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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the Activation Time of the Rapid Respon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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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rapid response team is a patient safety system that detects symptoms and signs of deteriorating 
inpatients and provides intervention and trea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tivation time 
of the team.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at analyz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ctivated by the rapid response team. The collection period was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7. We 
analyzed 278 pieces of data activated by the rapid response team for patients aged 16 years or older at C University 
S Hospital in Seoul. We employed the SPSS 23.0 program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reasons for activation of 
the rapid response team were oxygen saturation of less than 90.0%, other causes, and change in consciousness. 
The most common diagnosis of activated patients was respiratory failure (32.4%). The average activation time was 
153.43±286.05 min. The activation time was shortest during convulsions (13.29±7.32 min). For patients with 
a history of kidney disease (B=0.58, p=.008), in case of surgery (B=0.55, p<.001), if the first symptom is mediated 
by the physician (B=0.53, p=.007) the active time is often extended. On the other hand, activation time is reduced 
when consciousness changes (B=-0.51, p=.002), especially when oxygen saturation is below 90.0% (B=-0.64,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patients deteriorating in the general ward 
would be recognized early, which will help in the effective activation of the rapid respon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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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속 응팀은 의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불이행

(failure to rescue)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자 안전 시스

템으로 응급 및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

되어[1], 임상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자를 신속하게 평가하

여 치료 및 중재함으로써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및 사망률을 

줄이고[1,2],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질적 의료를 제공

하기 위한 팀이다[3]. 구조 불이행의  원인은 병동의 모니터링 

장비의 부족, 간헐적인 활력징후 측정,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의사소통 문제, 지연되는 보

고체계,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환자에 한 신속한 

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3,4].

신속 응팀의 구성은 임상적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인지하

는 과정이나 의료진과 장비의 투입, 데이터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 병원의 의료서비스 운영계획과 투자, 병원직원

의 교육과 훈련 등과 같은 요인들이 관련된다[4,5]. 신속 응

팀은 인력 구성 및 운영방식이 병원의 물리적, 환경적, 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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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조, 특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며[6], 심페소생술팀과는 활

성화 시점, 중재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4]. 심폐소생술 팀이 맥

박, 호흡, 혈압, 의식 등이 없는 심정지, 호흡정지 등의 상황에 

출동하여 중재를 하는 반면에 신속 응팀은 저혈압, 빠른 맥

박, 호흡곤란, 의식 변화 등의 증상 및 징후가 급성, 또는 점차

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진이 신속하게 감지하여 패

혈증, 폐 부종, 부정맥, 호흡 부전 등에 한 적합한 중재를 한

다[4]. 실제로 심정지 및 계획되지 않은 중환자실 입실에 관한 

연구에서 24시간 이전에 호흡수 및 맥박 증가, 혈압 감소등 활

력 징후의 비정상적인 변화, 산소 포화도 감소 등을 보고하였

다[7,8]. 

이에 신속 응팀의 활동은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

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 산소 포화도, 기도 개방성, 의식 변화 

등 신속 응팀의 활성화 기준에 포함되거나, 환자의 상태에 

해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6]. 또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및 산소 포화도, 의식 수준 등이 점수화

된 조기 경고 점수를 활용하거나[9]  스크리닝 기준에 해당 시 

전산으로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 응팀이 활성

화될 수 있다. 활성화된 신속 응팀은 병동 의료진과의 협력

을 통한 환자정보 공유, 사정 및 평가, 적합한 중재 및 치료를 

하며, 환자, 보호자, 의료진을 상으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그러나 신속 응팀을 호출한 경험이 있는 병동 의료진은 

신속 응팀 의료진의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 특정 진료과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 악화되는 상황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신속 응팀의 역할에 한 오해 등으로 신속 응팀의 

호출을 기피했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10,11].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이 고령 환자(75세 이상), 야간 시간(00:00~08:00), 빈맥 또

는 서맥, 저혈압, 산소포화도 감소, 내과 병동에 입원하였을 때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원내 사망률, 재원기간 및 예상하지 못

한 중환자실 입실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국내 논문에서 신속 응팀 출동에 따른 환자 분석, 운영에 따

른 결과(원내 심정지 발생률, 중환자실 입실률, 재원기간, 사

망률 등), 내, 외과 병동의 신속 응팀 출동 비교, 수술 유무에 

따른 신속 응팀 연구 등은 보고되고 있으나[14-17],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한 분석을 통해 

병동에서 악화되는 상황에 한 인지를 높이고, 효과적인 신

속 응팀의 개입으로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속 응팀이 활성화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악화되는 상황에 한 인지를 높이고, 신속

응팀의 효과적인 개입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를 파악한다.

