다. 섬망의 아형 중에서는 혼합형

이 54.9%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저활동형 섬망이 43.5%, 순수한 과활동형 섬

망은 1.6%에 그쳤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서는 65세 미만 환자보다 저활동형

섬망이 많았다(Peterson et al., 2006).

섬망의 발생에는 노인 연령, 치매 과거력, 고혈압, 질병의 중증도, benzodiaze-

pine 계열의 약물 투여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vlin et al., 2018). 이와 관련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 재원 일수, 인공

호흡기 적용 여부, 보유한 카테터 개수, 혈중 단백질과 알부민 수치가 섬망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C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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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섬망은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병원 재

원 기간을 연장하며 치료 이후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Devlin

et al., 2018). 특히, 중환자실에서 섬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섬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재원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고, 사망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Ely et al., 2004).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섬망 관련 연구는 섬망의 발생률이나 섬망의 위험요

인이 주를 이루는 반면 섬망의 아형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섬망

의 아형에 따라 증상과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섬망이

정신 운동 양상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각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섬망을 아형에 따라 분류하고, 아형별 대상자의 분포와 아형의 영향 요인 및 임

상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4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섬망의 아형을 분류하고, 각각

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며 아형별 임상 결과 분석을 하고자 한

다. 자세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섬망의 발생률을 조사한다.

2) 섬망의 아형을 분류하고, 섬망의 아형별 대상자 분포를 조사한다.

3) 분류한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4) 분류한 섬망의 아형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 결과를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섬망

(1) 이론적 정의

섬망은 급성 혼란 상태로, 주의력 결핍, 의식 및 인지 장애를 포함하는 증상이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이어지는 임상 증후군이다. 이는 정신 운동 장애(과활동

형, 저활동형 혹은 혼합형), 수면 주기 장애, 정서 장애 및 지각 장애(환각 및 망

상)등을 포함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Ely와 Inouve 등(2001)에 의해 개발된 중환자실 섬망 사정 도

구 CAM-ICU를 이용하여 섬망을 사정하고, 사정 결과가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한 번 이상 양성(positive)으로 측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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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망의 아형

(1) 이론적 정의

섬망은 정신 운동 양상에 따라 과활동형 섬망(hyperactive delirium), 저활동형

섬망(hypoactive delirium), 혼합형 섬망(mixed delirium)으로 분류한다(Lipowski,

198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AM-ICU 양성(positive)이면서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RASS) +1점 이상인 환자를 과활동형 섬망, CAM-ICU 양성이면서

RASS 0점 이하인 환자를 저활동형 섬망, 마지막으로 CAM-ICU가 양성이면서

RASS가 –3점에서 +4점까지 변동이 있는 환자를 혼합형 섬망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CAM-ICU가 양성으로 측정된 최초의

시점 이후 24시간 동안의 RASS 변동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Peter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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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중환자실에서의 섬망과 섬망의 아형

섬망은 급성 혼란 상태로, 주의력 결핍, 의식 및 인지 장애를 포함하는 증상이

짧게는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이어지는 임상 증후군이다. 이는 정신 운동 장애

(과활동형, 저활동형 혹은 혼합형), 수면 주기 장애, 정서 장애 및 지각 장애 (환

각 및 망상)등을 포함한다(APA, 2013). 중환자실에서는 CAM-ICU나 ICDSC와

같은 도구를 통해 섬망을 사정하고 있고 미국 중환자의학회의 통증, 진정 및 섬

망 관리 임상 실무 지침에서도 섬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섬망 사정을

추천하고 있다(Devlin et al., 2018).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대부분

인공호흡기 적용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섬망 사정이 쉽지 않다.

CAM-ICU는 2-3분의 짧은 시간 안에,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에서도 섬망의

사정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Ely, Inouve

et al., 2001; Ely, Margolin et al., 2001).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CAM-ICU를 이

용하여 섬망을 사정한 연구에서 섬망의 발생률은 22.2-43%이었고, 섬망 발생 시

점은 중환자실 입실 후 평균 3.05일이었다(Choi & Cho, 2014.; Yu, Park, Hyun,

& Lee, 2008).

섬망과 동반되는 정신 운동 양상의 변화에 따라 섬망을 과활동형 섬망, 저활동

형 섬망, 혼합형 섬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Lipowski, 1983), 이러한 섬망의 아

형을 정의한 초기 연구에서 중환자실 환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Liptzin &

Levkoff, 1992). 이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

활동형 섬망이 61.8%, 과활동형 섬망이 38.2%로 나타났으나(Choi & Cho, 2014),

50세 이상의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저활

동형 섬망이 68%, 혼합형 섬망이 31%, 과활동형 섬망이 1%인 것으로 나타나 연

구마다 차이를 보였다(Robinson, Raeburn, Tran, Brenner, & Moss, 2011). 저활

동형 섬망의 경우 섬망 사정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

로 오인하여 섬망 발생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사정 도구를 이

용하여 섬망의 진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활동형 섬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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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과활동형 섬망에 비해 노인에서 더 흔하고(71±9세 vs 65±9세; p=.002), 동반

질환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더 높다(32% vs 9%; p=.041)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저활동형 섬망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

다(Lee et al., 2009; Robinson et al., 2011).

2. 섬망 발생 영향 요인

중환자실 환자의 긍정적 예후를 위해서는 섬망 발생 이후의 중재보다 섬망 발

생 이전의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Sim

et al., 2015). 미국 중환자의학회의 통증, 진정 및 섬망 관리 임상 실무 지침에

따르면 노인 연령, 치매 과거력, 고혈압 과거력, 중환자실 입실 전 응급수술 시행

여부나 외상, T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점수의 증가,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실, 향정신병 약제나 항경련제

와 같은 항정신성 약물의 사용은 중환자실에서 섬망의 발생 및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Devlin et al., 2018). 국내의 한 연구에서 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

록 1.07배(95% Confidence Interval [CI]=1.03-1.12, p=.002), 소화기계통 질환을

동반한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3.03배(95% CI=1.02-9.02, p=.047), 인공호흡기 적

용 시 6.27배(95% CI=1.87-21.00, p=.003)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카테터 갯수에 따라서도 섬망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3.22,

p=.001). 그러나 섬망군과 비섬망군간에 신체 보호대 사용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oi & Cho, 2014). 다른 연구에서 성별, 재원 일수에서는 섬망군

과 비섬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입원 중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서 섬망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 et al., 2015).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질병의 중증도와 동반

질환의 심각도는 저활동형 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

양 실조는 혼합형 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ual et al., 2018).

하지만, 나이, 성별, 수술 여부 등은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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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망의 임상 결과

섬망은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중환자실 환자에서 6개월 사망률을 3배 이상

증가시키며 입원 기간을 10일 이상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ly et al.,

2004). 섬망군이 비섬망군 보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56.5시간 더 길었고, 인공

호흡기 적용 기간도 112.7시간 더 길었으며, 신체 보호대 적용률도 55.2% 더 높

으면서 적용 기간도 112.9시간 더 길었다(Andrews, Silva, Kaplan, & Zimbro,

2015). 다른 연구에서는 섬망군의 병원 재원 일수가 5.4일로 비섬망군의 2.4일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으나(Z=-2.71, p=.007), 중환자실 재실 일수, 중환자실 유형과

수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Cho,

2014). 하지만, 섬망의 발생에 따른 중환자실 재실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욕창 등의 합병증에 관한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중환자의학회의 통증, 진정 및 섬망 관리 임상 실무 지침에서는 중환자실

에서의 수면 박탈과 섬망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였다(Devlin et al., 2018). 하지

만, 중환자실 환자의 수면과 섬망에 대한 원리를 정리한 논문에서는 수면장애와

섬망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두 현상의 원리가 유사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Figueroa-Ramos,

Arroyo-Novoa, Lee, Padilla, & Puntillo, 2009).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과활동형 섬망이나 혼

합형 섬망의 환자들은 저활동형 섬망의 환자들보다 병원 재원 기간과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더 길었고(p<.001),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거나(p<.001) 투석이

