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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10년 고령사회 진입 후 노인 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

가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

상된다[1].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는 노인 진료 보장성 강화, 노인의 

인지기능 저화와 복합 만성질환 이환 증가와 맞물려 의료비 증가 및 노

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비중을 증가시켰다[2]. 65세 이상 노인 

요양병원 전원 노인 환자의 종합병원 중환자실 재원기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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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ICU) and characteristics among older patients transferred 

from long-term care hospital.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and we extracted data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Study participants were 

patients aged 65 or older who were admitted to ICU after they had been transferred to emergency department from long-term care hospitals. Length of 

stay (LOS) in ICU was defined as the patients had stayed in ICU for 7 days or more. Factors influencing the LO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parameters. Results: Of all screened patients, 243 subjects were 

transferred from long term care hospitals. Participants mean age was 80.3 ( ± 7.0) years and female comprised 63%. Participants had stayed in ICU for 

13.4 days in average. Factors affecting the LOS in ICU were presence of multidrug resistant organism after ICU admission (odds ratio, OR 5.66, 95% confi-

dence interval, 95% CI = 1.79-17.82, p< 0.010), tracheostomy insertion (OR 3.35, 95% CI = 1.28-8.74, p< 0.014), mechanical ventilator application (OR 

2.49, 95% CI = 1.11-5.58, p< 0.026),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OR 2.13, 95% CI = 1.09-4.17, p< 0.027) and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I (OR 

0.95, 95% CI = 0.91-1.00, p< 0.039) by multivariat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 Older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tayed lon-

ger in ICU and were vulnerable to infec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strategies to reduce LOS in ICU as the number of older patients admitted from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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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2000년 2조 2,893억 원에서 2019년 34조 7,251억 원으로 증가

하였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7.4%

에서 2019년 40.5%로 증가하였다[3].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진료비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 

개정 시 신설된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 대부분 75세 이상이며 치매나 

뇌졸중 등 인지 기능 저하와 일상 기능 제약으로 인한 장기 입원이 주

를 이룬다[4]. 요양병원은 2009년 전국에 714개소였으나 2018년 1,560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0.45.4.341&domain=pdf


Lee-Seul Jeong,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42 | http://www.e-jhis.org

개소로 증가하였고, 이는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여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

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다[6]. 한편 요양병원 노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

라 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노인환자 중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경

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

고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의사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

며 검사나 처치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7].

중환자실은 중증도와 사망률이 높은 중환자가 치료를 받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 환자의 평균 사망률은 

16.9%로 선진국의 약 14.3%와 비교 시 높았고 의료비 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

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9], 중환자실 재원기간의 적

정성 유지는 중환자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환자들이 필요 시 이

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다[10]. 선행

연구 결과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환자의 연령[11], 기저질환[12], 영양상

태[13] 그리고 다제내성균 감염[14]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다중약물 복용, 기저질환 동반 등의 특성을 지닌 요양병

원 노인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상대적으로 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응급실을 경유하여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노인

의 상태와 이들의 중환자실 재원기간을 확인하고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중환자 관리와 고위험환자군

의 치료 및 간호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요양병원 노인환자에게 제공해

야 하는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전원된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중환자실 재원기간을 확인하고 중환자실 재원기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종합병원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전원된 환자 2,161명 중 중환자

실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243명(11.24%)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변수 

본 연구를 위한 변수 선정은 문헌에 제시된 환자 개인의 특성과 병

원 인력구조 등 환경적 특성 중 환자 개인의 특성을 대상으로 하여 요

양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재원기간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전문가 검

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전문가는 노인 간호학 전공 교수 2인, 가정의학

과 전문의 1인,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 2인, 해당 분야 20년 이상 경력의 

임상 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였다.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특성 상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주관적 보

고에 의한 특성 즉, 교육수준, 경제상태, 주 돌봄자, 건강행태 등은 포

함하지 못하였다.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의식상태, 복용 약물 

수, 중환자실 재원기간을 포함하였다. BMI는 저체중 <18.5 kg/m2, 정

상체중 18.5-22.9 kg/m2, 과체중 23-24.9 kg/m2, 비만 ≥ 25 kg/m2으로 구

분하였으며, 중환자실 치료 결과는 일반 병동 전실, 요양병원으로의 전

원 그리고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임상적 특성

욕창위험도(Braden Score), 동반질환, 질환의 중증도, 응급실 내원 

시 주 호소 증상, 다제내성균 감염 여부, 욕창 유무, 인공호흡기 적용 

유무, 기관절개술 시행 여부, 중심정맥관 삽입 여부, 수혈 여부를 포함

하였다. 동반 질환은 Charlson’s comorbidity index (CCI)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대상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환자실 입실 첫 