2) 일반적 및 질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에 따

른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신속 응팀 활성화 원인에 따른 활성화 시간을 알아본다.

4) 신속 응팀이 활성화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한다.

3. 용어정의

1) 신속대응팀

신속 응팀은 환자의 악화 상태를 조기에 인식하여 신속하

게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팀으로 전문적인 소생술 

및 응급 상황에 처 가능한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18]. 최근에는 패혈증 팀, 폐색전 팀 등 전문화되고 특성화

된 분야의 신속 응팀이 운영되기도 한다[19,20]. 

본 연구에서의 신속 응팀은 내 ․ 외과 전문의 및 중환자실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담 간호사로 구성되며 24시간 운영

되는 팀으로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 및 비디오 후두경(video 

laryngoscope),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간이 진

단 검사기계(Point of Care Test, POCT) 등의 장비를 보유하

고 있다. 악화되는 환자에 한 중재 및 간호, 의료진, 보호자, 

환자 교육, 인공 호흡기 및 고유량 산소장치의 적용 및 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속대응팀 활성화 

신속 응팀의 호출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내의 어떤 의료진이라도 신속 응팀을 호출할 수 있으며[21], 

이것을 신속 응팀의 활성화(activation)라고 한다. 본 연구

에서는 호출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 해 담당 의료진이 직

접 연락을 하여 활성화된 경우와 신속 응팀 전담 간호사가 

전산 자동화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통해 악화가 우려되는 환자

를 선별하여 활성화시킨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 신속 응팀의 

활성화 기준은 침상에서 환자의 악화 상태를 확인하는 점수 

체계인 조기 경고 점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기 경고 점

수는 수축기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및 의식수준(AV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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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Alert, Voice, Pain, Unresponsive)의 5가지 변수로 구

성되어 있고[22], 소변량, 검사결과 및 환자의 상태에 해 악

화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 결과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호

출 기준은 호흡수 8회 이하 또는 25회 이상, 산소 포화도 90.0% 

이하,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의 PH 7.3 이하, 산소 분압 55 

mmHg 이하, 이산화탄소 분압 50mmHg 이상, lactic acid 

2.0mmol/L 이상, 천명 또는 호흡 부속근 사용 시이며, 증상이 

동반된 수축기 혈압 85mmHg 이하, 맥박 50회/분 이하 또는 

130회/분 이상, 급성 가슴 통증, 소변 양이 4시간동안 50ml 이

하로 측정되는 경우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 불명확

한 불안, 초조, 경련 발생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악화에 

해 우려되는 경우에 직접 호출할 수 있다. 이 중 호흡수, 동맥

혈가스검사 결과, 혈압, 맥박의 기준 및 포타슘 6.5mEq/dl 이

상인 경우는 전산 자동화 스크리닝 기준이다. 

3) 신속대응팀의 활성화 시간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이란 신속 응팀에서 개입한 환

자의 24시간 이전의 전자 의무기록에 한 분석을 통하여 활성

화 된 원인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간에서 신속 응팀이 병동에 

도착한 시간의 차이를 ‘분(minute)’으로 계산한 것을 의미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속 응팀이 활성화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 응팀이 활성화된 환자의 전자 

의무기록을 분석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시에 위치한 C 학교 S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직접 호

출 또는 전산 자동화 스크리닝 방법으로 신속 응팀이 활성화

되었던 16세 이상의 성인 환자이다. 본 연구가 시행된 병원에

서는 16세 이상으로 소아와 성인을 구분하여 신속 응팀과 심

폐소생술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환자의 연령 범위에 

한 연구에서도[23] 소아 응급의 적정한 상한연령은 15세까지

로 16세 이상은 성인의 진료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였

다. 중환자실 재원 환자, 심정지 발생 환자, 한 번 이상 중복으

로 활성화된 환자, 기록이 충실하지 않은 환자는 연구에서 제

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포함된 연구 상 건수는 총 

334건 중 기록이 충실하지 않은 9건, 중복으로 활성화 된 47건

을 제외하고 총 278건이었다.

3. 연구도구 

전자의무기록과 신속 응팀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적 및 질병 특성과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를 조사하였

다. 일반적 및 질병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수술 여부, 과거력 

및 상자의 중증도를 알아보기 위한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를 수집하였다. 

