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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tor subtypes of delirium in patients in a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SICU), and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motor subtypes of delirium. Methods: Data were collected in the SICU of a tertiary hospital in * city from October 
2018 to June 2019. Delirium was detected using the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CU (CAM-ICU) and 
motor subtypes of delirium were measured with the Delirium Motor Subtype Scale (DMSS)-4. Patients’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by us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Among 1,112 patients, 172 patients showed delirium (15.5%). After excluding dementia 
patients and patients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study, 126 patients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elirium 
patients were classified as hyperactive delirium (32.5%), hypoactive delirium (42.9%), mixed delirium (11.9%), 
and non-motor subtype delirium (12.7%).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hypoactive delirium is the 
most prevalent motor subtype of delirium in SICU. More application of ventilators, more administration of 
sedatives, more use of catheters, and higher nursing severity were reported for hypoactive delirium cases than 
hyperactive o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early the motor subtypes of delirium using structured tools 
and develop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s suitable for each subtype of deli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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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기저의 인지변화를 동반하는 주의나 의식의 장애

로, 입원 환자에서 14.0~24.0%[1] 발생하고, 중환자의 경우 국

외에서 31.8%[2], 국내에서 27.2~63.0%[3-5]로 일반 환자보

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주로 외과계보다 내과계에서 발생

률이 높다[5,6]. 섬망은 환자의 사망률, 인공호흡기 적용일수

와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일수, 퇴원 후 인지손상의 증가 등 여

러 가지 부정적인 환자 결과를 가져온다[2]. 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중환자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섬망을 사정하고 안경, 보청

기 등 보조기구의 사용 및 반복적인 오리엔테이션 제공, 소음 

감소, 조기 이상 격려 등의 환경적 중재와 불필요한 삽관, 약

물, 억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신체적 중재 등의 다각적이고 

비약물적인 중재를 시행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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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은 정신운동 활동 수준에 따라 과활동성(hyperactive), 

저활동성(hypoactive), 혼합성(mixed), 아형 없음(nonmotor)

으로 분류된다. 과활동성 섬망은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과잉

되어 기분이 변화하고 초조하며, 치료 협조를 거부하는 반면, 

저활동성 섬망은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감소되어 혼미에 가깝

게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을 동반한다. 혼합성 섬망은 과활동

성과 저활동성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며 주의와 의식의 장애가 

있지만 정신운동 활동은 보통 수준이거나, 빠르게 변동한다

[1]. 과활동성과 저활동성 섬망의 특성이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형 없음 섬망으로 평가한다[8].

섬망의 아형별 빈도는 연구방법과 상자마다 차이가 있으

나, 말기암 병동이나 급성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저활동성 섬

망이나 혼합성 섬망이 각 33.6~61.8%, 30~51%[9,10]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중환자실에서도 저활동성 섬망이 과활동성 

섬망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4]. 그러나 의료진이 섬망을 문

제로 인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 의뢰한 환자의 부분

은 과활동성(47.4~5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1,12] 섬망 

환자의 치료 및 중재는 주로 과활동성 환자에 집중되어 있다.

섬망은 아형에 따라 다른 특성 및 치료 반응과 예후를 보이

는데, 저활동성 섬망은 심각한 인지 손상과 관련이 있고[13] 

우울증의 과거력이나 동반질환이 다른 섬망 아형보다 많았으

며[12,14] 욕창 발생 빈도가 높았다[15]. 혼합성 섬망이 있는 

경우 정맥주사 라인이 과활동성 섬망이나 아형없음 섬망 보다 

많았고[16] 비계획적 발관 건수가 다른 섬망 아형보다 많았다

[15]. 저활동성 섬망과 혼합성 섬망이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

에는 생존기간이 더 짧았고[5] 60세 이상의 급성기 환자의 경

우에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반면에 과활동성 

섬망이 있는 환자의 연령은 혼합성 섬망 환자보다 낮았고, 섬

망 치료를 위해 항정신병 약물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11]. 

그러나 현재 임상 실무 현장에서는 섬망 사정 도구를 이용

한 조기 발견이나 환경적 중재 등은 아형의 구분 없이 수행되

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 효과에 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이

다[7]. 따라서 섬망의 아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중재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섬망 아형을 구분하는 연구는 

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 의뢰된 환자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11,1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만이 판별할 수 있는 섬망 아

형 도구를 사용하였거나[5,11,12], 혹은 단순히 진정상태 사정 

도구인 Richmond Agitation and Sedation Scale (RASS)를 

기준으로 후향적으로 분류한 경우[4,15,17,18]가 부분이었

다. 이는 Delirium Motor Subtype Scale-4 (DMSS-4)와 같은 

도구와는 달리 아형없음 섬망을 구분할 수 없고 전향적인 분

류가 어려워 섬망 아형별 간호중재가 개발되더라도 이를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섬망 간호중재를 위해 섬망 아형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DMSS-4는 간호사들

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고 정확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

은 도구로서 이미 중환자실에서 검증된 도구이다[19].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섬망 환자의 정신 운동 활동 장애에 따

라 섬망의 아형을 구분하는 Delirium Motor Subtype Scale-4 

(DMSS-4)를 이용하여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아형을 파

악하고, 섬망 아형에 따른 상자의 특성과 섬망 아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아형에 따라 적합한 섬망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아형을 파악

하고, 섬망 아형에 따른 상자의 특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섬망 발생률과 섬망 아형을 확인한다.