필요한 상태(p=.004)였다(Biu, Pham, Shirkey, & Swan, 2017). 섬망의 심각도를

시사하는 한국판 섬망 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Delirium Rating

Scale-Revised-98 [K-DRS-98])의 총 점수는 과활동형 섬망 22.9점, 저활동형 섬

망 25.9점, 혼합형 섬망 30.2점으로 측정되었고 섬망의 심각도는 혼합형 섬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RS-98의 총 점수가 혼합형 섬망에서 가장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그 외의 아형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n et al.,

2015). 저활동형 섬망이나 혼합형 섬망의 환자는 APACHE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과활동형 섬망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 재실기간 동안 사망률도 높았고 중

환자실 재실 기간과 병원 재원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Rood, van de Schoor,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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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holen, Pickkers, & van den Boogaard, 2019). 다른 연구에서는 섬망의 아형

간 병원 재원 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Gual et al., 2018)가 보고되기

도 하여 연구마다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섬망의

지속 기간은 혼합형 섬망이 평균 6.6일로 가장 길었고, 저활동형 섬망이 평균 5.8

일, 과활동형 섬망이 평균 4.9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Zipser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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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A 종합병원의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

상으로 섬망 발생률을 조사하고, 섬망의 아형을 분류하여 각 아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아형별 임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서울에

소재한 A 종합병원의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이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2일 이상이고 RASS –3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CAM-ICU를 이용하여 섬망군과 비섬망군으로 분류하였다. RASS가 –4점이나

–5점으로 CAM-ICU로 섬망 사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섬

망군은 RASS를 이용하여 RASS +1점 이상은 과활동형 섬망, RASS 0점 이하는

저활동형 섬망, RASS –3점에서 +4점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혼합형 섬망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CAM-ICU가 양성으로 측

정된 최초 시점 이후 24시간 동안의 RASS 변동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Peterson

et al., 2006). 조사 기간 내에 다회 입실한 경우 첫 번째 입실만 대상으로 포함하

였다. 외과계 중환자실에 처음 입실한 환자 588명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

지 않는 92명과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231명을 제외하고, 최종 265명을 연구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 섬망의 아형에 따른 대상자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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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①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② 중환자실 입실 후 2일 이상 경과한 환자

③ RASS –3점 이상이며, CAM-ICU로 섬망의 사정이 가능한 환자

2) 제외 기준

① 타 중환자실을 경유하여 입실한 환자

②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나 우울증, 정신 분열증, 양극성 장애와 같은 다른 심

각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③ 두부 손상이나 뇌졸중,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과거력이 있는 환자

④ 중환자실 입실 이전 CAM-ICU 양성으로 이미 섬망이 있었던 환자

⑤ CAM-ICU를 이용한 섬망의 사정이 불충분하여 섬망의 아형을 분류할 수 없

는 경우로 이는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CAM-ICU가 양성으로 측정된 횟수

가 단 1회인 경우도 포함

⑥ 수면 시간 기록 누락 등 기록이 미비한 경우

⑦ 입실 시 진료과가 내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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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enrollm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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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섬망 사정 도구(CAM-ICU)와 진정 상태 평가 도구(RASS)

본 연구기관에서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사정은 매 근무조 마다 섬망 사정 도

구인 CAM-ICU와 진정 상태 평가 도구인 RASS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CAM-ICU는 Ely와 Inouve 등(2001)이 개발한 것으로, 이 도구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연

구자의 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판 CAM-ICU의 민감도는 77.4-89.8%, 특이도는

72.4-75.8%로 보고되고 있다(Heo et al., 2011).

RASS는 Selsser 등(2002)이 개발한 것으로, 이 도구는 각성 상태, 인지 기능

및 응답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진정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RASS는 –5점부터 +4점까지의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1에서부터 +4점은

흥분상태를 의미하고, -5점에서부터 –1점은 진정 상태를 의미한다. 0점은 의식

이 명료하고 차분한 상태이며, RASS가 –3점 이상이어야 CAM-ICU를 이용한

섬망 사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RASS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ure 2).

CAM-ICU를 이용한 섬망 사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 진다

(Appendix 1).

첫째, 급성 정신 상태의 변화를 사정한다. RASS가 –3점 이상이고 지난 24시

간 동안 RASS 점수의 변화가 있거나 Glasgow Coma Scale (GCS) 에 변화가

있으면 다음 단계를 사정한다. 만약 두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아니오’라면

CAM-ICU는 음성(negative)이다.

둘째, 주의력 결핍을 사정한다. 환자에게 “사, 아, 바, 에, 아, 하, 아, 아, 라, 타

라”는 글자를 일상적인 톤으로 순서대로 읽어주고 “아”라는 글자에 평가자의 손

을 쥐거나 잡도록 한다. 환자가 반응이 없거나 다른 글자에서 평가자의 손을 쥐

거나 잡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10점 만점에 7점 이하이면 다음 단계를 사정하

고 8점 이상이면 음성이다.

셋째, 정서 상태의 변화를 사정한다. RASS가 0점 일 경우에만 음성이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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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우는 다음 단계를 사정한다.

넷째, 비체계적 사고를 사정한다. 정해진 4가지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정

답을 맞출 경우 1점씩 부여하고, 평가자가 환자 앞에서 손가락을 편 다음 똑같이

따라 하도록 하여 1점을 부여한다. 5점 만점에서 3점 이하이면 양성이고, 4점 이

상이면 음성이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CAM-ICU의 원저자 Ely와 Inouve 등(2001)에게 승인을 받

아 한글판으로 번안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도구의 사용을 허락받은 뒤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한 외과계 중환자실에서는 CAM-ICU를 이용한 섬망

사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시뮬레이션 교육 시행 및 임상 현장에

서의 섬망 사정 일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간호사가

작성한 중환자실 재실 기간 내의 CAM-ICU와 RASS의 측정 결과를 의무기록

열람으로 수집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 및 임상 결과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수집한 연구 대상자의 조사항목은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섬망 관련 특성으로 구성하였다(Appendix 2).

①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음주력, 흡연력, 동반 질환을 포함하였다.

② 임상적 특성은 주 진단명, 입실 시 진료과, 중환자실 입실 전 수술 여부, 수술

명, 병원 재원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환자실 입실 경로, 중환자실 입실

후 첫 APACHE 점수와 그것을 사망률로 환산한 사망률 추정치, 중환자실 퇴

실 시 사망 여부,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 발생 여부,

욕창 발생 시점을 포함하였다.

③ 섬망 관련 특성은 섬망 유무, 섬망 발생 시점, 섬망 발생 후 24시간 이내

RASS 변화,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섬망 지속 기간, 신체 보호대 적용 여부,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경구용 수면제 투약 여부, 중환

자실 재실 기간 중 평균 수면 시간, 중환자실 입실시 보유 카테터 및 배액관

의 종류와 총 개수를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섬망 관련 특성 중 신체 보호대

적용 여부와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등은 섬망군의 경우 섬망 발생 시점 이전

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비섬망군의 경우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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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State Description

+4 Combative
Overtly combative or violent; immediate danger

to staff

+3 Very agitated
Pulls on or removes tube(s) or catheter(s) or

has aggressive behavior toward staff

+2 Agitated
Frequent nonpurposeful movement or patient–

ventilator dyssynchrony

+1 Restless
Anxious or apprehensive but movements not

aggressive or vigorous

0 Alert and calm Spontaneously pays attention to caregiver

-1 Drowsy
Not fully alert, but has sustained (more than 10

seconds) awakening, with eye contact, to voice

-2 Light sedation
Briefly (less than 10 seconds) awakens with eye

contact to voice

-3 Moderate sedation Any movement (but no eye contact) to voice

-4 Deep sedation
No response to voice, but any movement to

physical stimulation

-5 Unarousable No response to voice or physical stimulation

Figure 2. RASS assessment tool

를 수집하였다.

④ 연구 대상자의 조사항목에서 병원 재원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환자실

퇴실 시 사망 여부,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 발생 여

부, 욕창 발생 시점,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경구용 수

면제 사용 여부와 평균 수면 시간, 섬망 발생 시점, 섬망 지속 기간은 섬망

발생에 의한 임상 결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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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선정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에 대한 자료가 포

함된 증례 기록지를 통해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 계획서에 관하여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 교

수의 허락을 받은 후 A 종합병원의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2019-1675)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산

화하여 암호 설정된 파일의 형태로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용 컴퓨터에 저장하였

고, 증례 기록지와 같은 문서화 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다.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했으며, 모든 자료는 본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고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 17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 편차, 중위수와 범위로 산출하였다.