활성화 관련 특성으로는 활성화 방법(직접 호출 또는 전산 자

동화 스크리닝), 첫 증상 발생시 담당 의료진의 일차적 개입 여

부, 호출자(의사, 간호사, 외래 직원, 스크리닝), 활성화한 임상

적 원인(호흡수, 맥박수, 수축기 혈압, 의식변화, 경련, 동맥혈 

가스 분석 및 포타슘 수치 이상 등), 증상 발생 시간 (낮, 밤), 

활성화 시간 (낮, 밤),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분), 활성화 

진단, 활성화 결과(병동 단위 내 관찰, 중환자실 입실, 연명의

료 계획 여부, 심폐소생술 발생 여부)를 작성하였고, 임상적 

결과로서 입원기간, 중환자실 입원기간, 생존여부를 조사하

였다. 

4. 자료수집방법 

신속 응팀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며 업무의 특성 및 연

구의 목적, 자료수집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2인의 연구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전자 의무 기록

과 본 병원의 신속 응팀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 및 질

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들과 관련된 자료를 수

집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일반적 및 질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 활

성화 원인에 따른 활성화 시간에 해 기술 통계로 분석

하였다. 

2) 일반적 및 질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에 

따른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의 차이는 정규성을 만족

하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 방법인 Mann-Whitney 검정

과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

가 있는 집단간 차이는 Bonferroni correction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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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활성화 시간에 주는 영향 요인 분석은 활성화 시간이 정규

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왜도가 3.257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인 감마 분포를 띄고 있었으며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를 더미 변수로 통제하여 감마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작성된 연구계획서에 

하여 C 학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KCI8RESI0411) 을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진료 과정에서 이미 수집된 전자 의무기록 자료를 후

향적으로 수집한 연구로서, 연구 상자의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한 동의 과정 면제 연구이다. 연구 상자에게 위해가 가

지 않으며,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관리 번호를 부여

하여 익명화 하였으며 정보에 한 비밀을 유지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암호화가 가능한 전산작업을 통해 허가된 연구자만 

접근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숫자로 

표기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 

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64.1세였으

며 성별은 여성이 156명(56.1%)으로 더 많았다. APACEH II 

Score는 평균 14.3점이었으며, 고혈압을 과거력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33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189명(68.0%)이었다. 

활성화 관련 특성으로는 평일에 활성화된 경우가 232건

(83.5%)으로 주말보다 많았고, 유선연락에 의한 활성화가 203

건(73.0%), 간호사가 연락한 경우가 128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첫 증상 발생 후 해당과 의료진이 일차적으로 중재를 

시행한 경우가 232건(83.5%)으로 많았다. 첫 증상 발생 시간

 및 활성화 시간 는 밤보다 낮(08:00~16:59)시간이 147건

(52.9%)으로 더 많았으며 활성화된 환자의 진단은 호흡 부전 

90건(32.4%), 저혈량 쇼크 37건(13.3%), 패혈증 쇼크 34건

(12.2%) 순이었다. 

임상적 결과로서 출동 후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평균 8.85

일, 총 재원기간은 평균 28.01일이었다. 활성화 후 종료 시 병

동 단위 내 관찰이 152명(54.7%)으로 가장 많았으며, 116명

(41.7%)은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신속 응팀이 활성화되어 

생존 퇴원한 경우가 227건(81.7%)으로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특성, 활성화 관련 특성, 

임상적 결과에 따른 신속대응팀 활성화 시간의 차이 

일반적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의 차

이는 수술 시행 여부 및 과거력 중 신장질환 유무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 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시행한 경우보

다 활성화 시간이 짧았으며(p=.003), 과거력 중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활성화 시간이 짧았다

(p=.032). 활성화 관련 특성에 따른 활성화 시간의 차이는 활

성화 방법, 호출자, 첫 증상 발생 후 해당과 의료진이 일차적으

로 중재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활성화 방법에서 유

선연락으로 활성화된 경우(105.87분)가 스크리닝으로 활성화

된 경우(283.55분) 보다 활성화 시간이 짧았으며(p<.001), 첫 

증상 발생시 해당과 의료진이 일차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경우

(110.30분)가 중재한 경우(161.32분)보다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이 짧았다(p=.001). 특히, 호출자의 경우 외래 의료진이 

연락한 경우(7.00분)가 가장 짧았으며 간호사(68.22분), 의사

(181.79분) 순이었다(p<.001). 임상적 결과에 따른 신속 응

팀 활성화 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성화 후 결과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활성화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5.00분)가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중환자

실로 이실 한 경우(118.48분), 병동 단위 내 단위 관찰의 경우

(189.24분) 순서였다(p=.019)(Table 2).