2) 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중증도 관련 특성 

및 섬망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3) 섬망 아형별 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중증

도 관련 특성 및 섬망 관련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과 중환자실 섬망 환자의 아형을 확인하고 이

에 따른 상자 특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연구 상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일개 

학병원의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

자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실 입실 1일 이상인 자, 둘째, RASS –3점 이상인 

자, 셋째,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CAM-ICU) 양성인 자, 넷째, 한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자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외 기준은 첫째, RASS 지속

적으로 –4점이나 -5점인 자, 둘째, CAM-ICU 측정이 불가능

한 심한 정신 질환 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치매, 조현병 등)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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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positive

1,302 patients in SICU
1,112 patients after duplicates removed

Delirium (+)
172 patients (15.5%)

Delirium (-)
940 patients (84.5%)

Exclusion due to
 24 dementia patients
 22 denied patients

126 patients included in study analysis

CAM-ICU

CAM-ICU=the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Figure 1. Study enrollment flow and prevalence of delirium subtypes in surgery intensive care unit.

본 연구에 필요한 상자 수는 분석방법 x2 test,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Cohen의 중간 효과크기인 .30으로 정하고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

본 크기는 122명이었고 탈락률 30.0%를 고려하여 159명으로 

선정하였다.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1,112명 중 연구 기

간 동안 섬망 양성으로 평가된 172명 중 24명은 치매 환자로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22명은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거부

하여 최종 126명이 분석되었다(Figure 1). 

3. 연구도구

1) 섬망 사정 도구: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CAM-ICU)

섬망은 Ely 등[20]이 개발한 CAM-ICU를 별도의 승인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섬망과 인지손상 연구그룹

(ICU Delirium and Cognitive Impairment Study Group) 

홈페이지[21]에 공개 게시된 한글판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CAM-ICU [20]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표적인 

섬망 사정 도구로, RASS를 이용한 1단계 진정 상태 평가와 2

단계 섬망 상태 평가로 이루어져있다. 1단계에서 RASS -3점 

이상인 경우 2단계 섬망 상태를 사정하며, 특성 1 (급성 정신 상

태 변화 또는 정신 상태 변동이 심함)과 특성 2 (주의력 결핍) 특

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특성 3 (비체계적인 사고) 또는 특성 

4 (의식 수준의 변화) 특징을 보이는 경우 섬망 양성으로 평가한

다. 개발 당시 도구[20]의 민감도는 .95~1, 특이도는 .89~.93, 신

뢰도 Kappa 계수는 .79~.95였으며, 한국어판 CAM-ICU [21]

의 민감도는 .77~.89, 특이도는 .72~.75, 신뢰도 Kappa계수는 

.81이었다[22].

2) 섬망 아형 구분: Delirium Motor Subtype Scale-4(DMSS-4)

섬망의 아형은 Meagher 등[23]이 개발한 DMSS-4로 평

가하였다. Delirium Motor Subtype Scale (DMSS)은 섬망 

아형을 구분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Delirium 

Motoric Checklist (DMC)와 Delirium Rating Sclae-Revised 

-98 (DRS-R98) 등의 기존의 접근법을 참고로 섬망 환자의 운

동성 장애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도구이다[23]. 

DMSS-4는 DMSS의 축약형으로, 섬망의 아형을 과활동성, 

저활동성, 혼합성, 아형 없음의 4 군으로 구분한다. 연구자가 

환자를 관찰하여 활동 수준의 증가(이전보다 활동적인가/과

활동적으로 보이는가) 또는 활동 조절 상실(목적을 상실하거

나 비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가/행동에 한 통제력을 상

실했는가)의 증상이 관찰될 경우 ‘과활동성’으로 평가하고, 활

동 속도의 감소(이전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가/간단한 작업



- 210 -

일 종합병원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아형별 관련 요인 

을 수행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또는 말 수가 

감소한 증상(이전보다 말을 적게 하는가/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족한가)이 관찰될 경우 ‘저활동성’으로 평가하며, 과활

동성과 저활동성의 증상이 모두 관찰되는 경우 ‘혼합성’, 모두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형 없음’으로 평가한다. DMSS-4는 

DMSS와 과활동성 섬망과 저활동성 섬망에 높은 일치도를 보였

고(k=.68~.72), 모든 아형에 민감도(.61~.82)와 타당도(.79~.96)

가 높았다[23]. 특히 이 도구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들도 간단

하고 빠르게 섬망 아형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의사, 간호사, 의과

학생 측정자간 일치도도 높았다(Fleiss’ k=.75)[19,24].