24시간 이내에 관찰된 생리학적 지수로 계산된 Simplified Acute Physi-

ology Score Ⅲ (SAPS Ⅲ)를 이용하였다[15]. 다제내성균 감염여부는 응

급실 내원 시 시행한 직장 도말 배양검사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

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carcarbapenem resistant Enterobacteri, CRE)의 배양 양성으로 코호트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직장 도말 배양검사에서 VRE, CRE

균이 동정된 군 중 입원 48시간 이내 배양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군과 

이후 직장 도말 배양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군으로 나누었다[16]. 응급

실을 경유하여 중환자실 입원시 24시간 내 측정한 생리학적 지표 중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 징후와 백혈구 

수(white blood cell count), 호중구 백분율(neutrophil percent), 혈중요

소질소(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creatinine), 적혈구 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반응성 단백질(C-reactive protein), 

헤모글로빈(hemoglobin)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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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주 연구자는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warehouse)와 전자의무기록 

접근 권한을 받아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자의무기록 중 

간호 정보 조사지, 중환자 간호 기록지, 의사 입원 기록지, 의사 경과 기

록지, 검사 결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한림대

학교 강남성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019-03-001)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시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

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파일에 보관하

여 연구자 외 접근을 제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료적 특성은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또는 중앙값(사분위수) 등의 기술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환자실의 재원기간은 7일 미만과 7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Mann-Whiteny U test,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중환자실 재원기간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

한 의료 기관 종별 병상 규모별 평균 재원 일수 6.6일과 중환자실 적정

성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7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10,17]. 또한 중환

자실의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

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미만인 

독립변수들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들의 특성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원된 대상자는 남자 37.0%, 여자 63.0%

이며 75-84세가 4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BMI는 정상 체

중이 43.6%, 저체중이 29.2%이었다. 중환자실 치료 결과에 따른 퇴실 

형태는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가 51.0%,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원 

23.9%, 사망이 25.1%이었다. 대상자의 의식상태는 명료가 42.8%로 가

장 많았고, 약물 복용수는 5개 이상 다중약물복용자가 31.3%를 차지

하였다. 다제내성균 감염이 있는 환자는 28.8%로 응급실 내원시 검사

한 직장도말 배양검사에서 48시간 이내 다제내성균이 동정된 환자는 

18.5%를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중환자실 재원 일수는 13.4일

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Braden 사정도구로 측정한 욕창

위험도는 평균 13점으로 중증도의 위험으로 나타났고, CCI 점수는 평

균 5점, SAPS III는 36점이었다. 응급실 내원시 주 호소증상은 호흡곤란 

32.1%, 발열 28.0% 순이었으며 진단명은 폐렴 32.5%, 요로감염 16.0%로 

나타났다. 헤모글로빈 10.80 ± 2.11 g/dL, 알부민 2.92 ± 0.69 g/dL으로 정

상범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욕창이 있는 경우가 37.4%, 인공호흡

기 적용 대상자는 30.9%,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17.3%, 중심정맥

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61.3%, 수혈을 받은 대상자는 31.3%이었다(Ta-

ble 2).

재원 일수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비교 및 예측 인자 분석

중환자실 재원 일수 7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재원기간이 7일 이상인 그룹은 7일 미만인 그룹보다 남성이 많았고

(p= 0.030), 저체중군의 비율이 높았으며(p= 0.005), 의식상태는 각성인 

군이 적었다(p< 0.001). 또한 다제내성균 감염대상자의 비율이 높았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3)

Variables n (%) Mean±SD

Gender 
   Male 90 (37.0)
   Female 153 (63.0)
Age (y) 80.32±6.99
   65-74 57 (23.4)
   75-84 119 (49.0)
   ≥85 67 (27.6)
BMI (kg/m2) 20.86±3.97
   Underweight (<18.5) 71 (29.2)
   Normal weight (18.5-22.9) 106 (43.6)
   Overweight or obese (≥23.0) 66 (27.2)
Result of ICU treatment
   General ward 124 (51.0)
   Transfer to long term care hospital 58 (23.9)
   Death 61 (25.1)
Mental status 
   Alert 104 (42.8)
   Drowsy 82 (33.7)
   Stupor 31 (12.8)
   Semicoma-coma 26 (10.7)
Number of medicines
   <5 145 (59.7)
   ≥5 98 (31.3)
Infection
   No colonized 173 (71.2)
   Colonized at admission (<48 hr) 45 (18.5)
   Colonized after ICU admission (≥48 hr) 25 (10.3)
ICU length of stay 13.37±24.74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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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만 SAPS III 중증도는 7일 이상 재원군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5). 