2) 섬망의 아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의 차이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 혹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변수의 경우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

였다.

3)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 섬망의 아형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 결과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 혹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5)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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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음주력, 흡연력, 동반 질환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74명(65.7%), 여자 91명(34.3%)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65.41±13.12세였다. 음주력이 있는 대상자는 112명(42.3%)이었고, 흡연력이 있는

대상자는 107명(40.4%)이었다. 대상자의 동반 질환에 대해 중복 조사한 결과 고

혈압 139명(52.5%), 신생물 89명(33.6%), 소화기계 질환 83명(31.3%), 당뇨 77명

(29.1%), 근골격계 질환 72명(27.2%), 순환기계 질환 68명(25.7%), 기타 46명

(17.4%), 신장계 질환 44명(16.6%), 비뇨생식기계 질환 40명(15.1%), 호흡기계 질

환 31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백내장, 고지혈증, 이명 등이 있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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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174 (65.7)

Female
91 (34.3)

Age (yr) 65.41±13.12

<65
113 (42.6)

≥65
152 (57.4)

Alcohol Yes
112 (42.3)

No
153 (57.7)

Smoking Yes
107 (40.4)

No
158 (59.6)

Comorbidity* Hypertension
139 (52.5)

Diabetes mellitus
77 (29.1)

Neoplasms
89 (33.6)

Circulatory system
68 (25.7)

Renal system
44 (16.6)

Respiratory system
31 (11.7)

Gastrointestinal system
83 (31.3)

Musculoskeletal system
72 (27.2)

Genitourinary system
40 (15.1)

Others
46 (17.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265)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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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중환자실 입실 시의 진단명과 진료과, 재원 기간 중

중환자실 입실 전의 수술력, 중환자실 입실 경로, APACHE 점수와 사망률 추정

치, 중환자실 퇴실 시 사망 여부,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 중환자실 입실 이후

욕창 발생 여부와 욕창 발생 시점, 병원 재원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을 조사

하였다(Table 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서 진단명은 신생물 120명(45.3%), 소화기계 질환 59명

(22.3%), 순환기계 질환 28명(10.6%), 근골격계 질환 16명 (6.0%), 호흡기계 질환

과 비뇨생식기계, 기타 질환이 각각 14명(5.3%)으로 나타났다. 입실 시 진료과는

중환자 외상외과가 39명(14.7%), 간담췌외과 36명(13.6%), 대장항문외과 33명

(12.5%), 간이식외과 31명(11.7%), 위장관외과 28명(10.6%), 혈관외과 25명(9.4%),

일반외과와 기타 진료과 19명(7.2%), 정형외과 18명(6.8%), 신췌장이식외과 17명

(6.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진료과로는 구강외과, 이비인후과, 내분비외과, 산

부인과, 비뇨기과가 있었다. 중환자실 입실 전의 수술력이 있는 대상자는 221명

(83.4%)이었고, 그 중 복강 내 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154명(69.7%)으로 가장 많

았다. 이외에도 혈관 수술 24명(10.9%), 근골격계 수술 18명(8.1%), 비뇨생식기계

수술 10명(4.5%), 장기 이식 수술 8명(3.6%), 흉강 내 수술 2명(0.9%), 기타 수술

이 5명(2.3%)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술로는 구강 내 종양 절제술, 지혈술 등이

있었다. 일반 병동에서 중환자실로 입실한 대상자는 190명(71.7%)이었고, 응급실

에서 중환자실로 입실한 대상자는 75명(28.3%)이었다.

대상자의 APACHE 평균 점수는 35.08±25.11점이었고, 그것을 사망률 추정치의

평균은 39.31±25.24%이었다. 중환자실 퇴실 시 사망한 대상자는 13명(4.9%)이었

고, 병원 퇴원 시 사망한 대상자는 20명(7.5%)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이후 욕창이 발생한 대상자는 62명(23.4%)으로 욕창은 평균 입

실 후 10.32±11.79일에 발생하였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은 평균 13.90±19.11일이

었고, 병원 재원 기간은 평균 44.48±48.0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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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Diagnosis Neoplasms
120 (45.3)

Circulatory system 28 (10.6)

Respiratory system 14 (5.3)

Digestive system 59 (22.3)

Musculoskeletal system 16 (6.0)

Genitourinary system 14 (5.3)

Others 14 (5.3)

Department
ACS 39 (14.7)

CRS 33 (12.5)

GS 19 (7.2)

HBP 36 (13.6)

KT 17 (6.4)

LTS 31 (11.7)

OS 18 (6.8)

ST 28 (10.6)

VAS 25 (9.4)

Others 19 (7.2)

Operation Yes
221 (83.4)

Vascular
24 (10.9)

Intra-thoracic
2 (0.9)

Intra-abdominal
154 (69.7)

Musculoskeletal
18 (8.1)

Genitourinary
10 (4.5)

Transplantation
8 (3.6)

Others
5 (2.3)

No
44 (16.6)

ICU admission path General ward
190 (71.7)

Emergency room
75 (28.3)

APACHE Score 35.08±25.11

Mortality probability (%) 39.31±25.24

ICU discharge Survival
252 (95.1)

Death
13 (4.9)

Hospital discharge Survival
245 (92.5)

Death
20 (7.5)

Pressure injury Yes
62 (23.4)

No
203 (76.6)

Onset day of pressure injury (day) 10.32±11.79

Length of hospital stay (day) 44.48±48.01

Length of ICU stay (day) 13.90±19.11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265)

ACS=Acute Care Surgery; CRS=Colon and Rectal Surgery; GS=General Surgery;

HBP=Hepatobiliary Pancreatic Surgery; KT=Kidney and Pancreas Transplant; LTS=Liver

Transplantation and Hepatobiliary Surgery; ST=Gastric Surgery; OS=Orthopedic Surgery;

VAS=Vascular Surgery;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vation;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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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섬망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섬망 관련 특성은 중환자실 입실 이후 섬망 발생 여부와 섬망 발생

시점, 섬망이 발생한 경우 섬망의 아형, 섬망의 지속 기간, 신체 보호대 적용 여

부,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경구용 수면제 투약 여부와 평

균 수면 시간, 중환자실 입실 시 보유한 카테터의 개수와 종류를 조사하였다

(Table 3).

섬망이 발생한 대상자는 209명(78.9%)이었고, 그 중 저활동형 섬망이 136명

(65.1%), 혼합형 섬망이 73명(34.9%)이었다. 섬망은 중환자실 입실 후 평균

1.45±2.63일에 나타났고, 평균 9.95±13.66일 동안 지속되었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평균 수면시간은 평균 4.39±0.83시간이었고, 입실 기간 중 경구용 수면제를 사

용한 대상자는 157명(59.2%)이었다.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172명(64.9%)이었고, 인공호흡기

를 적용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182명(68.7%)이었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이력

이 있는 대상자는 평균 17.03±20.73일 동안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시 대상자가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를 중복 조사하였고, 평균

개수는 7.00±2.73개이었다.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의 종류는 말초 정맥관 241명

(90.9%), 유치 도뇨관 239명(90.2%), 동맥관 207명(78.1%), 배액관 187명(70.6%),

중심 정맥관 171명(64.5%), 인공기도 150명(56.6%), 비위관 107명(40.4%), 장루

40명(15.1%), 기타 카테터 9명(3.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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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Delirium Yes
209 (78.9)

No
56 (21.1)

Onset day of delirium (day)* 1.45±2.63

Delirium subtypes* Hypoactive
136 (65.1)

Mixed
73 (34.9)

Delirium duration (day)* 9.95±13.66

Restraints Yes
172 (64.9)

No
93 (35.1)

Ventilator Yes
182 (68.7)

No
83 (31.3)

Ventilator apply duration (day) 17.03±20.73

Oral sleeping pills Yes
157 (59.2)

No
108 (40.8)

Average amount of sleep (hr) 4.39±0.83

Number of Catheter and drain at admission 7.00±2.73

Categories of catheter and drain at admission†

Artificial airway
150 (56.6)

Central line
171 (64.5)

Arterial line
207 (78.1)

Nasogastric tube
107 (40.4)

Foley catheter
239 (90.2)

Drain tube
187 (70.6)

Stomy
40 (15.1)

Peripheral IV catheter
241 (90.9)

Others
9 (3.4)

Table 3. Delirium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265)

*Delirium group (N=209),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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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망의 아형에 따른 특성 비교

1) 저활동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특성 비교

섬망군 중 저활동형 섬망군은 136명, 비섬망군은 56명으로 두 군의 일반적 특

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성별은

남자에서 저활동형 섬망군이 90명(66.2%), 비섬망군이 33명(58.9%)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0.905, p=.341).