DMSS-4는 개발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중인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한 

석사학위 소지자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연구팀이 검토하여 논

의를 거친 후,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한 또 다른 의료인 2

인이 독립적으로 역번역을 시행하였으며, 제3자인 원어민 의

료인이 원본과 의미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번역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과 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 병동 

수간호사 1인,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

한 중환자간호 전담 교육간호사 2인, 총 5인의 전문가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이는 DMSS-4 각각의 Item을 Likert 4점 척

도를 활용하여 3~4점으로 평가한 전문가 수를 전문가 수로 

나눈 값, 즉 관련성에 한 동의 비율로 계산하였다(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1.0)[25]. 그 후에 환자 5명

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한국어판 축약형 섬망 

운동 아형 척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번역이 완성된 DMSS-4

를 이용하여 책임연구자가 연구팀 6인에게 1시간씩 3회의 반

복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훈련한 후, 환자를 상으로 측정하

여 Cohen’s kappa의 확장된 형태로 3명 이상의 연구자의 신

뢰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고안된 Fleiss’ kappa로 신뢰도 검사

를 시행하였다(Fleiss’ k=.83)[26]. 

3) 대상자 특성

상자 특성은 섬망과 섬망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관한 선행연구들[2-5,13,14,16,27,28]을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중증도 관련 특성, 섬망 관련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 정도, 직업 유무, 

청각장애 유무, 시각장애 유무이고, 질병 관련 특성은 정신질

환 유무(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기타), 동반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부전, 신부전, 허혈성 심질

환), 주진단 계통(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전신/조혈기

계, 비뇨기계, 신경계, 근골격계), 패혈증, 하루 섭취량과 배설

량 차이,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억제  적용, 진통제 및 진정

제 사용, 통증, 욕창, 비계획적 발관, 카테터 보유 개수, 격리, 

혈액검사 결과(Hemoglobin, Albumin, Total Protein)로 구

성하였다.

중증도 관련 특성은 응급실 경유 여부, 수술 시행 여부, 간호 

중증도,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II 

(APACHE-II) score로 구성하였다. 간호 중증도는 일개 학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 중증도를 이용하였다. 

활력징후 측정, 감시 및 측정, 활동, 영양, 정맥주입 및 약물요

법, 치료 및 시술(30분 이내/30분 이상), 호흡치료, 교육 및 정

서적 지지의 9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점을 기준으

로 6군으로 구분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1군: 0~12점, 2군: 13~30점, 3군: 31~61점, 4군: 62~92점, 

5군: 93~141점, 6군: 142점 이상). 각 항목 별로 세부 항목에 

하여 06:00~익일 05:59 (24시간)를 기준으로 담당 간호사가 

매일 사정한다.

APACHE-II는 나이, Glasgow Coma Scale, 혈액학적 및 

생리학적 지표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환자

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임상에서 사용하는 척도로(0~71점),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고 사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

며, 일개 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내에 중환자

의학팀 의사가 입력한다. 

섬망 관련 특성은 RASS, 섬망 발생 시점의 중환자실 재원 

일수 및 발생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RASS는 중환자실에서 불

안/진정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무의식, -4점 깊은진정, -3점 중간 진정, -2점 약한 진정, 

-1점 둔한 상태, 0점 깨어있음/평안, +1점 들뜸, +2점 흥분, +3

점 매우 흥분, +4점 공격적).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섬망 스

크리닝을 위해 CAM-ICU를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로 사용하

였으며, 깨어있음/평안 상태인 0점을 안정, CAM-ICU를 측

정할 수 없는 -4, -5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3~-1, +1~+4)를 불

안정 상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RASS 및 CAM-ICU는 외과 중환자실에서 통상적으로 시

행중인 기존의 섬망 사정을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일개 학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2번(07:00~16:00 1회, 16:00~20:00 

1회) 본 도구를 이용하여 섬망을 평가하고 있다. 