며(p< 0.001), 인공호흡기 적용(p< 0.001), 기관절개술 시행(p< 0.001), 중

심정맥관 삽입(p< 0.001), 수혈 여부(p= 0.014)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able 3). 그러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 징후와 백혈

구 수, 호중구 백분율,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적혈구 침강속도, C-

반응성 단백질, 헤모글로빈 등의 혈액 검사 결과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4). 재원 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

지스틱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질환의 중증도(p = 0.039), 중환자실 입원 후 

다제내성균 감염(p= 0.003), 인공호흡기 적용(p= 0.026), 기관 절개관 시

행(p= 0.014), 중심정맥관 삽입(p= 0.005)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 

후 다제내성균 감염이 된 환자의 경우 재원일수가 7일 이상일 위험성

이 5.66배,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35배,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2.49배,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경우에는 2.13배 높은 것으로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3)

Variables n (%) Mean±SD %median (IQR)*

Braden score 13 (11-15)
CCI score 5 (5-7)
SAPS III score 36 (34-39)
Chief complaint 
   Dyspnea 78 (32.1)
   Fever 68 (28.0)
   Low blood pressure 11 (4.5)
   Mental change 19 (7.8)
   General weakness 17 (7.0)
   Generalized weakness 16 (6.6)
   Others 34 (14.0)
Diagnosis
   Pneumonia 79 (32.5)
   Urinary tract infection 39 (16.0)
   Renal failure 15 (6.2)
   Sepsis 15 (6.2)
   Gastrointestinal bleeding 9 (3.7)
   Cancer 9 (3.7)
   Stroke 7 (2.9)
   Enteritis 7 (2.9)
   Heart failure 6 (2.5)
   Cholecystitis 4 (1.6)
   Others 53 (21.8)
Albumin (g/dL) 2.92±0.69
Hb (g/dL) 10.80±2.11
Bed sore 91 (37.4)
Ventilator 75 (30.9)
Tracheostomy 42 (17.3)
Central line catheterization 149 (61.3)
Transfusion 76 (31.3)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 quartile range; CCI, Charlson’s comorbid-
ity index; SAPS III,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I; Hb, hemoglobin.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according to ICU stay (n=243) 

Variables 
Less than 7 days 

(n=140)
7 or more days 

(n=103) p
n (%) n (%)

Gender 0.030
   Male 46 (32.9) 44 (42.7)
   Female 94 (67.1) 59 (57.3)
Age (y)  0.064
   56-74 22 (17.9) 35 (31.0)
   75-84 70 (50.0) 49 (47.6)
   ≥85 45 (32.1) 22 (21.4)
BMI (kg/m2) 0.005
   Underweight (<18.5) 33 (23.6) 38 (36.9)
   Normal weight (18.5-22.9) 63 (45.0) 43 (41.7)
   Overweight or obese  

(≥23.0)
44 (21.4) 22 (21.4)

Mental status <0.001
   Alert 74 (52.8) 30 (29.2)
   Drowsy 41 (29.3) 41 (39.8)
   Stupor 12 (8.6) 19 (18.4)
Semicoma-Coma 13 (9.3) 13 (12.6)
CCI (median)* 5.0 (5.0-7.0) 6.0 (5.0-7.0) 0.987
SAPS III score (median)* 37.0 (34.0-41.0) 35.0 (31.5-39.0) 0.012
Chief complaint 0.600
   Dyspnea 46 (32.9) 32 (31.1)
   Fever 38 (27.1) 30 (29.1)
   Low blood pressure 7 (5.0) 4 (3.9)
   Mental change 7 (5.0) 12 (11.7)
   Generalized weakness 9 (6.4) 8 (7.8)
   Acute bleeding 11 (7.9) 5 (4.9)
   Others 22 (15.7) 12 (11.5)
Number of drugs 0.502
   <5 81 (57.9) 64 (62.1)
   ≥5 59 (42.1) 39 (37.9)
Infection <0.001
   No colonized 116 (82.8) 57 (55.2)
   Colonized at admission 

(<48 hr)
19 (13.6)  26 (25.2)

   Colonized after ICU  
admission (≥48 hr)

5 (3.6)  20 (19.4)

Bed sore 51 (32.8) 40 (44.0) 0.169
Ventilator 27 (19.3) 48 (46.6) <0.001
Tracheostomy 9 (6.4) 33 (32.0) <0.001
Central line catheterization 71 (50.7) 78 (75.7) <0.001
Transfusion 35 (25.0) 41 (39.8) 0.014