두 군의 연령 비교에서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 68.0 (28.0-94.0)세, 비섬망군

63.0 (20.0-84.0)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820, p=.005). 65세

이상은 저활동형 섬망군이 85명(62.5%), 비섬망군이 22명(39.3%)으로 두 군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8.664, p=.003).

음주력이 있는 대상자는 저활동형 섬망군 54명(39.7%), 비섬망군 26명(46.4%)

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0.738, p=.390). 흡연력이 있는 대상자는

저활동형 섬망군 53명(39.0%), 비섬망군 23명(41.1%)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0.073, p=.787).

대상자의 동반 질환 비교에서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저활동형 섬망군 13명

(9.6%), 비섬망군 12명(21.4%)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²=4.935,

p=.026), 이 외의 동반 질환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입실 시 진단명을

신생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신생물은 저활동

형 섬망군 67명(49.3%), 비섬망군 26명(46.4%)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χ²=0.128, p=.721). 입실 시 진료과는 중환자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일반외

과, 간담췌외과와 그 외 진료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저활동형 섬망군 70

명(51.5%), 비섬망군 22명(39.3%)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2.360,

p=.124).

재원 기간 중 중환자실 입실 전 수술력이 있는 대상자는 저활동형 섬망군 117

명(86.0%), 비섬망군 47명(83.9%)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0.141,

p=.708). 수술력이 있는 대상자 중 복강 내 수술을 받은 경우는 저활동형 섬망군

이 91명(77.8%), 비섬망군 26명(55.3%)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 25 -

²=8.327, p=.016).

중환자실 입실 경로 비교에서 병동의 경우 저활동형 섬망군이 95명(69.9%), 비

섬망군이 46명(82.1%)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3.071, p=.080).

APACHE 점수의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28.0 (8.0-117.0)점, 비섬망군이

19.0 (5.0-84.0)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807, p=.071). 사망률

추정치의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44.2 (3.1-96.0)%, 비섬망군이 23.9

(3.2-77.2)%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4.220, p<.001).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경우 저활동형 섬망군 106명(77.9%), 비섬망군 6명

(10.7%)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73.758, p<.001). 또한, 인공호흡기

를 적용한 경우도 저활동형 섬망군 115명(84.6%), 비섬망군 6명(10.7%)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92.816, p<.001).

입실 시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의 총 개수를 비교했을 때, 저활동형 섬망군

은 중위수 7.0 (0.0-14.0)개, 비섬망군은 중위수 7.0 (1.0-12.0)개로 두 군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Z=-1.407, p=.159).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 중 인공기도만 저

활동형 섬망군 86명(63.2%), 비섬망군 14명(25.0%)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23.23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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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Hypoactive

delirium

(n=136)

Non-Delirium

(n=56) χ² or Z p

n (%), M±SD or Median (range)

Gender Male
90 (66.2) 33 (58.9)

0.905 .341

Female
46 (33.8) 23 (41.1)

Age (yr)
68.0 (28.0-94.0) 63.0 (20.0-84.0)

-2.820 .005*

<65
51 (37.5) 34 (60.7)

8.664 .003

≥65
85 (62.5) 22 (39.3)

Alcohol Yes
54 (39.7) 26 (46.4)

0.738 .390

No
82 (60.3) 30 (53.6)

Smoking Yes
53 (39.0) 23 (41.1)

0.073 .787

No
83 (61.0) 33 (58.9)

Comorbidity†

Hypertension
70 (51.5) 25 (44.6)

0.740 .390

Diabetes mellitus
38 (27.9) 15 (26.8)

0.027 .871

Neoplasms
50 (36.8) 19 (33.9)

0.139 .710

Circulatory system
34 (25.0) 16 (28.6)

0.263 .608

Renal system
21 (15.4) 10 (17.9)

0.171 .679

Respiratory system
16 (11.8) 7 (12.5)

0.020 .887

Gastrointestinal system
41 (30.1) 16 (28.6)

0.047 .828

Musculoskeletal system
42 (30.9) 10 (17.9)

3.408 .065

Genitourinary system
13 (9.6) 12 (21.4)

4.935 .026

Others
23 (16.9) 10 (17.9)

0.025 .875

Diagnosis Neoplasms
67 (49.3) 26 (46.4)

0.128 .721

Non-neoplasms
69 (50.7) 30 (53.6)

Department ACS,CRS,GS,HBP
70 (51.5) 22 (39.3)

2.360 .124

All others
66 (48.5) 34 (60.7)

Operation Yes
117 (86.0) 47 (83.9)

0.141 .708

Intra-abdominal
91 (77.8) 26 (55.3)

8.327 .016

Extra-abdominal
26 (22.2) 21 (44.7)

No
19 (14.0) 9 (16.1)

ICU admission path

General ward
95 (69.9) 46 (82.1)

3.071 .080

Emergency room
41 (30.1) 10 (17.9)

Table 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Hypoactive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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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s

Hypoactive

delirium

(n=136)

Non-Delirium

(n=56) χ² or Z p

n (%), M±SD or Median (range)

APACHE

Score
28.0 (8.0-117.0) 19.0 (5.0-84.0)

-1.807 .071*

Mortality probability (%)
44.2 (3.1-96.0) 23.9 (3.2-77.2)

-4.220 <.001*

Restraint Yes
106 (77.9) 6 (10.7)

73.758 <.001

No
30 (22.1) 50 (89.3)

Ventilator Yes
115 (84.6) 6 (10.7)

92.816 <.001

No
21 (15.4) 50 (89.3)

Number of Catheter and drain 7.0 (0.0-14.0) 7.0 (1.0-12.0) -1.407 .159*

Categories of catheter and drain†

Artificial airway
86 (63.2) 14 (25.0)

23.236 <.001

Central line
91 (66.9) 31 (55.4)

2.286 .131

Arterial line
100 (73.5) 42 (75.0)

0.045 .833

Nasogastric tube
54 (39.7) 17 (30.4)

1.488 .223

Foley catheter
123 (90.4) 51 (91.1)

0.019 .892

Drain tube
100 (73.5) 43 (76.8)

0.221 .638

Stomy
26 (19.1) 7 (12.5)

1.220 .269

Peripheral IV catheter
119 (87.5) 54 (96.4)

3.546 .060

Others
3 (2.2) 1 (1.8)

1.000‡

* Mann-Whitney U test; †Multiple responses; ‡Fisher’s exact test.

ACS=Acute Care Surgery; CRS=Colon and Rectal Surgery; GS=General Surgery;

HBP=Hepatobiliary Pancreatic Surgery;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vation; ICU=Intensive care unit; IV=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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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특성 비교

섬망군 중 혼합형 섬망군은 73명, 비섬망군은 56명으로 두 군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성별은 남

자가 혼합형 섬망군에서 51명(69.9%), 비섬망군에서 33명(58.9%)으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1.668, p=.197).

두 군의 연령 비교에서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군 70.0 (19.0-88.0)세, 비섬망군

63.0 (20.0-84.0)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387, p=.017). 65세

이상은 혼합형 섬망군이 45명(61.6%), 비섬망군이 22명(39.3%)으로 두 군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²=6.346, p=.012).

음주력이 있는 대상자는 혼합형 섬망군 32명(43.8%), 비섬망군 26명(46.4%)으

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χ²=0.086, p=.769), 흡연력이 있는 대상자는 혼

합형 섬망군 31명(42.5%), 비섬망군 23명(41.1%)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χ²=0.025, p=.874).

대상자의 동반 질환 비교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입

실 시 진단명을 신생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신생물은 혼합형 섬망군 27명(37.0%), 비섬망군 26명(46.4%)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1.167, p=.280). 입실 시 진료과는 중환자 외상외과, 대장항문외

과, 일반외과, 간담췌외과와 그 외 진료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혼합형 섬

망군 35명(47.9%), 비섬망군 22명(39.3%)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

²=0.964, p=.326).

