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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입원환자의 섬망 선별 검사 임상진료지침
신진영1, 문연실2, 이종민3, 엄경은3, 정문영2, 최재경1, 김윤숙4, 김경진1, 한설희2,*
건국대학교병원 1가정의학과, 2신경과, 3재활의학과, 4적정진료팀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creening of Delirium in Hospitalized Older Adults
Jinyoung Shin1, Yeonsil Moon2, Jongmin Lee3, Kyeong Eun Uhm3, Moonyoung Jeong2, Jaekyung Choi1, Yoon-Sook Kim4, Kyoung Jin Kim1,
Seol-Heui Han2,*
Departments of 1Family Medicine, 2Neurology, 3Rehabilitation, and 4Quality Improvement,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Delirium is a complex neuropsychiatric syndrome commonly observed in the hospitalized older adults.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creening of delirium is important because delirium, which is a potentially preventable condition, often goes unrecognized among healthcare
providers. We developed guidelines to assist physicians and nurses to optimize clinical outcomes and prevent delirium in the hospitalized older
adults. We recommend the following: 1) Assess older adults f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delirium upon initial contact and if there is a change in an
individual’s condition. 2) Assess older adults at risk for delirium daily (where appropriate) and whenever changes are observed or reported in an
individual’s cognitive function, perception, physical function, or social behavior. 3) Use validated tools to assess older adults at risk for delirium. This
guideline should be applied based on both, the needs of individual organizations or clinical practice settings and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ccessing the healthcare system for care and services.
Keywords: Delirium; Screening; Hospitalization; Practice Guideline; Aged

서론

상황이다.
의료기관에 따른 인력 구성 및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 임상진

섬망은 노인이 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입원

료지침에서는 섬망의 선별 검사(screening)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본

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에서의 섬망

임상진료지침의 목적은 노인 입원환자의 섬망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은 이전의 인지 손상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며, 발견이 늦어지는 경

적절한 방법으로 발견하여 섬망의 발생을 줄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가 많다.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의 약 10%에서 내원 당시 섬망이

환자와 가족, 간병인 포함하여 다학제간 의료인의 원활한 진료 프로

동반되었고, 입원한 노인환자의 약 7%–47%에서 섬망이 발생하였으

세스 운영과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1)

2,3)

며, 특히 입원 직후 흔히 나타났다. 노인환자의 섬망 위험요인을 조

본 임상진료지침의 범위와 목표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급성기 치

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적 독립성을 유

료를 위하여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섬망의 위험요인

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섬망

을 고려한 선별 검사의 유용성, 시기 및 선별 도구에 대해 다루었다.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적용할 만한 국내 진료 지침이 없는

노인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를 목표 사용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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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차의료기관, 재활 및 정신 건강 전문가

본론

(치료사, 상담사), 요양병원 및 가정 간호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단,
알코올 금단 및 임종기 섬망, 섬망의 진단 및 치료는 본 진료지침에
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1. 수용 개작을 통한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섬망의 선별 검사’에 대해 국내 의료 상황에 맞게 수용 개작(adap-

근거 수준 및 권고 등급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방법론

tation)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발방법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에

에 입각한 연구의 질을 바탕으로 근거의 질을 평가하는 The Scottish

따라 진행되었다.5) 의료기관기반 노인건강관리 국내외 임상진료지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2012 체계를 따랐다(Table

침을 검색하였으나 국내에는 활용 가능한 임상진료지침을 발견하

1). 권고 등급은 근거의 질을 바탕으로 진료에 관련된 가치와 선호

지 못하였고 국외의 경우 검색할 수 있었다.

4)

도, 원하는 효과와 원하지 않는 효과, 이득과 비용을 저울질한 후 권
고 등급을 등급화 하였다. 일부 권고안은 근거 수준의 기준이 너무

1) 핵심 질문 도출

높아 무작위대조시험이나 메타분석연구가 부족한 경우 권고 등급

개발위원회에서는 수용 개작에 필요한 핵심 질문(key question)을

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국내 의료 환경에 맞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 질문은 PICO (P: patient, I: intervention, C: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및 수정되었다.

comparison, O: outcome)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1) 노인 입원환자에게

노인 입원환자에서의 섬망 선별 검사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섬망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섬망 발생률 저하에 유용한가? 2)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위원회와 자문그룹으로 두었다. 본 임

노인 입원환자에게 섬망에 대한 선별 검사를 매일 하는 것이 유용한

상진료지침은 다학제적 개발을 지향하였다. 신경과학, 가정의학, 재

가? 3) 노인 입원환자에게 섬망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할 때 어떤

활의학, 예방의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및 개발 방법론 전문가를 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가?