외과 중환자실 각 환자의 담당 간호사가 아침 근무시간

(07:00~16:00)에 입실 후 처음으로 CAM-ICU 양성으로 초기 

평가한 환자를 상으로 훈련된 연구자가 CAM-ICU를 재 시

행한 후, 섬망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상자에게 DMSS-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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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between Delirium Subtyp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Hyperactive
(n=41; 32.5%)

Hypoactive
(n=54; 42.9%)

Mixed
(n=15; 11.9%)

Nonmotor
(n=16; 12.7%)

x2 or 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r) 70.7±13.4 75.3±13.2a 69.1±11.5b 68.2±16.8 66.5±14.4 9.88  .020†

 a＞b‡

Gender M
F

 72 (57.1)
 54 (42.9)

28 (68.3)
13 (31.7)

28 (51.9)
26 (48.1)

 9 (60.0)
 6 (40.0)

 7 (43.8)
 9 (56.2)

3.92 
　

.27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High school
≥College

 22 (17.5)
 71 (56.4)
 33 (26.1)

 8 (19.5)
19 (46.3)
14 (34.2)

 7 (12.9)
34 (63.0)
13 (24.1)

 3 (20.0)
 9 (60.0)
 3 (20.0)

 4 (25.0)
 9 (56.3)
 3 (18.7)

4.13 .648*

Occupation Yes
No

 28 (22.2)
 98 (77.8)

11 (26.8)
30 (73.2)

12 (22.2)
42 (77.8)

1 (6.7)
14 (93.3)

 4 (25.0)
12 (75.0)

2.67 
　

.459*

Visual 
impairment

Yes
No

 36 (28.6)
 90 (71.4)

13 (31.7)
28 (68.3)

19 (35.2)
35 (64.8)

 2 (13.3)
13 (86.7)

 2 (12.5)
14 (87.5)

5.09 
　

.183*

Hearing 
impairment

Yes
No

 14 (11.1)
112 (88.9)

 5 (12.2)
36 (87.8)

4 (7.4)
50 (92.6)

 3 (20.0)
12 (80.0)

 2 (12.5)
14 (87.5)

2.03 .513*

*Fisher's exact test; †Kruskal-Wallis test; ‡Bonferroni's method.

이용하여 섬망 아형을 구분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 중증도 관련 특성 및 섬망 

관련 특성은 연구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The SAS System for Windows V 9.4를 이

용하여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상자의 특성과 섬망 발생률, 섬망 아형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2) 섬망 아형 별 상자 특성의 차이는 범주형 변수는 x2 test

나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Anal-

ysis of variance (ANOVA) 또는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Bonferroni’s method로 시

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해당 병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승인번호: 

KC18OESI0518)와 간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

구에 참여하는 모든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과 절차 및 언제든 자유롭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섬망 환자의 특성상 인지 기능 

저하로 상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리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의무기록은 상자의 서면 동의와 해

당 병원 외과 중환자실 실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하였으며,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익명화

하고,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자 외 접근을 금하고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대상자의 섬망 발생률과 섬망 아형 

연구 기간 동안 외과 중환자실에는 입실이 반복된 환자를 

제외하고 총 1,112명이 입실하였으며, 섬망 양성으로 평가된 

환자는 총 172명(15.5%)이었다. 이 중 본 연구의 최종 상자 

126명의 섬망 아형은 저활동성 섬망이 42.9%로 가장 많았고, 

과활동성 섬망이 32.5%, 아형 없음 12.7%, 혼합성 섬망 11.9%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중증도 관련 

특성, 섬망 관련 특성

연구 상자의 평균 나이는 70.7±13.4세, 성별은 남자가 

57.1%, 교육 정도는 중학교 이상~고졸 이하가 56.4%였다. 직

업이 없는 상자는 77.8%, 시각장애가 있는 상자는 28.6%, 

청각장애가 있는 상자는 11.1%로 나타났다(Table 1).

질병 관련 특성에서 정신 질환의 경우 우울증이 있는 

상자는 3.2%, 알코올 의존증 15.1%, 기타 정신질환(간성 뇌

증, 공황장애) 7.1%로 나타났으며, 동반질환의 경우 고혈압

이 있는 상자가 57.9%, 당뇨병 37.3%, 신부전 20.6% 순이



- 212 -

일 종합병원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아형별 관련 요인 

Table 2. Difference between Delirium Subtypes in Clinical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Hyperactive
(n=41; 32.5%)

Hypoactive
(n=54; 42.9%)

Mixed
(n=15; 11.9%)

Nonmotor
(n=16; 12.7%)

x2 or 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Mental disorder
(n=32)

Depression
Alcohol dependence
Others§

 4 (3.2)
 19 (15.1)
 9 (7.1)

1 (2.4)
 5 (12.2)
3 (7.3)

2 (3.7)
 7 (13.0)
5 (9.3)

1 (6.7)
 3 (20.0)
0 (0.0)

0 (0.0)
 4 (25.0)
1 (6.2)

1.24
1.97 
1.54 

.687*

.511*

.877*

Comorbidity
(n=196)

COPD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erebral infarction
Heart failure
Renal failure
Ischemic heart disease

 6 (4.8)
 73 (57.9)
 47 (37.3)
 16 (12.7)
 8 (6.3)

 26 (20.6)
 20 (15.9)