재원 기간 중 중환자실 입실 전 수술력이 있는 대상자는 혼합형 섬망군 57명

(78.1%), 비섬망군 47명(83.9%)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0.693,

p=.405), 수술력이 있는 대상자 중 복강 내 수술을 받은 경우는 혼합형 섬망군

37명(64.9%), 비섬망군 26명(55.3%)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1.694,

p=.429).

중환자실 입실 경로 비교에서 병동의 경우 혼합형 섬망군이 49명(67.1%), 비섬

망군이 46명(82.1%)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3.683, p=.055).

APACHE 점수의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군이 25.0 (11.0-118.0)점, 비섬망군이

19.0 (5.0-84.0)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1.840, p=.066).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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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의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군이 37.0 (5.5-93.7)%, 비섬망군이 23.9

(3.2-77.2)%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3.566, p<.001).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경우 혼합형 섬망군 60명(82.2%), 비섬망군 6명(10.7%)

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64.797, p<.001). 또한, 인공호흡기를 적용

한 경우도 혼합형 섬망군 61명(83.6%), 비섬망군 6명(10.7%)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67.369, p<.001).

입실 시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의 총 개수를 비교했을 때, 혼합형 섬망군은

평균 7.23±2.79개, 비섬망군은 평균 6.45±2.31개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706, p=.090).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 중 인공기도가 혼합형 섬망군 50명

(68.5%), 비섬망군 14명(25.0%)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²=23.980,

p<.001), 동맥관은 혼합형 섬망군 65명(89.0%), 비섬망군 42명(75.0%)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417, p=.036). 또한 비위관이 혼합형 섬망군 36명

(49.3%), 비섬망군 17명(30.4%)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²=4.705,

p=.030), 배액관도 혼합형 섬망군 44명(60.3%), 비섬망군 43명(76.8%)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3.935, p=.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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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xed delirium

(n=73)

Non-Delirium

(n=56) χ², t

or Z
p

n (%), M±SD or Median (range)

Gender Male
51 (69.9) 33 (58.9)

1.668 .197

Female
22 (30.1) 23 (41.1)

Age (yr)
70.0 (19.0-88.0) 63.0 (20.0-84.0)

-2.387 .017*

<65
28 (38.4) 34 (60.7)

6.346 .012

≥65
45 (61.6) 22 (39.3)

Alcohol Yes
32 (43.8) 26 (46.4)

0.086 .769

No
41 (56.2) 30 (53.6)

Smoking Yes
31 (42.5) 23 (41.1)

0.025 .874

No
42 (57.5) 33 (58.9)

Comorbidity†

Hypertension
44 (60.3) 25 (44.6)

3.112 .078

Diabetes mellitus
24 (32.9) 15 (26.8)

0.557 .455

Neoplasms
20 (27.4) 19 (33.9)

0.641 .423

Circulatory system
18 (24.7) 16 (28.6)

0.250 .617

Renal system
13 (17.8) 10 (17.9)

0.000 .994

Respiratory system
8 (11.0) 7 (12.5)

0.073 .787

Gastrointestinal system
26 (35.6) 16 (28.6)

0.716 .397

Musculoskeletal system
20 (27.4) 10 (17.9)

1.616 .204

Genitourinary system
15 (20.5) 12 (21.4)

0.015 .903

Others
13 (17.8) 10 (17.9)

0.000 .994

Diagnosis Neoplasms
27 (37.0) 26 (46.4)

1.167 .280

Non-neoplasms
46 (63.0) 30 (53.6)

Department ACS,CRS,GS,HBP
35 (47.9) 22 (39.3)

0.964 .326

All others
38 (52.1) 34 (60.7)

Operation Yes
57 (78.1) 47 (83.9)

0.693 .405

Intra-abdominal
37 (64.9) 26 (55.3)

1.694 .429

Extra-abdominal
20 (35.1) 21 (44.7)

No
16 (21.9) 9 (16.1)

ICU admission path

General ward
49 (67.1) 46 (82.1)

3.683 .055

Emergency room
24 (32.9) 10 (17.9)

Table 5.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Mixed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N=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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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Variables

Mixed delirium

(n=73)

Non-Delirium

(n=56) χ², t

or Z
p

n (%), M±SD or Median (range)

APACHE

Score
25.0 (11.0-118.0) 19.0 (5.0-84.0)

-1.840 .066*

Mortality probability (%)
37.0 (5.5-93.7) 23.9 (3.2-77.2)

-3.566 <.001*

Restraint Yes
60 (82.2) 6 (10.7)

64.797 <.001

No
13 (17.8) 50 (89.3)

Ventilator Yes
61 (83.6) 6 (10.7)

67.369 <.001

No
12 (16.4) 50 (89.3)

Number of Catheter and drain 7.23± 2.79 6.45± 2.31 -1.706 .090

Categories of catheter and drain†

Artificial airway
50 (68.5) 14 (25.0)

23.980 <.001

Central line
49 (67.1) 31 (55.4)

1.862 .172

Arterial line
65 (89.0) 42 (75.0)

4.417 .036

Nasogastric tube
36 (49.3) 17 (30.4)

4.705 .030

Foley catheter
65 (89.0) 51 (91.1)

0.144 .704

Drain tube
44 (60.3) 43 (76.8)

3.935 .047

Stomy
7 (9.6) 7 (12.5)

0.278 .598

Peripheral IV catheter
68 (93.2) 54 (96.4)

.698‡

Others
5 (6.8) 1 (1.8)

.233‡

* Mann-Whitney U test; †Multiple responses; ‡Fisher’s exact test.

ACS=Acute Care Surgery; CRS=Colon and Rectal Surgery; GS=General Surgery;

HBP=Hepatobiliary Pancreatic Surgery;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vation; ICU=Intensive care unit; IV=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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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망의 아형에 따른 영향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

1) 저활동형 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활동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특성 비교에서 유의수준 <.1을 기준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65세 이상 노인, 동반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과 비뇨생식

기계 질환, 복강 내 수술을 기준으로 분류한 수술 그룹, 중환자실 입실 경로,

APACHE 점수와 사망률 추정치, 신체 보호대 적용 여부,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입실 시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 중 인공기도와 말초 정맥관을 독립변수로 투

입하였다. 이 중 이분형이나 명목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였고, 저활동형 섬

망군과 비섬망군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65세 이상 노인(OR [Odds Ratio]=2.576, 95% CI=1.360-4.879), 비뇨생식기계 동

반 질환(OR=0.388, 95% CI=0.165-0.913), APACHE 사망률 추정치(OR=1.033, 9

5% CI=1.017-1.049), 신체 보호대(OR=29.444, 95% CI=11.516-75.287), 인공호흡기

(OR=45.635, 95% CI=17.367-119.917), 인공기도(OR=5.160, 95% CI=2.567-10.37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혼합형 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혼합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특성 비교에서 유의수준 <.1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65세 이상 노인, 동반 질환 중 고혈압, 중환자실 입실 경로,

APACHE 점수와 사망률 추정치, 신체 보호대 적용 여부,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입실 시 보유한 배액관 및 카테터의 총 개수와 인공 기도, 동맥관, 비위관, 배액

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중 이분형이나 명목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

하였고, 혼합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65세 이상 노인(OR=2.484, 95% CI=1.216-5.073), APACHE 사망률 추정치(OR=

1.034, 95% CI=1.015-1.054), 신체 보호대(OR=38.462, 95% CI=13.627-108.55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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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호흡기(OR=42.316, 95% CI=14.840-120.919), 인공기도(OR=6.522, 95% CI=2.987

-14.239), 동맥관(OR=2.708, 95% CI=1.046-7.013), 비위관(OR=2.232, 95% CI=1.074

-4.638), 배액관(OR=0.459, 95% CI=0.211-0.99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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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OR 95 % CI p

Hypoactive delirium (versus non-delirium)