3. 신속대응팀 활성화 원인에 따른 활성화 시간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은 평균 153.43분이었으며, 주요 

활성화 원인으로는 산소 포화도 90.0% 이하가 100건(36.0%), 

환자의 상태에 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및 고열, 진단검사결

과 이상, 출혈 등을 포함한 기타의 경우가 92건(33.1%), 의식 변

화 86건(30.9%) 순서였다. 경련이 발생한 경우 평균 13.29분으

로 활성화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가장 긴 경우는 가슴 통증으

로 평균 244.42분이었다(Table 3).

4.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은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왜도

가 3.257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인 감마 분포를 띄고 있어 감

마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력 중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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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 Disease Characteristics, Activation Characteristics, Clinical Outcomes (N=278)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 64.1±16.7

Gender M
F

122 (43.9)
156 (56.1)

Disease
characteristics

Pathology (ye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hronic heart disease
Nephrology disease
Pulmonary disease
Organ tumor
Neurology disease
Other

133 (47.8)
 85 (30.6)
 61 (21.9)
 37 (13.3)
27 (9.7)
27 (9.7)
26 (9.3)

 34 (12.2)

Operation

APACHE II score

Yes 
No

189 (68.0)
 89 (32.0)
14.3±6.6

Activation
characteristics

Day of the week Weekday
Weekend

232 (83.5)
 46 (16.5)

Method of activation Call
Screening

203 (73.0)
 75 (27.0)

Caller Screening
Doctor
Nurse
Outpatient medical staff

 75 (27.0)
 70 (25.2)
128 (46.0)
 5 (1.8)

Intervention of attending physician in 
the event of the first

Yes
No

232 (83.5)
 46 (16.5)

First symptom time zone Day (08:00~16:59)
Night (17:00~07:59)

147 (52.9)
131 (47.1)

Activation time zone Day (08:00~16:59)
Night (17:00~07:59)

152 (54.7)
126 (45.3)

Activation diagnosis Sepsis
Septic shock
Cardiogenic shock
Hypovolemic shock
PTE
Arrhythmia
Respiratory failure
Neurology problem
Electrolyte imbalance
CAD
Other

22 (7.9)
 34 (12.2)
 1 (0.4)

 37 (13.3)
10 (3.6)
14 (5.0)

 90 (32.4)
24 (8.6)
13 (4.7)
 5 (1.8)

 28 (10.1)

Clinical outcomes Result of activation Observation in ward unit
Intensive care unit
Lifelong medical plan
CPR

152 (54.7)
116 (41.7)
 9 (3.2)
 1 (0.4)

Length of stay in intensive care unit 
after activation (day)

8.85±11.79

Length of hospitalization (day) 28.01±27.40

Survivability Survival
Death

227 (81.7)
 51 (18.3)

*Multiple response; APACHE II=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PTE=pulmonary thromboembolism; CAD=coronary artery 
disease;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ther=include if worried, other activating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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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Activation Time According to General & Disease Characteristics, Activation Characteristics, Clinical 
Outcomes (N=278)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ime (minute) Z or x2 (p)

General 
characteristics

Operation Yes
No

182.66±324.29
 92.54±186.86

-2.97
(.003)

Disease
characteristics

Pathology: Nephrology 
disease

Yes
No

141.08±151.10
155.76±306.23

-2.15
(.032)

Activation
characteristics

Method of activation Call
Screening

105.87±228.42
283.55±386.71

-6.89
(＜.001)

Caller Screeninga

Doctorb

Nursec

Outpatient medical staffd

283.55±386.71
181.79±314.85
 68.22±155.38
  7.00±3.08

70.97
(＜.001)

 (a＞b＞c＞d)*

Intervention of attending 
physician in the event of 
the first

Yes
No

161.32±285.92
110.30±283.75

-3.18
(.001)

Activation diagnosis
 

Sepsis
Septic shock
Cardiogenic shock
Hypovolemic shock
PTE
Arrhythmia
Respiratory failure
Neurology problem
Electrolyte imbalance
CAD
Other

130.05±301.00
 91.38±80.41
  5.00±0.00
268.54±342.06
 63.70±56.68
148.07±369.78
180.46±304.46
 87.71±142.52
 42.00±37.89
 32.60±48.93
258.92±454.88

14.68
(.198)

Clinical outcomes Result of activation Observation in ward unita

Intensive care unitb

Lifelong medical planc

CPRd

189.24±324.05
118.48±252.08
 40.44±50.82
  5.00±0.00

7.89
(.019)

 (a＞b＞c＞d)*

Survivability Survival
Death

169.24±315.91
 87.47±128.44

0.72
(.469)

*Bonferroni correction; PTE=pulmonary thromboembolism; CAD=coronary artery disease;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ther=include if worried, other activating causes.