1 (2.4)
21 (51.2)
11 (26.8)
 5 (12.2)
2 (4.9)
3 (7.3)

 9 (21.9)

2 (3.7)
29 (53.7)
26 (48.1)
 9 (16.7)
5 (9.3)

15 (27.8)
5 (9.3)

 2 (13.3)
 9 (60.0)
 6 (40.0)
0 (0.0)
1 (6.7)

 5 (33.3)
 4 (26.7)

1 (6.2)
14 (87.5)
 4 (25.0)
 2 (12.5)
0 (0.0)

 3 (18.7)
 2 (12.5)

3.13
6.92 
5.72 
2.96 
2.01 
7.63 
4.35 

.276*

.075

.126

.456*

.752*

.037*

.189*

System-specific 
disease

Gastrointestinal
Respiratory
Cardio vascular
Systemic/Hematopoietic
Genitourinary
Head & neurology
Musculoskeletal 

 52 (41.3)
 6 (4.8)

 27 (21.4)
 9 (7.1)
 5 (4.0)
10 (7.9)

 17 (13.5)

16 (39.0)
2 (4.9)

 8 (19.5)
0 (0.0)
1 (2.4)
4 (9.8)

10 (24.4)

21 (38.9)
3 (5.5)

 9 (16.7)
 8 (14.8)
3 (5.5)
5 (9.3)
5 (9.3)

 5 (33.3)
1 (6.7)

 6 (40.0)
0 (0.0)
1 (6.7)
0 (0.0)

 2 (13.3)

10 (62.5)
0 (0.0)

 4 (24.8)
1 (6.2)
0 (0.0)
1 (6.2)
0 (0.0)

24.19 .149

Sepsis Yes
No

 34 (27.0)
 92 (73.0)

 8 (19.5)
33 (80.5)

20 (37.0)
34 (63.0)

 4 (26.7)
11 (73.3)

 2 (12.5)
14 (87.5)

5.64 
　

.144*

Average of I/O 
difference

＜500 mL
≥500 mL

 65 (51.6)
 61 (48.4)

20 (48.8)
21 (51.2)

28 (51.9)
26 (48.1)

 8 (53.3)
 7 (46.7)

 9 (56.3)
 7 (43.7)

0.29 
　

.962

Mechanical 
ventilation

Yes
No

 57 (45.2)
 69 (54.8)

 9 (21.9)a

32 (78.1)
35 (64.8)b

19 (35.2)
 6 (40.0)
 9 (60.0)

 7 (43.7)
 9 (56.3)

17.51 
　

＜.001
 a＜b‡

Use of physical 
restraint

Yes
No

107 (84.9)
 19 (15.1)

36 (87.8)
 5 (12.2)

45 (83.3)
 9 (16.7)

12 (80.0)
 3 (20.0)

14 (87.5)
 2 (12.5)

0.74 
　

.886*

Use of drugs for 
pain

Yes
No

 77 (61.1)
 49 (38.9)

32 (78.1)
 9 (21.9)

28 (51.9)
26 (48.1)

 7 (46.7)
 8 (53.3)

10 (62.5)
 6 (37.5)

8.23 
　

.042

Use of sedatives Yes
No

 49 (38.9)
 77 (61.1)

 7 (17.1)a

34 (82.9)
29 (53.7)b

25 (46.3)
 7 (46.7)
 8 (53.3)

 6 (37.5)
10 (62.5)

13.59 
　

.004
 a＜b‡

Pain (NRS score) 2.05±1.36 2.41±1.07 1.8±1.4 1.94±1.57 2.08±1.55 4.72 .194†

Pressure ulcer Yes
No

 21 (16.7)
105 (83.3)

2 (4.9)
39 (95.1)

12 (22.2)
42 (77.8)

 4 (26.7)
11 (73.3)

 3 (18.7)
13 (81.3)

6.43 
　

.052*

Incident unplanned 
removal catheters

Yes
No

 16 (12.7)
110 (87.3)

 8 (19.5)
33 (80.5)

 6 (11.1)
48 (88.9)

1 (6.7)
14 (93.3)

1 (6.2)
15 (93.8)

2.93 
　

.538*

Number of catheters
(count)

＜5
≥5

 41 (32.5)
 85 (67.5)

26 (63.4)
15 (36.6)a 

5 (9.3)
49 (90.7)b

 5 (33.3)
10 (66.7)

 5 (31.2)
11 (61.8)

31.15 
　

＜.001
 a＜b‡

Isolation Yes
No

 17 (13.5)
109 (86.5)

3 (7.3)
38 (92.7)

10 (18.5)
44 (81.5)

1 (6.7)
14 (93.3)

 3 (18.7)
13 (81.3)

3.49 
　

.347*

Laboratory data Hemoglobin (g/dL)

Albumin (g/dL)
Protein (g/dL)

10.01±1.91
 

 2.84±0.58
 5.14±0.99

10.65±1.99a

 2.95±0.53
 5.22±0.86

9.49±1.65b

2.67±0.48
5.03±0.96

10.35±1.89

 2.95±0.67
 5.27±1.16

9.81±2.14

2.99±0.83
5.19±1.28

8.94 

8.02 
0.40 

.030†

 a＞b‡

.046†

.753

*Fisher's exact test; †Kruskal-Wallis test; ‡Bonferroni's method; §Hepatic encephalopathy, panic disorder;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O=intake/output; NRS=numeral rating scale.