Age≥65 2.576 1.360-4.879 .004

Musculoskeletal system 2.055 0.947-4.459 .068

Genitourinary system 0.388 0.165-0.913 .030

Intra-abdominal operation 1.658 0.671-4.098 .274

ICU admission path 1.985 0.914-4.312 .083

APACHE score 1.006 0.993-1.019 .374

APACHE mortality probability 1.033 1.017-1.049 <.001

Restraint 29.444 11.516-75.287 <.001

Ventilator 45.635 17.367-119.917 <.001

Artificial airway 5.160 2.567-10.371 <.001

Peripheral IV catheter 0.259 0.058-1.162 .078

Mixed delirium (versus non-delirium)

Age≥65 2.484 1.216-5.073 .013

Hypertension 1.881 0.929-3.808 .079

ICU admission path 2.253 0.972-5.221 .058

APACHE score 1.002 0.988-1.016 .828

APACHE mortality probability 1.034 1.015-1.054 <.001

Restraint 38.462 13.627-108.554 <.001

Ventilator 42.361 14.840-120.919 <.001

Number of Catheter and drain at admission 1.126 0.981-1.294 .093

Artificial airway 6.522 2.987-14.239 <.001

Arterial line 2.708 1.046-7.013 .040

Nasogastric tube 2.232 1.074-4.638 .031

Drain tube 0.459 0.211-0.998 .049

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Subtypes of the

Delirium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vation; ICU=Intensive care unit; IV=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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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망의 아형에 따른 영향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1) 저활동형 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뒤로:LR 방법으

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χ2=112.329, p<.001), 설명력은 Nagelkerke 결정 계수에 의해 63.2%이었다. 모형

의 적합성은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χ2=3.577, p=.612) 본 연구에서 제

시된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 결과, 저활동형 섬망군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OR=3.409,

95% CI=1.331-8.733), 비뇨생식기계 동반질환(OR=0.152, 95% CI=0.037-0.621), 인

공호흡기(OR=16.668, 95% CI=3.513-79.074)이었다(Table 7).

2) 혼합형 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뒤로:LR 방법으

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χ2=103.658, p<.001), 설명력은 Nagelkerke 결정 계수에 의해 74.1%이었다. 모형

의 적합성은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χ2=3.645, p=.725) 본 연구에서 제

시된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 결과, 혼합형 섬망군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OR=33.311,

95% CI=3.333-332.931), 신체 보호대(OR=22.969, 95% CI=1.621-325.456), 인공호

흡기(OR=19.790, 95% CI=1.431-273.704)이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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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OR 95 % CI p

Hypoactive delirium (versus non-delirium)

Age≥65
3.409

1.331-8.733
.011

Genitourinary system
0.152

0.037-0.621
.009

Restraint
4.572

0.876-23.873
.071

Ventilator
16.668

3.513-79.074
<.001

adjusted R2=.632, Hosmer & Lemeshow test χ2=3.577, p=.612

Mixed delirium (versus non-delirium)

Age≥65
33.311

3.333-332.931
.003

Restraint
22.969

1.621-325.456
.020

Ventilator
19.790

1.431-273.704
.026

Drain
0.278

0.075-1.036
.056

adjusted R2=.741, Hosmer & Lemeshow test χ2=3.645, p=.725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Subtypes of the

Delirium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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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 분석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는 병원 재원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환자

실 퇴실 시 사망 여부,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 발생 여

부, 욕창 발생 시점,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경구용 수면

제 사용 여부와 평균 수면시간, 섬망 발생 시점, 섬망 지속 기간을 분석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9).

1) 저활동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임상 결과 비교

저활동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임상 결과 분석에서 병원 재원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35.0 (4.0-359.0)일, 비섬망군이 16.5 (3.0-162.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4.707 p<.001).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7.5 (2.0-114.0)일, 비섬망군이 2.0 (2.0-4.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7.906, p<.001). 중환자실 퇴실 시 사망 여부에서 저활동형 섬망군은

11명(8.1%), 비섬망군은 0명(0.0%)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036),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에서 저활동형 섬망군은 14명(10.3%), 비섬망군은 1명

(1.8%)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2).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이 발생한 경우는 저활동형 섬망군 43명(31.6%), 비섬망

군 2명(3.6%)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7.388, p<.001). 욕창 발생

시점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이 7.0 (1.0-72.0)일, 비섬망군이 0.5 (0.0-1.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347, p=.019).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위수

는 저활형 섬망군이 8.0 (1.0-115.0)일, 비섬망군이 3.0 (2.0-4.0)일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Z=-3.308, p=.001).

중환자실 입실 후 경구용 수면제 사용 여부는 저활동형 섬망군 94명(69.1%),

비섬망군 9명(16.1%)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4.886, p<.001). 중

환자실 재실 기간 중 평균 수면시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 4.5 (2.0-7.0)시간,

비섬망군 4.3 (1.5-6.0)시간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362,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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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임상 결과 비교

혼합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임상 결과 분석에서 병원 재원 기간 중위수는 혼

합형 섬망군이 28.0 (9.0-328.0)일, 비섬망군이 16.5 (3.0-162.0)일로 두 군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Z=-3.584, p<.001).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

군이 7.0 (2.0-81.0)일, 비섬망군이 2.0 (2.0-4.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Z=-7.439, p<.001). 중환자실 퇴실 시 사망 여부에서 혼합형 섬망군은 2명

(2.7%), 비섬망군은 0명(0.0%)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505),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 또한 혼합형 섬망군은 5명(6.8%), 비섬망군은 1명(1.8%)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33).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이 발생한 경우는 혼합형 섬망군 17명(23.3%), 비섬망군

2명(3.6%)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9.809, p=.002). 욕창 발생 시점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군 6.0 (0.0-25.0)일, 비섬망군 0.5 (0.0-1.0)일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Z=-1.997, p=.046).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군이 7.0 (2.0-81.0)일, 비섬망군이 3.0 (2.0-4.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3.201, p=.001).

중환자실 입실 후 경구용 수면제 사용 여부는 혼합형 섬망군 54명(74.0%), 비

섬망군 9명(16.1%)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2.520, p<.001). 중환

자실 재실 기간 중 평균 수면시간 중위수는 혼합형 섬망군이 4.5 (3.0-6.0)시간,

비섬망군이 4.3 (1.5-6.0)시간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717,

p=.086).

3) 저활동형 섬망군과 혼합형 섬망군의 임상 결과 비교

섬망 발생 시점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입실 후 1.0 (0.0-15.0)일, 혼합형

섬망이 입실 후 1.0 (0.0-10.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537,

p=.124). 섬망 지속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4.0 (1.0-90.0)일, 혼합형 섬

망군이 4.0 (1.0-52.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363, 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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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Delirium

(n=56)

Hypoactive

delirium

(n=136) χ² or Z p

Mixed delirium

(n=73)
χ² or Z p

n (%), M±SD

or Median (range)

n (%), M±SD

or Median (range)

n (%), M±SD

or Median (range)

Length of hospital stay (day)
16.5 (3.0-162.0) 35.0 (4.0-359.0)

-4.707 <.001
28.0 (9.0-328.0)

-3.584 <.001

Length of ICU stay (day)
2.0 (2.0-4.0) 7.5 (2.0-114.0)

-7.906 <.001
7.0 (2.0-81.0)

-7.439 <.001

ICU discharge Survival
56 (100.0) 125 (91.9)

.036*
71 (97.3)

.505*

Death
0 (0.0) 11 (8.1) 2 (2.7)

Hospital discharge Survival
55 (98.2) 122 (89.7)

.072*
68 (93.2)

.233*

Death
1 (1.8) 14 (10.3) 5 (6.8)

Pressure injury Yes
2 (3.6) 43 (31.6)

17.388 <.001
17 (23.3)

9.809 .002

No
54 (96.4) 93 (68.4) 56 (76.7)

Onset day of pressure injury (day)
0.5 (0.0-1.0) 7.0 (1.0-72.0)

-2.347 .019
6.0 (0.0-25.0)

-1.997 .046

Ventilator apply duration (day) 3.0 (2.0-4.0) 8.0 (1.0-115.0) -3.308 .001 7.0 (2.0-81.0) -3.201 .001

Oral sleeping pills Yes
9 (16.1) 94 (69.1)

44.886 <.001
54 (74.0)

42.520 <.001

No
47 (83.9) 42 (30.9) 19 (26.0)

Average amount of sleep (hr)
4.3 (1.5-6.0) 4.5 (2.0-7.0)

-1.362 .173
4.5 (3.0-6.0)