함시켜 개발과정의 객관성 및 정밀성을 높였다. 개발위원회는 임상
진료지침 개발 경험이 있는 의사가 포함되었으며, 방법론에 대한 교

2) 문헌 검색

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1) 검색어

활동을 위해 운영 약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Delirium’, ‘acute confusion’, ‘agitation’, ‘disorientation’
‘guideline’, ‘practice guidelines as Topic’, ‘Best Practice’, ‘recommend’,
‘clinical pathway’, ‘clinical protocol’

Table 1. The definition of ‘levels of evidence’ and ‘grades of recommendations’ (SIGN 1999–2012)
Levels of evidence
1++

High quality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f RCTs, or RCTs with a very low risk of bias

1+

Well-conducted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r RCTs with a low risk of bias

1-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r RCTs with a high risk of bias

2++

High quality systematic reviews of case control or cohort or studies
High quality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very low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high probability that the relationship is causal

2+

Well-conducted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low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moderate probability that the relationship is causal

2-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high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significant risk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causal

3

Non-analytic studies, e.g. case reports, case series

4

Expert opinion

Grades of recommendations
A

At least one meta-analysis, systematic review, or RCT rated as 1++, and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or
A body of evidence consisting principally of studies rated as 1+,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and demonstrating overall consistency of
results

B

A body of evidence including studies rated as 2++,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and demonstrating overall consistency of results; or
Extrapolated evidence from studies rated as 1++ or 1+

C

A body of evidence including studies rated as 2+,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and demonstrating overall consistency of results; or
Extrapolated evidence from studies rated as 2++

D

Evidence level 3 or 4; or
Extrapolated evidence from studies rated as 2+

SIG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RCTs: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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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함 기준

환의 진료지침의 내용 평가, 진료지침에 사용한 근거 평가를 위해서

ㆍ근거 중심 지침(체계적 문헌 검색에 대한 보고 및 권고의 근거가
명확한 지침)

근거 내용 요약표를 작성하였으며,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에
대해 근거의 해석 및 권고 관련 요약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요약하

ㆍ국제적 단위, 학회 개발 지침

여 최종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간 일치를 보이지 않는 항목에 대

ㆍ최근 5년 이내 발표된 지침

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통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4개의 임상진료

ㆍ동료 검토가 이루어진 지침

지침의 평가 결과,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ㆍ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지침

American Geriatrics Society abstract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postoperative delirium in older adults (2015)6)는 수술 후 발생하는 섬망

(3) 배제 기준

ㆍ단일 저자 지침

으로 국한되어 본 지침의 목적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의 노인 입

ㆍ참고문헌 없이 출판된 지침

원환자를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Agency for Healthcare Re-

ㆍ원문을 구할 수 없는 지침

search and Quality의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4) 검색원 및 검색엔진(Table 2)

pain, agitation, and delirium in adult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5) 문헌 검색 과정 및 결과(Figure 1)

(2013)7)은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의 Delirium, Dementia,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Assessment and Care,
2nd Edition (2016)8)과 중복되거나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의

3) 진료지침의 평가

수용 개작 대상이 되는 4개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3명의 개발 위
원이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는 Table 3과 4에 나타내었다. 각 진
료지침의 질 평가 시 Appraisal of Guideline for Research and Evaluation (AGREE) II, 최신성 평가 시 최신성 요약표, 내용 평가 시 관련 질

n=644
Pubmed: n=88
Scopus: n=514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42
Removed 61 duplicates

Table 2. The list of searched databases
International databases

n=583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 http://www.guideline.gov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G-I-N), http://www.g-i-n.net
Ontario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GAC) Recommend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http://www.gacguidelines.ca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http://www.nice.org.uk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https://www.sign.ac.uk/our-guidelines.html
The Cochrane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
Embase, http://www.embase.com

Excluded 475 after creening title
Excluded 55 after screening abstract
n=53 potentially relavant citations identified
after screening
Not relevant in evaluation (n=40)
n=13 retrieved for in/-exclusion by
two independent reviewers

Domestic databases

Exclusion n=10 guidelines

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KomGI),
http://www.guideline.or.kr
KoreaMed, http://www.koreamed.org
MedRIC, http://www.medric.or.kr

n=4 guidelines included

Figure 1. Flow sheet of study selection.