었다. 주진단 계통은 41.3%가 소화기계 질환이었고 심혈관계 

21.4%, 근골격계 13.5%이며, 상자의 27.0%가 패혈증이 있

었고, 섭취량/배설량 차이가 500ml 미만인 상자는 51.6%

였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자는 45.2%, 신체보호  적용

은 84.9%로 조사되었으며, 61.1%가 진통제를, 38.9%가 진정

제를 사용하였다. 평균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2.05±1.36점

이었으며, 16.7%가 욕창이 있었고, 12.7%가 비계획적 발관 

사건이 있었으며, 카테터 보유 개수가 5개 이상인 상자는 

67.5%였다. 상자 중 13.5%는 격리실에 격리 중이었고, 혈

액검사 결과 평균 Hemoglobin 10.01±1.91g/dl, 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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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between Delirium Subtypes in Severity and Delirium related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Hyperactive
(n=41; 32.5%)

Hypoactive
(n=54; 42.9%)

Mixed
(n=15; 11.9%)

Nonmotor
(n=16; 12.7%)

x2 or 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Severity related characteristics 　 　 　 　 　 　

Admission via emergency 
room

Yes
No

 86 (68.3)
 40 (31.7)

25 (61.0)
16 (39.0)

 38 (70.4)
 16 (29.6)

10 (66.7)
 5 (33.3)

13 (81.3)
 3 (18.7)

 2.38 
　

.498

Operation General anesthesia
Local anesthesia
None

 80 (63.5)
 5 (4.0)

 41 (32.5)

31 (75.6)
2 (4.9)

 8 (19.5)

 30 (55.6)
 2 (3.7)

 22 (40.7)

 8 (53.3)
1 (6.7)

 6 (40.0)

11 (68.8)
0 (0.0)

 5 (31.3)

 6.32 .300*

Nursing severity (point) ＜142 points (6th)
≥142 points (6th)

 91 (72.2)
 35 (27.8)

36 (87.8)
 5 (12.2)a

 34 (63.0) 
 20 (37.0)b

12 (80.0)
 3 (20.0)

 9 (56.3)
 7 (43.7)

 9.76 
　

.017*
 a＜b‡

APACHE-II score (point) 18.80±6.73 16.02±5.31a 21.06±7.01b  20.00±7.90 17.19±5.18 12.05 .007†

 a＜b‡

Delirium related characteristics　 　 　 　 　 　 　

RASS 0
-3~-1 or +1~+4

 16 (12.7)
110 (87.3)

0 (0.0)
 41 (100.0)a

4 (7.4)
 50 (92.6)b

 2 (13.3)
13 (86.7)c

10 (62.5)
 6 (37.5)d

43.13 ＜.001*
a, b, c＞d‡

ICU days of onset delirium 2.14±1.96  2.10±2.42 2.43±1.97 1.47±0.83 1.94±1.12  4.95 .175†

Time of onset delirium Day (07:00~17:59)
Night (18:00~06:59)

105 (83.3)
 21 (16.7)

32 (78.1)
 9 (21.9)

45 (83.3)
 9 (16.7)

12 (80.0)
 3 (20.0)

 16 (100.0)
0 (0.0)

 4.14 
 　

.206*

*Fisher's exact test; †Kruskal-Wallis test; ‡Bonferroni's method; APACHE-II=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II; ICU=intensive care 
unit; RASS=Richmond agitation and sedation scale.

2.84±0.58g/dl, Protein 5.14±0.99g/dl이었다(Table 2). 

중증도 관련 특성에서 상자 중 68.3%가 응급실을 경유하

여 입원하였고, 63.5%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간호 중증

도 점수가 6군 이상인 상자는 27.8%였으며, APACHE-II 

score는 평균 18.80±6.73점이었다.

섬망 관련 특성은 진정상태 평가에서 RASS 점수가 안정 

상태인 0점이 아닌 경우가 87.3%였고, 섬망 발생 당시 중환자

실 재원일수는 평균 2.14±1.96일이었으며, 발생 시간은 주간

(07:00~17:59)에 발생한 경우가 83.3%로 더 많았다(Table 3).