-1.717 .086

Table 8.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between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N=265)

* Fisher’s exact test.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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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Hypoactive

delirium

(n=136)

Mixed

delirium

(n=73) Z p

Median (range)

Onset day of delirium (day) 1.0 (0.0-15.0) 1.0 (0.0-10.0) -1.537 .124

Delirium duration (day) 4.0 (1.0-90.0) 4.0 (1.0-52.0) -0.363 .716

Table 9.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between Hypoactive Delirium Group and

Mixed Delirium Group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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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일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발

생률을 조사하고, 섬망의 아형을 분류하여 각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아형

별 임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1. 섬망과 섬망의 아형

본 연구에서 연구 기간 동안 외과계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은

78.9%로, 이는 외상 및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70%

(Pandharipande et al., 2007),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의

77.3%와 유사하다(Peterson et al., 2006). 하지만, 수술 후 섬망 발생에 대해 조

사한 선행 연구의 43%와는 차이를 보였다(Robinson et al., 2011). 국내 연구에서

는 중환자실 환자의 11.2-27.2%에서 섬망이 발생하였다(Choi & Cho, 2014; Lee

& Kim, 2018; Noh & Park, 2019). 이와 같이 연구마다 섬망 발생률의 차이를

보인 것은 각 병원의 환자 중증도와 중환자실 입실 기준, 분석한 환자의 모수 등

이 상이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섬망의 아형 분포는 본 연구에서 저활동형 섬망이 65.1%, 혼합형 섬망이

34.9%이었으며, 과활동형 섬망은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경에서 저

활동형 섬망은 43.5-68%, 혼합형 섬망은 9-43.5%, 과활동형 섬망은 없거나

1-1.6%에 그쳤다(Pandharipande et al., 2007; Peterson et al., 2006; Robinson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

에서 섬망의 아형을 분류한 CAM-ICU와 RASS를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분류 도구와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진다면 아형의 분포 역

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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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망의 아형에 따른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모든 섬망군은 비섬망군보다 평균 연령이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력, 흡연력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선행 연구는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65세 미만의 대상

자보다 저활동형 섬망이 발생 위험이 3.0배 높다고 하였고, 성별이나 동반 질환

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Peterson et al., 2006). 선행 연구에서 동반 질

환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고혈압이라고 하였는데(Choi & Cho, 2014), 본

연구에서는 저활동형 섬망군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비뇨생식기계 질환, 혼합형 섬

망군에서 고혈압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아형의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저활동형 섬망군의 비뇨생식기계 동반 질환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므로 동반

질환과 관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모든 섬망군의 수술력이 비섬망군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수술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활동형 섬망군에서 복

강내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수술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Robinson et al., 2011). 이는 본 연구 대상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

로 중환자실의 종류와 외과의 분과 등이 세분화 되어 있고, 대상자에게 시행한

수술의 종류 또한 선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술 중 환자의 변화, 마취 수준, 수술 시간, 수술 후 환자의 변화 등 수술과 관

련된 특성과 대상자에게 시행된 수술의 응급 여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APACHE의 사망률 추정치가 모든 섬망군에서 단변량 분석 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APACHE Ⅱ의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저활동형 섬

망 위험이 1.04배, 혼합형 섬망 위험이 1.08배였다(Peterson et al., 2006). 다른 선

행 연구에서도 저활동형 혹은 혼합형 섬망군이 비섬망군보다 APACHE Ⅳ의 점

수와 사망률 추정치가 높게 나타났다(Rood et al., 2019). 본 연구의 APACHE 점

수와 사망률 추정치는 조사 기간 동안 조사 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변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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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APACHE Ⅱ와 APACHE Ⅳ가 혼재된 결과이다. Lee, Shon, Kim, Paik과

Park (2014)의 연구결과에 따라 두 버전의 사망률 예측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참

고하여 APACHE의 점수와 사망률 추정치 결과 값을 버전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도출

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APACHE의 버전 차이에 의한 것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모든 섬망군은 비섬망군보다 신체 보호대 적용률이 높았고 이는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하지만 다변량 분석에서 신체 보

호대는 혼합형 섬망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신

체 보호대를 적용한 대상자는 섬망군에서 30.4%로 비섬망군보다 높았다(Lee &

Kim, 2018). 미국 중환자의학회의 통증, 진정 및 섬망 관리 임상 실무 지침에서

는 장기간 신체 보호대의 적용 및 부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섬망의 위험 요인

으로 인지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Devlin et

al., 2018),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 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적용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 보호대의 적용 여부가 다변량 분석에서 혼합형 섬망군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변량 분석에서는 모든 섬망군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므로 대상자 수를 추가 확보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모든 섬망군은 비섬망군보다 인공호흡기를 많이 적용하였고 이는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인공호흡기의

적용은 모든 섬망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인공호흡

기를 적용한 대상자는 섬망군에서 41.2%로 비섬망군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Choi & Cho, 2014). 섬망의 아형에 관계없이 모든 섬망군에 인

공호흡기 적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과가 도출된 만큼 인공호흡기

적용과 섬망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입실 시 보유한 카테터의 개수는 혼합형 섬망군과 비섬망군의 비교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실 시 보유한 카테터의 개수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 따라

(Choi & Cho, 2014), 본 연구에서는 입실 시 보유한 카테터의 종류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활동형 섬망군에는 인공기도와 말초 정맥관이, 혼합형 섬

망군에는 인공기도와 동맥관, 비위관, 배액관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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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하지만, 다변량 분석에서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카테터와 배액

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터의 보유 개수와 종류가 신체 보호대와 마찬가

지로 환자의 조기 이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분석하였

으나 연구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단변량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수로 확인된 카테터나 배액관이 존재하므로 반복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

가 있다.

3.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재실 기간과 병원 재원 기간은 모든 섬망군이 비섬망군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사망률 비교에서는 저활동형 섬망군의 중환자실 퇴실 시

사망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섬망이든 비섬망군보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및 병원 재원 기간이 길고, 30일 사

망률도 높았다(Robinson et al., 2011). 중환자실 재실 일수와 병원 재원 일수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망률의 경우 섬

망의 아형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욕창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섬망군이 비섬망군보다 욕창이 많이

발생하였다. 욕창은 비섬망군에서 입실 후 중위수 0.5일에 발생하였고, 저활동형

섬망군 7.0일, 혼합형 섬망군 6.0일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비섬망군의 욕창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발생한 욕창의 발생 시점이 너무 짧아 이와 같은 결과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욕창 발생은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

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욕창 발생 시점보다 아형과 관계없이 섬망

발생 자체가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들은

욕창과 관련된 추가 치료로 인하여 환자의 재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은 모든 섬망군이 비섬망군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Rood et al., 2019). 이는 모든 섬망

군이 비섬망군에 비해 APACHE의 점수와 사망률 추정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그와 관련하여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인공호흡기의 이탈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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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외과계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수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

재를 시행하고 있다. 수면 증진을 위해 경구용 수면제 용도로 dibenzothiazepine

계열의 quetiapine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quetiapine을 포함한

경구용 수면제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구용 수면제 사용률은 모

든 섬망군이 비섬망군 보다 높았다. 반면에 선행 연구는 섬망 고위험군 환자에게

저용량의 quetiapine을 섬망 예방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섬망 발생률(실험군 45.5% vs 대조군 77.6%)과 섬망 지속 기간, 인공

호흡기 적용 기간이 감소한다고 하였다(Abraham et al., 2020).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는 섬망군의 높은 경구용 수면제 사용률이 섬망 발생 자체로 인한 결과인

지, 섬망 발생의 영향 요인에 의한 결과인지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본 연구 기관에서는 RASS 0~-2점의 가벼운 진정 상태 유지를 목표로 다양

한 진정 약물 및 진통제를 지속 주입하는 치료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

가로 경구용 수면제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수면 증진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환자

에게 사용된 진정 약물의 종류와 주입 속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수면 증진을 위한

중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을 측

정하였으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면 시간 자체는 비섬망군이

모든 섬망군에 비해 짧았다. 대체로 비섬망군이 섬망군보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이 짧았고, 진정 약물의 사용과 경구용 수면제의 사용 또한 적었기 때문에 해석

에 한계가 있다. 수면 증진을 위한 중재의 결과로 수면 시간을 측정한 선행 연구

도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섬망 발생 시점과 섬망 지속 기간은 섬망의 아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선행 연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Robins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모든 섬