Table 3. Summary for search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acceptability
Year

Nation

Acceptability

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6)

Institution

American Geriatrics Society abstract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postoperative delirium in older adults

Title

2015

USA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7)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in, agitation, and
delirium in adult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2013

USA

△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 (ACCM)9)

The New Practice Guidelines for Pain, Agitation, and Delirium

2013

USA

△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8)

Delirium, Dementia,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Assessment and
Care, 2nd Edition

2016

Canada

O

△: insufficient, O: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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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essment the issue of variability in selected guideline quality by AGREE II
Domain

Scoring

Contents

Domain scores, scaled domain score (%)

Items

Min

Max

AGS

AHRQ

ACCM

RNAO

Scope and
purpose

1. The overall objective(s) of the guideline is (are) specifically described.
2. The health question(s) covered by the guideline is (are) specifically
described.
3. The population (patients, public, etc.) to whom the guideline is meant
to apply is specifically described.

3

9

63

49
(74.1)

53
(81.5)

48
(72.2)

57
(88.9)

Stakeholder
involvement

4. The guideline development group includes individuals from all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5. The

views and preferences of the target population (patients, public,
etc.) have been sought.
6. The target users of the guideline are clearly defined.

3

9

63

40
(57.4)

43
(63.0)

32
(42.6)

52
(79.6)

Rigour of
development

7. Systematic methods were used to search for evidence.
8.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evidence are clearly described.
9.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body of evidence are clearly
described.
10. The

methods for formulating the recommendations are clearly
described.
11. The

health benefits, side effects, and risks have been considered in
formulating the recommendations.
12. There

is an explicit link between the recommendations and the
supporting evidence.
13. The

guideline has been externally reviewed by experts prior to its
publication.
14. A procedure for updating the guideline is provided.

8

24

168

130
(73.6)

109
(59.0)

93
(48.0)

129
(73.0)

Clarity of
presentation

15. The recommendations are specific and unambiguous.
16. The different options for management of the condition or health issue
are clearly presented.
17. Key recommendations are easily identifiable.

3

9

63

42
(61.1)

39
(55.6)

47
(70.4)

50
(75.9)

Applicability

18. The guideline describes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its application.
19. The guideline provides advice and/or tools on how the
recommendations can be put into practice.
20. The potential resource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recommendations
have been considered.
21. The guideline presents monitoring and/or auditing criteria.

4

12

84

45
(45.8)

51
(54.2)

42
(41.7)

67
(76.4)

Editorial
independence

22. The views of the funding body have not influenced the content of the
guideline.
23. Competing interests of guideline development group members have
been recorded and addressed.

2

6

42

37
(86.1)

34
(77.8)

29
(63.9)

38
(88.9)

AGREE, Appraisal of Guideline for Research and Evaluation; AGS, American Geriatrics Society;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CCM,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 RNAO,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지침이므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4) 권고안 초안 개발

Care Medicine의 The New Practice Guidelines for Pain, Agitation, and

수용 개작의 대상이 되는 원본 임상진료지침에 그 내용이 있으며

Delirium (2013) 역시 2002년 개발된 기존 지침을 보완한 것으로서

권고안이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의 경우에는 권고

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의 지침이므로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인해 배

안을 인용하였으며, 근거의 질을 등급화 하였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RNAO의 Delirium, Dementia, and De-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도출하지 않

pression in Older Adults: Assessment and Care, 2nd Edition (2016) 을

기로 합의하였다. 원본 임상진료지침에 핵심 질문 내용이 없거나, 있

수용 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RNAO의 근거 문헌 검색 시기인

더라도 이를 국내 의료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의료

2015년 4월 이후 새롭게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2017

상황에 맞게 권고안을 수정하고 이를 명시하였다. 권고안 초안은 ‘시

년 9월 30일까지 발행된 문헌을 바탕으로 동일한 검색 방법으로 2차

니어 친화 병원 심포지엄, 2018년 2월 9일’에서 공개 발표하여 의견 수

검색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포함 기준에 적합한 문헌이 없어 추가된

렴 및 추가적인 외부 평가를 시행하였다.