3. 섬망 아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중증도 관련 특성, 섬망 관련 특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서 과활동성 섬망 환자의 나이가 평균 75.3 

±13.2세로 평균 69.1±11.5세인 저활동성 섬망보다 많았으며

(F=9.88, p=.020), 성별, 교육 정도, 직업, 시각장애 및 청각장

애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질병 관련 특성에서 인공호흡기 적용은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64.8%로 과활동성 섬망 환자 21.9%보다 많았고(x2= 

17.51, p<.001), 진정제 사용은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53.7%로 

과활동성 섬망 환자 17.1%보다 많았다(x2=13.59, p=.004). 보

유 카테터 개수도 5개 이상인 저활동성 섬망 환자는 90.7%로 과활

동성 섬망 환자(36.6%)보다 많았다(x2=31.15, p<.001). 혈액검

사 결과 Hemoglobin은 저활동성 섬망 환자(9.49±1.65g/dl)가 

과활동성 섬망 환자(10.65±1.99g/d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F=8.94, p=.030). 동반질환 신부전(x2=7.63, p=.037)과 진통

제 사용(x2=8.23, p=.042), 혈액검사 Albumin 수치(F=8.02, 

p=.046)는 섬망 아형별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분석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정신질환과 신부전을 제외한 다른 동반질

환, 주진단 계통, 패혈증, 섭취량/배설량 차이의 평균, 신체보

호  적용, 통증점수, 욕창, 비계획적 발관, 격리실 사용, 혈액

검사 Protein 수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중증도 관련 특성에서는 간호 중증도가 6군 이상인 저활동

성 섬망 환자가 37.0%로 12.2%인 과활동성 섬망 환자보다 많

았고(x2=9.76, p=.017), APACHE-II score도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21.06±7.01점으로 16.02±5.31점인 과활동성 섬망 환

자보다 높았다(F=12.05, p=.007). 응급실 경유 입원과 전신마

취 수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섬망 관련 특성에서는 아형 없음 섬망 환자의 RASS가 안정 

상태인 0점인 경우가 과활동성, 저활동성, 혼합성 섬망 환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x2=43.13, p<.001). 섬망 발생 당시 중

환자실 재원일수와 섬망 발생 시간은 섬망 아형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DMSS-4를 이용

하여 섬망 아형을 파악하고, 섬망 아형에 따른 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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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합병원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아형별 관련 요인 

과 섬망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아형에 

따라 적합한 섬망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섬망 발생률은 15.5%로 동일한 CAM-ICU를 

사용하여 평가한 국내 선행연구[3,4] 결과 27.0~63.0%보다 낮

았다. 이는 본 연구가 진행된 외과 중환자실 부서 특성 상 재원

일수가 짧고 인공호흡기 적용 비율이 낮은 등 타 중환자실에 

비해 낮은 중증도 및 본 연구 이전 CAM-ICU 정착화와 섬망 

발생 감소를 위한 부서 질 향상 개선활동을 시행한 영향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섬망 아형은 저활동성 섬망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환자실

에서 저활동성 섬망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선행연구[4,9,15,16]

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된 섬망 

환자 중 저활동성 섬망의 비율이 다른 섬망 아형보다 낮았음

[11,12]을 고려할 때 저활동성 섬망은 활동 속도의 감소 또는 

말 수가 감소한 증상의 특성 상 발견이 어려우므로[11] 적합한 

도구를 이용한 적극적인 사정으로 저활동성 섬망을 조기에 발

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섬망 아형에 따른 상자의 특성은 나이, 동반질환, 인공호

흡기 적용, 진통제 및 진정제 사용, 카테터 보유 개수, 혈액검사 

결과 Hemoglobin과 Albumin, 간호 중증도 및 APACHE-II 

score, RASS 점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나이는 과활동성 섬

망이 저활동성 섬망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과활동성 섬

망 환자의 평균 나이가 혼합성 환자보다 유의하게 적었고, 저활

동성 섬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국내 선행연구[11]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11]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

된 환자만을 상으로 하였으며 과활동성 섬망이 가장 많아 본 

연구의 섬망 아형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29]에서는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의 

규모 연구에서는 나이가 섬망 아형과 연관이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중환자실 섬망 아형 위험 요인에 한 선행연구

[29]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환 관련 특성 중 동반 질환에서는 신부전이 아형 전체 비

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었

는데, 이는 급성기 병동에서 동반 질환 중 신부전이 섬망 아형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14] 결과와는 일치하

나, 외과 중환자실에서 투석(dialysis)을 시행한 과활동성과 혼

합성 섬망 환자가 저활동성 섬망 환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는 

선행연구[18]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18]에

서는 과활동성과 혼합성 섬망을 함께 분류하여 저활동성 섬망

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또 본 

연구에서는 신부전 상자가 총 26명으로 각 아형별 상자 

수가 적어 추후 상자를 확보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섬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30]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섬망 환자의 자료

는 조사되지 않아 고혈압과 각 아형별 섬망이 어느 정도의 관

련성을 가지는지 추정하기 어려웠다.