(B=0.58, p=.008), 수술을 시행한 경우(B=0.55, p<.001), 첫 

증상 발생시 해당 과에서 중재한 경우(B=0.53, p=.007)에 

활성화 시간이 길어지며, 산소 포화도가 90.0% 이하인 경우(B= 

-0.64, p<.001), 의식 변화가 발생한 경우(B=-0.51, p=.002) 활성

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1.591로 

Pearson의 총 이탈도를 이용하였으며 4.0 미만으로 나타나 모

형이 적합하였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신속 응팀 활성화

의 주요한 원인은 산소 포화도가 90.0% 이하인 경우, 의식 변

화 발생 시이며 이는 활성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활성화 시간을 1시간, 15분 기준으로 나누어 지연된 그

룹 간을 비교한 연구에서 호흡 곤란(호흡수의 변화 포함), 산

소 포화도 저하, 의식 변화 발생시에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

이 지연되지 않은 그룹에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것과 유

사한 결과이다[24,25] 산소 포화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활

력징후 중 하나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 시 심각한 

심장 및 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이 급격히 증

가한다[26]. 그러므로 활력징후 측정 항목인 혈압, 호흡, 체온 

이외에 추가적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식변화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구적

인 신체적 손상 및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의료진의 즉각적인 처가 중요하다. 더불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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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ivation Time based on Cause of Activation of Rapid Response Team (N=2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 Max

153.43±286.05

Activation cause*
 
 
 
  
  
 
 
 
 

Respiration rate (bpm) ≤8, ≥25  42 (15.1) 170.00±307.49  3 1,440

Abnormal ABGA 25 (9.0) 155.56±302.81  2 1,358

Stridor or use respiratory accessory muscle 27 (9.7) 121.93±190.93  3  863

Saturation ≤90% 100 (36.0)  94.53±183.29  0 1,440

Systolic blood pressure ≤85mmHg  72 (25.9) 127.81±209.53  3 1,080

Heart rate (bpm) ≤50 or ≥130  63 (22.7) 161.25±324.08  5 1,440

Acute chest pain 19 (6.8) 244.42±435.93 10 1,440

Urine output ≤50mL (for 4 hr.)  8 (2.9)  64.50±77.73  5 222

A change of consciousness  86 (30.9)  69.19±123.38  3  822

Convulsions  7 (2.5)  13.29±7.32  4  27

Other  92 (33.1) 191.60±332.08  0 1,440

*Multiple response; ABGA=arterial blood gas analysis: PH ≤7.30, PaCO2 ≥50 mmHg, PaO2 ≤55 mmHg, Lactic acid ≥2.0 mmol/L; 
Other=include if worried, other activating causes.

Table 4. Factors in Influencing the Activation Time (N=278)

Characteristics B SE 95% CI x2 p

Operation (ref.=no) 0.55 0.16 0.24~0.86 11.86 ＜.001

Nephrology disease (ref.=no) 0.58 0.22 0.15~1.01  7.09 .008

Intervention of attending physician in the event of the first (ref.=no) 0.53 0.20 0.14~0.92  7.17 .007

Activation cause : SpO2 ≤90% (ref.=no) -0.64 0.15 -0.94~-0.34 17.36 ＜.001

Activation cause : change of consciousness (ref.=no) -0.51 0.17 -0.84~-0.19  9.68 .002

Activation cause : Convulsions (ref.=no) -0.89 0.51 -1.89~0.12  3.01 .083

x2 (p)=125.13 (＜.001)

Q*=1.591

M±SD=153.43±286.05 (minute)

*Q: Goodness-of-Fit test; Gamma regression analysis: M±SD (skewness=3.257).