망군은 입실 후 1-2일 이내에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이후 정기적으로 섬망을 사정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정기

적인 섬망 사정과 위험 요인의 관찰은 섬망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

절한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섬망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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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의 발생률과 섬망의 아형 분포 파악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 후 측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일 기관, 단일 부서에 입실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섬망 발생과 관련하여 소음이나 조명과 같은 환경적 자극과 대상자의 시력 저하

나 청력 저하 등의 감각 손상이 섬망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

된 자료가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에 포함하지 못

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섬망을 측정하는 도구와 섬망의 아형 분류 기준이 다양

하고 현재 절대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

류한 섬망의 아형도 일반화할 수 없다. 수면에 대한 평가로 수면 시간 및 양상,

질이 측정되어야 하나 담당 간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무기록에 관련 기록

을 하고 있어 이 또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대상자의 섬망 발생률과

섬망의 아형 분포 및 각 아형의 영향 요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섬망의 아형을

분류하고 기준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저활동형 섬망과 같이 의료진에게 쉽게 발

견되지 못하는 섬망의 유형을 의료진이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섬망의 임상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섬망을 조기에 발견

하고, 적절한 중재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임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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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의 섬망 발생률과

섬망의 아형 분포, 각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 결과를 조사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의 아형에 따른 영향 요

인을 확인하였다. 저활동형 섬망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 비뇨생식기계

동반 질환, 인공호흡기였다. 혼합형 섬망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보호대, 인공호흡기였다. 또한, 모든 섬망군은 비섬망군보다 병원 재원 기간과 중

환자실 재실 기간,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이 더 길었고, 욕창도 더 많이 발생하였

으며 경구용 수면제 사용률도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진들은

환자의 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가급적 빨리 이탈하도록 노력

하고, 불필요한 신체 보호대의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노인 환자의 섬망 예

방을 위해 인지 및 지남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섬망의 아형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섬망의 아형에 대해 인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섬망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활동 및 중재를 수행하여 환자의 임상 결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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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섬망의 아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현재 섬

망의 아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M-ICU,

RASS 등 중환자실 환경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섬망의 아형

분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섬망의 아형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현재 국내에는 섬망의 아형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기관의 단일 부서에서 이루어졌

다. 이에 다양한 수준의 병원 환경, 부서 및 다기관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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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섬망의 아형에 따른

영향 요인 및 임상 결과

Study No.

일반적 특성

1. 성별 □ 남 □ 여 2. 생년월일 ＿＿＿＿-＿＿-＿＿

3. 음주력 □ 무 □ 유 4. 흡연력 □ 무 □ 유

5. 동반 질환
□ HTN □ DM □ 신생물 □ 순환기계 □ 신장계

□ 신경계 □ 호흡기계 □ 소화기계 □ 기타 (＿＿＿＿)

임상적 특성

6. 주 진단명

7. 입실 시 진료과 8. 수술 여부 □ 무 □ 유

9. 수술명

10. 입원일 ＿＿＿＿-＿＿-＿＿ 11. 퇴원일 ＿＿＿＿-＿＿-＿＿

12. ICU 입실일 ＿＿＿＿-＿＿-＿＿ 13. ICU 퇴실일 ＿＿＿＿-＿＿-＿＿

14. ICU 입실 경로 □ 수술실 □ 병동 □ 응급실 □ 기타 (＿＿＿＿)

15. ICU 입실 후 첫 APACHE 점수

16. ICU 퇴실 시 사망 여부
□ 생존

□ 사망
17. 병원 퇴원 시 사망 여부

□ 생존

□ 사망

18. ICU 입실 후 욕창 발생
□ 무

□ 유
19. 욕창 발생 시점 입실 (＿＿) 일 째

섬망 관련 특성

20. 섬망 유무 □ 무 □ 유 21. 섬망 발생 시점 입실 (＿＿＿) 일 째

22. 섬망 발생 24시간 이내 RASS 변화 □ ≥ +1 □ ≤ 0 □ -3 ~ +4

23.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섬망 지속 기간 (＿＿＿) 일

24. 신체 보호대 적용 여부 □ 무 □ 유

25.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 무 □ 유

26.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 일

27. 경구용 수면제 투약 여부 □ 무 □ 유

28. ICU 재실 기간 중 평균 수면시간 (＿＿＿) 시간

29. 보유 카테터 및 배액관 (입실시 보유 기준) 총 (＿＿＿) 개

1) 인공 기도 □ 무 □ 유 2) 중심 정맥관 □ 무 □ 유

3) 동맥관 □ 무 □ 유 4) 비위관 □ 무 □ 유

5) 도뇨관 □ 무 □ 유 6) 배액관 □ 무 □ 유

7) 장루 □ 무 □ 유 8) 기타
□ 무 □ 유 ( )

□ 무 □ 유 ( )

<Appendix 2. 증례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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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ing Factors and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Subtypes of Delirium in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Kang, Yi Seul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Choi, Hye Ran, RN, MP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delirium in adult patients ad-

mitted to the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The retrospective study was enrolled 265 patients between January 1st,

2017 and December 31th, 2019.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rough electronic

medical records. SPSS/WIN 24.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median and range. The charac-

teristics and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delirium were an-

alyzed by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and Independent t-test or

Mann-Whitney U test. Influencing factors of the delirium subtypes were ana-

lyzed by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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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ata from 265 patients were analyzed. Delirium occurred in 209 (78.9%) pa-

tients of which 136 (65.1%) were hypoactive delirium and 73 (34.9%) were

mixed delirium.

Influencing factors for hypoactive delirium were age (over the age of 65)

(OR [Odds Ratio]=3.409, 95% CI [Confidence Interval]=1.331-8.733), genito-

urinary system (OR=0.152, 95% CI=0.037-0.621), and use of ventilator

(OR=16.668, 95% CI=3.513-79.074). Influencing factors for mixed delirium

group were age (over the age of 65) (OR=33.311, 95% CI=3.333-332.931), use

of restraints (OR=22.969, 95% CI=1.621-325.456), and use of ventilator

(OR=19.790, 95% CI=1.431-273.704).

Median of length of hospital stays were 16.5 (3.0-162.0) days in non-delir-

ium group, 35.0 (4.0-359.0) days in hypoactive delirium group (Z=-4.707,

p<.001), and 8.0 (9.0-328.0) days in mixed delirium group (Z=-3.584, p<.00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Median of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stays were 2.0

(2.0-4.0) days in non-delirium group, 7.5 (2.0-114.0) days in hypoactive delir-

ium group (Z=-7.906, p<.001), and 7.0 (2.0-81.0) days in mixed delirium group

(Z=-7.439, p<.00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

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The incidence of pressure injuri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was 31.6% in hypoactive delirium group (χ²=17.388,

p<.001) and 23.3% in mixed delirium group (χ²=9.809, p=.002), which was

higher than 3.6% of non-delirium group. Median of duration of ventilator use

was 3.0 (2.0-4.0) days in non-delirium group, 8.0 (1.0-115.0) days in hypo-

active delirium group (Z=-3.308, p=.001), and 7.0 (2.0-81.0) days in mixed de-

lirium group (Z=-3.201, p=.00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lirium group and non-delirium group. The use rate of oral sleeping

pills during the intensive care unit stay was 69.1% in hypoactive delirium

group (χ²=44.886, p<.001) and 74.0% in mixed delirium group (χ²=42.520,

p<.001), which was higher than 16.1% of non-deliriu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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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of onset day of delirium was 1.0 (0.0-15.0) days in hypoactive de-

lirium group and 1.0 (0.0-10.0) days in mixed delirium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Z=-1.537, p=.124).

Median of duration of delirium was 4.0 (1.0-90.0) days in hypoactive delirium

group and 4.0 (1.0-52.0) days in mixed delirium group. There was no statisti-

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Z=-0.363, p=.716).

Both delirium groups had longer hospital stays, intensive care unit stays

and duration of ventilator use than non-delirium group. In addition, pressure

injuries and use of oral sleeping pills occurred more frequently in delirium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play a vital

role in effectively preventing and managing delirium with early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various types of delirium.

Key Words : Delirium, Subtypes, Risk factors, Outcomes,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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