ICU, intensive care unit; BMI, body mass index; CCI, Charlson’s comorbidity 
index; SAPS III,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I.
*Median (interquarti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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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 중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전원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중환자실 전원 시 상태와 중환자실 재원기간, 

그리고 중환자실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어떤 상태로 중환자실에 전원을 가

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중 어떤 특성이 중환자실 재원

기간과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에서 응급실

을 거쳐 중환자실로 입원한 노인은 11.24%이며,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보고된 3.8% [18]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평균 13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제시한 7일 보다 약 두 배 길었고, 전국 대학병원 또

는 3차병원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4일[19], 성인 통합 중환자실 입실한 

환자의 5.7일[20]과 11.5일[21] 보다 길었다. 퇴원 유형은 회귀분석에 포

함하지 않았으나 사망한 군이 25.1%로 국내 성인환자의 종합병원 중환

자실 사망률 17.4% [8]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사망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 환자 측면의 요인으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기계호흡 

보조를 받는 것과 90세 이상 고령이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사망률은 

48%와 39%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27.6%가 85세 이상이

며,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는 30.9%로 이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고령[11]과 인공호흡기 적용[7,22]은 재원기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사망률은 재원기

관과 함께 중환자실 질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고령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적용시 표준지침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 중 체질량지수와 알부민 수치는 영양 상태의 지

표로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영양 부족일 경우 이환율과 재원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본 연구 대상자는 저체

중군(29.2%)이 과체중 또는 비만군(27.2%) 보다 많았으며, 중환자실 재

원기간 7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재원기간 7일 이상인 그룹에서 저

체중 비율이 높았다. 알부민 수치의 경우는 재원기간 7일을 기준으로 

Table 4. Comparison of laboratory parameters at hospital admission ac-
cording to ICU stay (n=243)

Variables 
Less than 7 days 

(n=140)
7 or more days 

(n=103) p
Mean±SD Mean±SD

BMI (kg/m2) 21.5±3.9 19.9±3.9 0.003
Systolic BP (mmHg) 121.6±22.7 120.73±29.7 0.287
Diastolic BP (mmHg) 70.2±18.2 70.6±21.7 0.422
Heart rate (number/minute) 94.7±22.6 99.2±22.2 0.117
Respiratory rate (number/

minute)
19.8±8.2 20.4±6.4 0.522

Body temperature (°C) 36.4 ± 0.5 36.4±0.6 0.855
WBC (k/μL) 12.6±7.8 13.9±8.2 0.635
Neutrophil (%) 82.5±10.0 82.5±10.0 0.979
BUN (mg/dL) 29.2±22.5 30.1±22.7 0.744
Creatinine (mg/dL) 1.4±1.6 1.4±1.5 0.836
ESR (mm/h) 55.3±35.0 60.0±35.2 0.311
CRP (mg/dL) 114.6±84.1 117.5±94.4 0.800
Albumin (g/dL) 2.9±0.7 2.9±0.6 0.187
Hb (g/dL) 10.9±2.1 10.6±2.1 0.407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WBC, white blood cell count; BUN, blood urea nitroge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Hb, hemoglo-
bin. 

Table 5. Univariate and multivariat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ors for long ICU stay in the participants (n=243)

Variables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 OR (95% CI) p

Gender
   Male 1.00 (reference)
   Female 0.66 (0.39-1.10) 0.117
Age (y) 
   65-7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75-84 0.55 (0.29-1.04) 0.064 0.88 (0.40-1.92) 0.740
   ≥85 0.01 (0.18-0.79) 0.262 0.58 (0.24-1.43) 0.236
BMI (kg/m2)
   Underweight 

(<18.5)
1.69 (0.92-3.09) 0.091

   Normal weight  
(18.5-22.9)

1.00 (reference)

   Overweight or 
obese (≥23.0)

0.73 (0.39-1.39) 0.342

SAPS III (per 1 point) 0.96 (0.93-1.00) 0.057 0.95 (0.91-1.00) 0.039
Mental status
   Alert 1.00 (reference) 1.00 (reference)
   Drowsy 2.47 (1.34-4.52) 0.004 1.44 (0.72-2.92) 0.306
   Stupor 3.90 (1.69-9.03) 0.001 1.48 (0.53-4.14) 0.460
Semicoma-Coma 2.47 (1.03-5.94) 0.044 0.56 (0.16-2.02) 0.376
Multidrug resistant 

organism Infection 
No colonized

1.00 (reference) 1.00 (reference)

Colonized at  
admission (<48 hr)

2.79 (1.42-5.45) 0.003 1.63 (0.74-3.60) 0.231

Colonized after ICU  
admission (≥48 hr)