속 응팀이 활성화 되는 영향 요인에 유의한 통계적 요인은 

아니지만 신속 응팀이 활성화된 주요 요인 중 전체적인 환자

의 상태에 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급성 출혈, 고체온, 어지

러움, 식은땀 또는 구토 등)의 비율이 높은 점은 의료진의 임상

적 경험 및 주관적 판단이 악화되는 환자를 발견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병동에서 환

자의 악화에 한 간호사의 걱정 또는 우려 및 조기 인식에 관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호흡의 변화

(호흡음, 호흡수, 산소의 증량 등), 순환의 변화(부정맥, 차고 축

축한 피부, 고혈압 등) 및 체온 변화(고열 또는 저체온), 의식 변

화(기면, 혼돈된 의식수준 등), 불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출혈, 

통증, 복통, 구토, 현기증, 저혈당, 낙상 등), 뭔가 안 좋아 질 것 

같은 주관적인 느낌 등을 제시하였다[27]. 이러한 내용을 점수

화(Dutch-Early-Nurse-Worry-Indicator-Score, DENWIS)

한 연구에서 DENWIS 지표의 수가 증가하면 환자가 계획되

지 않은 중환자실 입실 또는 예기치 않은 사망률의 증가 위험

이 높다고 하였다[28]. 즉, 환자의 변화되는 임상적 상황에 

하여 담당 의료진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기에 신속 응

팀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신속 응팀 활성화 특성에 따른 시간의 차이에서 활성화 

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스크리닝으

로 활성화된 경우 유선 연락보다 활성화 시간이 길었다. 신속

응팀의 전산 스크리닝은 전자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담당 간호사가 악화되는 환자의 임

상 기록(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작성이 늦어지거나 스

크리닝 기준에 해당하는 동맥혈 가스검사 등의 결과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 신속 응팀의 전산 스크리닝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raaten [29]의 연구에서도 전자 의무기록에 입력된 정보의 

적시성 및 특성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에 제한적

일 수 있으며 임상 관찰 기록지(혈압, 맥박수, 호흡수, 산소포

화도, 체온 등)의 입력이 지연될수록 임상적 변화에 한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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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경학적 변화 및 행동의 변

화 등의 미묘한 신체적 증상의 변화는 임상관찰기록지로는 판

단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29]. 

신속 응팀의 의료진 역시 스크리닝된 환자의 전반적인 의

무기록 확인을 통하여 기록 오류부터 신속한 응이 필요한 

상황 인지에 한 판단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후

에 활성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고

위험 환자 스크리닝 시 신속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하며, 고위험 환자에 한 직접적인 검진을 

통하여 임상적 변화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진단과 중재를 

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데이터 추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

거나 조기 경고 점수에서 합계된 점수를 바탕으로 활성화 여

부를 전산에서 판단하는 스크리닝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다.

특히,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첫 증상 발생 시 

해당 진료과에서 일차적으로 중재한 경우에는 활성화 시간이 

길어진다. 신속 응팀은 병동에서 악화되는 증상과 징후를 감

지한 담당 의료진이 응급 상황임을 판단하고 해당 진료과에서 

일차적 중재를 시작한 후에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높은 수

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 응팀에 도움을 요

청한다.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신속 응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담당 의료진이 일차적

으로 신속 응팀의 연락을 어려워하는 이유로 여러 단계를 거

치는 환자 보고, 응급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신속 응팀을 활

성화한 경험, 신속 응팀의 역할에 한 인식 부족 등이 있었

다[30]. 그러므로 병원 전체의 구성원 동의 및 조직적 시스템

의 변화가 동반되어 신속 응팀에 한 개념적 정의 및 수용

적인 태도 등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속 응팀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하여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과거력으로 신장 질

환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 첫 증상 발생 시 해당과에

서 일차적으로 중재한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산소 포화도가 90.0% 이하인 경우 활성화 시간에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 로 담당 환자의 비

율이 중환자실보다 높고, 환자의 활력 징후에 한 모니터링

이 제한적인 병동에서 담당 의료진으로 하여금 신속 응팀 활

성화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적

으로 파악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단일화된 

상급종합병원에서 활성화된 환자를 상으로 연구하여 일반

화될 수 없으며, 의무 기록을 분석한 후향적 연구로서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인과 관계를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환자의 연령, 질병의 특성, 중증도 등의 차이에 따라 

신속 응팀의 활성화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인 및 소아, 

활성화 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른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 이외에 신속 응팀의 활성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환경 및 문화, 병원 내 의사 소통 및 

보고 체계, 의료진의 응급 상황에 한 임상적 경험 등과 관련

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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