9)

8)

임상진료지침은 없었다.
5) 권고안에 대한 합의개발방법

동료 검토 및 이해당사자, 사용자 의견 수렴을 시행하여 권고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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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risk factors
Advanced age (older than 65 or 70), Alcohol use/abuse, depression
Previous delirium, dementia or cognitive impairment
Vision/hearing impairment
Extensive surgery that causes greater-than-usual physiological stress
(e.g., more extensive blood loss, length of operation, or extent of dissection)
Hip fracture
Severe illness or comorbidity burden
Infection, fever, dehydration, constipation, electrolyte abnormalities,
Poor nutrition, anemia, hypoxia
Uncontrolled pain, sleep deprivation or disturbance
Immobilization or limited mobility (restraints, prolonged bed rest or sedation)
Polypharmacy or high-risk medications (e.g., psychoactive medications,
sedative-hypnotics, benzodiazepines, anticholinergics, antihistamines)

Nothing

>1

Assess at-risk older
adults for delirium
at least daily

Negative for
delirium

Continue to provide
preventive measures

Positive for
delirium

Refer for diagnosis
identify causes of delirium

Figure 2. Flow of screening of delirium
in elderly inpatients.

정을 시행하였으며, 전문가에게 수정된 델파이기법(RAND-UCLA

고안 1은 93.0%, 권고안 3은 85.7% 동의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권고

Appropriateness Method)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권고안

안 2는 64.3%의 동의율을 나타내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대면 회

초안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14명의 패널에게 총2회 설문조사를 시

의를 시행하였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권고안 2를 수정 한 후 2차

행하였다. 델파이 항목으로는 근거의 일관성(현재 이용 가능한 근거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 조사 시에는 권고안 2

의 일관성을 평가), 적용가능성(대한민국에서 자원 유무를 고려하

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며 75% 이상의 동의를 모두 얻어 본 권고안

여 권고안을 이용가능하고, 제도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용할

을 합의 결정하였다. 1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은 ‘최소한 매

수 있는지 평가) 및 일반화 가능성(환자 특성, 제공자 특성, 문화적 요

일’의 주기가 인력 운용의 제한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으

인 및 전체 요인 고려한 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각 델파

나, 이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므로 권고안에서는

이 문항은 1–9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을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추가 수정없이 2차 설문을 시행하기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9점을 ‘강하게 동의함’으로 순위를 매겨 1–3점을 ‘동의하지 않음’, 4–6

이후 대면회의를 통해 최종 진료지침을 확정하였다.

점을 ‘동의 여부를 잘 모르겠음’, 7–9점을 ‘동의함’으로 범주화 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 조사 시 14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이중 11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75% 이상) 권고안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간주하였다. 권
Korean J Fam Pract. 2018;8(5):6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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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안 I

입원중인 노인환자에게 섬망 선별 검사를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 노인 입원환자의 섬망 위험요소를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상태 변
화가 있을 때 평가하는 것을 권고한다. 근거수준: 1+, 권고 등급: A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매일 평가하고 중재하였을 경우 기
능적 상태가 호전 되었으며(21% vs. 10%),15) 평가 도구(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naire scores)를 이용하여 입원 후 정신·인지 기

65세 이상의 노인이 어떠한 이유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시점

능 변화를 보면 입원 2주 이후에 8.4점에서 7.9점으로 호전 시켰으나,

섬망의 위험요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군에서는 8.4점에서 9.1점으로 퇴행을 보였다.

소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 다중 요소인 경우가 많고, 특히 기저질환

하지만 8주 후에는 평가한 군에서 7.7점, 평가하지 않은 군에서 7.8점

10,11)

에서 섬망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2)

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경우가 흔하다. 노인환자가 급성기 질환으

으로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6)

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심장 수술이나 고관절 골절과 같이 심한

그러나, 섬망 위험이 높거나 Table 6과 같이 인지 기능, 지각, 신체

신체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제 투약이나 위중

기능, 또는 사회적 행동에서 변화가 감지되거나 보고되었을 때, 매일

하지 않은 감염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요인에 의해서도 섬망이 발

마다 자주 평가하여 섬망의 진단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할 수 있다.13)