카테터의 개수, 인공 호흡기 적용 또한 섬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3,4] 인공호흡기 적용과 진정제 사용, 5개 이상

의 카테터 보유 모두 저활동성 섬망이 과활동성 섬망보다 유

의하게 많았고, 혈액검사 수치에서 Hemoglobin 역시 저활동

성 섬망 환자가 전체 아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과활동성 

섬망 환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Albumin 수치도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가장 낮았으나, 사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는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과활동성 섬망 환자보다 인

공환기 적용 일수가 더 길었다는 선행연구[17]와도 유사하다. 

또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가 진정제 사용 확률이 높고, 인공기

도와 Arterial line 삽관 등으로 인하여 보유한 카테터 수가 더 많

으며, 혈액검사 수치도 낮은 것으로 보아 저활동성 섬망 환자의 

중증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 

중증도 관련 특성에서 간호 중증도와 APACHE-II score 모두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과활동성 섬망 환자보다 높았다. 저활동

성 섬망 환자의 부정적인 임상적 결과에 한 선행연구[15,29]

와 본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저활동성 섬망 환자의 조기 감지는 

환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

라서 중환자에서 섬망과 그 아형에 관심을 가지고 간호 중증도 

도구의 반영을 통해 적극적인 간호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섬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27] 시 ․ 청각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패혈증, 격리의 경우 섬망 아형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과활동성 섬망은 다른 유형의 

섬망에 비하여 손목 억제 를 유의하게 많이 적용하였고[16], 

비계획적 발관 역시 가장 많았으나[17]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섬망 아형 별로 각 변수에 해당하는 분

석 상자 수가 적어 추후 각 세부 상자를 상으로 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섬망 관련 특성에서 RASS 점수가 깨어있음/평안을 뜻하는 

0점이 아닌 경우 아형 없음 섬망에 비해 저활동성 섬망 및 혼합

성 섬망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미국 중환자학회 섬망 가이드라

인[27]에서도 섬망 사정을 위해 정확한 진정/각성 수준의 사

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CAM-ICU의 첫 단계인 

진정상태를 정확히 사정하는 것이 섬망 아형을 조기 발견하

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섬망 발생 시

간이 야간(18:00~06:59)보다 주간(07:00~17:59)인 경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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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은 섬망이 밤에 더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28]와 다른

데, 이는 연구가 진행된 본 병원에서 섬망을 주로 07:00~16:00

와 16:00~20:00 사이에 사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주간에 발생한 섬망 아형은 저활

동성 섬망이 가장 많은 반면, 야간에 발생한 섬망 아형은 과활

동성 섬망과 저활동성 섬망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섬

망은 시간에 따른 가변성을 보이므로 환자가 깨어있는 시점이 

아닌 밤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동안의 종단적이고 연속적인 

섬망 사정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학병

원의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둘째, 섬망 사정 시 24

시간 내의 RASS점수의 변화여부가 중요하나, 연구가 진행된 

본 병원에서는 RASS를 2시간마다 측정하므로 환자의 갑작스

러운 인지변화가 의무기록에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

으며, 또한 기본 업무로서 섬망 사정이 하루 2번(07:00~16:00, 

16:00~20:00) 주로 이루어지므로 야간의 섬망 사정에 한계가 

있다. 셋째, 혼합성 섬망과 아형 없음 섬망의 상자 수가 적어 

통계적 검증력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중환자실 

섬망 환자의 아형을 구분하고 섬망 아형에 따른 상자의 특

성과 섬망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특히 

섬망 아형을 구분하는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 첫 국내 간호

학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에게 생

소한 섬망 아형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섬망 아형별로 분석

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개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DMSS-4를 사용하여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섬

망 아형을 구분하고, 섬망 아형에 따른 상자의 특성 및 섬망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섬망 아형

은 저활동성이 가장 많았고, 인공호흡기 적용, 진정제 투여, 카

테터 보유 개수도 저활동성 섬망 환자가 과활동성 섬망 환자

보다 많았으며 중증도도 더 높았다. 그러나 저활동성 섬망 환

자의 증상 특성 상 발견은 더 어려우므로 구조화된 도구를 이

용하여 섬망 아형의 조기 발견에 힘쓰고, 나아가 아형 별 특성

에 맞는 적합한 간호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본 연구는 한 기관의 외과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이므로 

향후 외과 중환자실뿐 아니라 다른 성인 중환자실을 포함한 연

구 상자를 다양하게 확 하여 DMSS-4를 활용한 중환자실 

섬망 환자의 아형 및 아형과 관련된 요인에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섬망 아형의 차이가 사망률과 같은 임상적 환

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섬망 아

형에 따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섬망 간호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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