8.14 (2.91-22.80) <0.001 5.66 (1.79-17.82) 0.003

Tracheostomy 6.86 (3.11-15.16) <0.001 3.35 (1.28-8.74) 0.014
Ventilator 3.65 (2.06 -6.47) <0.001 2.49 (1.11-5.58) 0.026
Central line  

catheterization
3.03 (1.73-5.30) <0.001 2.13 (1.09-4.17) 0.027

Transfusion 1.98 (1.15-3.44) 0.015 1.80 (0.94-3.44) 0.075

ICU, intensive care unit;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SAPS III,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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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두 그룹 모두 평균 알부

민 수치가 2.9 g/dL로 저알부민혈증에 속한다. 이는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중재 제공 등의 노

력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재원기간이 7일 이상인 군은 다제내성균 감염, 기관절개술 시행, 인

공호흡기 적용, 중심정맥관 삽입을 한 군이며, 평균 SAPS III 점수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VRE와 CRE 감염은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보건 의료 문제 중의 하나이며[24], CRE 내성률은 30.6%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25].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다제내성균 환자와 보균자

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한 확산이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26]. 본 

연구 대상자 중에서도 31.3%가 다중약물복용 중으로 다제내성균위험

군이며, 18.5%가 중환자실 입실시 이미 다제내성균 감염 상태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감염군이 재원기간 7일 이상에 많이 

속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후 다제내성균 감염이 발생한 대상자의 경우

는 재원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요양기관으로부터 입원하는 환자는 다제내성균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27], 이러한 권고

는 노인의 내성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28]. 다제내성균 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CRE 감염을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접촉주

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하다. 즉 중환자실에서 퇴실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더라도 격리 병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음

성반응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재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기간 7일 이상 군의 SAPS III 점수가 낮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증도는 높지 않으나 감염 위

험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머물게 되며 이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중환

자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고령의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는 대부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치료 실패, 재원기간 

연장, 의료비 상승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1,28]. 따라서 요

양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원된 노인의 경우 특히 부적절한 항생제 사

용이 최소화되도록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유지를 모니터링 하고 다학

제간 관리를 제공하여 다제내성균 감염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30]. 요양병원에서도 2017년 수정 보완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

얼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여 정부도 이를 지원하

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제내성균 감염에 이어 기관절개술 시행, 인공호흡기 적용 그리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노인 대상자의 경우 재원기간이 7일 이상인 군

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경우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7,22]. 그러

나 기관절개술 시행이나 중심정맥관 삽입과 관련하여서는 관 삽입과 

관련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재원기간이 긴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였

다[31]. 본 연구에서 감염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제내성균 감염

에 초점을 맞추고 중환자실에서 빈도가 높은 인공호흡기 적용, 기관절

개술 시행, 중심정맥관 삽입 처치는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삽관 처치 모두 재원기간 7일 이상인 군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 특히 기관절개술 시행이 3.35배로 가장 높았다. 노인은 노화에 의

한 폐 탄력성과 청소능력저하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완치되지 않고 임상 경과도 중증 감염질환의 형태로 흔히 나타난

다[17]. 또한 발열, 기침 등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기 보다는 

무기력, 식욕저하, 의식저하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32]. 따라서 중환자실 노인환자의 삽관 처치 시 세심한 관찰과 중

환자실 재원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 즉 삽관 관련 감염 예

방 등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 대상노인은 요양병원에서 전원

된 노인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진단이 폐렴 32.5%, 주 호소증상은 호

흡곤란이 32.1%로 폐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다. 이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에서[19] 국내 대학병원 혹은 3차병원 중환자실 입실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경계 질환이 32.7%, 호흡기계 문제 23.5%로 본 연구 대

상자와 차이가 있었다. 즉 요양병원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는 특히 노인의 폐렴 등 폐기능 이상 증상에 민

감하게 반응하여 호흡기계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실 노인 중 요양병원으로부터 전원

된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들의 특성과 재원기

간을 확인하여 노인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의 지

역적 분포를 확인하지 못하고 요양병원 재원기간 등의 특성이 반영되

지 않았다. 또한 병원의무기록지를 통한 후향적 연구로 기록 미비와 연

구 자료의 누락으로 인한 편이의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노인 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요양병원 노인

환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다제내성균감염, 기관절개술 시행, 인공호흡기 적용, 

중심정맥관 삽입 있는 대상자의 경우 중환자실의 재원일수가 7일 이

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SAPS III 점수로 확인한 중

증도는 낮을수록 재원일수 7일 이상 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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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

양병원 재원기간, 지리적 분포와 노인의 경제 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환자실 입실 후 다제내성

균 발생을 예방하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증도가 낮은 

경우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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