바탕으로 National Clinical Guideline Center에서도 매일의 선별 검사

노인 입원환자에게서 알려진 섬망 위험요소는 Table 5와 같다.4,11,12)

를 권고하고 있다.11) 대부분의 환경에서 최소한 매일 평가가 이루어

특히, 현재 고관절 골절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라면 위험이 더 높다

져야 하지만 섬망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알려진 급성기 상황(예: 수

(odd ratio, 6.57; 95% confidence interval [CI], 2.23–19.33).11) 16,082명 대

술 후, 중환자실 입원)이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게는

상의 32개의 무작위대조연구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섬망

근무자의 교대 시 마다 더 자주 시행할 것을 고려한다.17)
전반적으로 섬망을 일찍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

위험요소 평가 후 중재 시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isk ratio, 0.69; 95% CI, 0.59–0.81).14)

별 검사를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할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의 행동
및 인지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간병인 혹은 가족에

Table 6. Changes that may indicate delirium13)

의해 이러한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섬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

Behavior changes

각적으로 섬망의 진단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섬망은 신체 움직임의

Cognitive function

Worsened concentration*
Slow responses*
Memory impairment
Disorganized thinking
Disorientation
Reduced level of consciousness
Shifting attention

Perception

Visual or auditory hallucinations

Physical function

Reduced mobility*
Reduced movement*
Restlessness
Agitation
Changes in appetite*
Sleep disturbance

Social behavior

Lack of cooperation with reasonable requests
Withdrawal
Alterations in communication, mood and/or attitude

감소, 집중력 감소, 느린 반응, 대화 회피, 식욕의 감소 등과 같이 나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섬망에 속함을 간병인과 가족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2) 권고안 II

- 섬망 위험이 있는 노인 입원환자에게 최소한 매일 섬망 선별 검
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인지 기능, 지각, 신체 기능, 또는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선별 검사를 고려한다. 근
거수준: 2+, 권고 등급: D

Examples

*

Hypoactive delirium.

Table 5. The risk factors for delirium4,11,12)

650

Predisposing factors

Precipitating factors

Advanced age (≥65 or 70)
Alcohol use/abuse
Depression
Previous delirium, dementia or
cognitive impairment
Vision/hearing impairment

Extensive surgery that causes greater-than-usual
physiological stress (e.g., more extensive blood loss,
length of operation, or extent of dissection)
Hip Fracture
Severe illness or comorbidity burden
Infection, fever, dehydration, constipation, electrolyte
abnormalities, poor nutrition, anemia, hypoxia

www.kafm.or.kr

Environment/care delivery
Uncontrolled pain
Sleep deprivation or disturbance
Immobilization or limited mobility (restraints, prolonged
bed rest or sedation)
Polypharmacy or high-risk medications (e.g.,
psychoactive medications, sedative-hypnotics,
benzodiazepines, anticholinergics, antihist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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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다.11) 각 의료기관 인력 운용의 제한으로 본 권고안

lirium Screening Scale (Nu DESC),31) 등이 있다.

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델파이 결과에 따라 권고

이 중 한국어로 번역되어 그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는 CAM-

등급 D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최소한 입원 초기나

ICU,32) DRS-R 98,33) Nu DESC (Supplement Table 1)34)이다. Nu DESC은

섬망을 시사하는 변화들이 관찰되는 시기의 잦은 평가는 치료 이득

지남력저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의사소통, 착각/환각, 정신 운

이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평가 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동지연 등 총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활동성 섬망 선별이 가

아울러, 의료인은 다음의 섬망의 징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능하다.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간호사에 의해 1분

(Table 6). 이 중, 저활동성 섬망은 간과되는 경우가 흔하여 주의 깊

이내로 빠르고 쉽게 섬망을 선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중,

게 살펴야 한다.

CAM, Nu DESC은 말기 암환자 대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34)

3) 권고안 III

결론

13)

- 노인 입원환자에서 섬망 선별 검사를 위해 검증된 도구를 사용
해야 한다. 근거수준: 2++, 권고 등급: B

노인 입원환자에서 섬망은 복잡하고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및 환자와 보호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진들은 입원 노인환자에서 섬망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할

섬망의 선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이행은 환자의 임상경

때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9) 2017년에 발표된 127개

과를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노인환자의

문헌의 11,61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삶의 질, 질병률과 사망률의 호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섬망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검증된 도구를

서, 본 임상진료지침은 섬망의 치료를 포함한 전체 내용을 다루기 보

사용하여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8)

다는 입원 직후, 재원 중 상태 변화에 따른 조기 선별 검사에 집중하

섬망을 선별하는 평가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 섬망의 발생 예방 및 질환의 이환을 감소시키는 데 의의를 두었

가장 많이 사용되고 검증된 도구는 Confusion Assessment Method

다. 섬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각 유관 학회의 지침을 따르도

(CAM) tool (Sensitivity, 43%–90%; Specificity, 84%–100%)이다.

록 한다. 또한, 본 임상진료지침은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적용되어

CAM에서는 섬망의 중요한 특성인 의식 상태의 급격한 변화, 주의력

야 하며, 환자와 가족의 선호 및 필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19-22)

22)

결핍, 비체계적인 사고, 의식 수준 을 모두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진은 노인환자 입원 시 섬망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위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진단 도구로 알려

험 요소가 있는 경우 최소한 매일 혹은 환자의 상태가 변화할 경우

22개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정리한 리뷰에서도 일반 병

에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섬망의 조기 발견을 통해

10,12)

져 있다.

동 환경에서는 CAM이 믿을만하고, 근거가 가장 많은 도구로 소개되

이환을 줄이며, 환자 상태 변화 시 재평가 하도록 한다.

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며, 10분
12)

정도 소요된다. 섬망 선별을 위한 4개의 핵심 증상(급성 발병 및 증

감사의 글

상의 변화, 주의력 저하, 와해된 사고 및 의식 수준의 변화)과 다른 질
환 들과의 감별을 위한 5개의 관련 증상들(지남력 장애, 기억 장애,

본 연구는 의료기관기반 국민생활밀착형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지각 장애, 정신행동성 초조, 정신행동성 지체 및 수면 주기의 변화)

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별 검사를 위해서는 앞의 4개의 핵심 증상으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았다(과제

로 구성된 short CAM을 사용할 수 있다.

번호: HI16C0526). 진료 지침 개발 모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외,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있어서는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CAM-ICU)와 Intensive Care De23)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학회, 기관 및 이익단체로
부터 받은 지원은 없었다.

lirium Screening Check list (ICDSC)가 가장 유효하고 신뢰도 있는
24)

섬망 모니터링 도구로 알려져 있다.7,8) 이 밖에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

요약

로는 3D-CAM, 4AT, Delirium Observation Scale, Delirium Rat25)

26)

27)

ing Scale-Revised 98 (DRS-R 98), 28) Delirium Symptom Interview

노인 입원 환자에서의 섬망은 비교적 흔히 발생하고 예방 가능한

(DSI), Memorial Delirium Assessment Scale (MDAS), Nursing De-

질환이지만, 복잡하고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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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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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잘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 입원환자의 섬망
선별 검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지침에
서는 첫째, 노인 입원환자의 섬망위험요소를 입원 시뿐만 아니라 상
태 변화가 있을 때 평가하는 것을 권고한다. 둘째, 섬망 위험이 있는
노인 입원환자에게 최소한 매일 섬망 선별 검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
하고, 인지 기능, 지각, 신체 기능, 또는 사회적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에도 선별 검사를 고려할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입원환자
에서 섬망 선별 검사를 위해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야 함을 권고안
에 제시하였다. 본 지침은 임상환경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요구
및 선호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섬망; 선별검사; 입원; 진료 지침;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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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1. 한국어판 간호 섬망 선별 도구(Korean 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 [NuDESC])34)
증상/징후

점수
0 (예)

1.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지남력이 명확하지 않거나, 헷갈려 하고,
못 알아본다
2. 튜브나 드레싱, 의료 기구를 함부로 빼거나 제거하려 하고, 침대에서 막무가내로
내려가려고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물어뜯고, 때리고, 꼬집는)을 한다
3. 지리멸렬함, 상황에 맞지 않거나 엉뚱하고, 무의미하거나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횡설수설한다.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4. 현재 없는 무언가(사람, 사물, 생명체, 귀신 등)가 눈앞에 보이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하며 이러한 것을 만지거나 잡으려고 허공에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느려지고,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동이나 말이 없거나
느려진다. 계속 잠을 자려고 하며 졸려 한다

1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