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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창 오

Figure 1.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medical syndrome and geriatric syndrome.

개요 및 노인증후군

항상 노인환자를 할 때면 느끼겠지만, 노인환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만성질환이 많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이 동반되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며, 기존의 만성질환에 새로운 질환이 가미되

면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노화에 의하여 노인 특유의 
질환이 발현되어 추가되면 노인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질병

다발성(multiple pathology)이 생겨날 수 있고, 결국 이로 인해 

노인환자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노인학에서는 노인환자 특유의 문제에 하여 노인증후

군의 정의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증후군이란 개체의 항상성

(homeostasis)이 상 적으로 저하가 된 노인에서 여러 장기 

및 기관의 장애(disability)가 점차로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

으로써 다인자성 건강상태(multifactorial health conditions)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증후군은 실제 노인환자에서 유병률

이 매우 높으며, 또한 한 명의 노인환자에서 여러 개의 노인

증후군이 동시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증후

군이 제 로 치료 및 관리가 되지 못하면 곧바로 장애

(disability)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이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노인증후군은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망에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노인증후군의 특징은 여러 인자가 서로 결부되면서 연관

되지만 하나의 증상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
존에 알고 있는 증후군과 노인증후군의 차이점은 기존의 증

후군은 하나의 원인이나 기여인자에 의하여 여러 개의 다양

한 증상이 발현되지만, 노인증후군의 경우 복수 이상의 다양

한 원인이나 기여인자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로 인한 증상은 



－김창오. 섬망－

- S 537 -

Figure 2. Predisposing and precipitating factors for delirium.

유일하게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그림 1)1).
노인증후군의 표적인 예로 섬망, 노쇠, 낙상, 수면장애, 

어지러움, 실신, 욕창, 요실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노

인증후군들은 노인환자에 있어서 기존 질환과는 특화되고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기존 질환의 진단 및 치료만으로 접근

하기에 여러 제약 및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히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섬망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섬망의 정의 및 역학

섬망을 정의하고 진단할 때 Confusion Assessment Method 
(CAM) Diagnostic Algorithm을 이용하는데 인지기능의 저하

가 갑자기 발생하여 하루 동안 증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1). 
증상으로는 주의집중력이 저하되며, 사고의 정리가 안 되거나 
인지기능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이다(presence of acute onset 
and fluctuating course, inattention and either disorganized thinking 
or altered level of consciousness). 이러한 진단기준을 이용하면 
민감도가 94~100%, 특이도는 90~95%에 다다른다2).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서 섬망의 발생률은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중환자, 수술환자, 노인

환자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환자실에서는 

70~87%, 고관절골절 시 15~53%, 요양병원에서는 60% 이상, 
말기 환자에서는 8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급실

에 내원한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10~30%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1,3).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의료진들이나 보호자들이 섬

망이 있는 환자를 제 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한 치료 
및 관리를 진행하지 못 하는데에 있다.

섬망의 원인

섬망의 원인은 다른 노인증후군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데, 크게 보면 환자의 항상성 유지가 결여된 상태

(predisposing factors)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precipitating 
factors)이 관련되어 있다. 상기 인자들의 복합적이고 유기적

인 연관에 의하여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이 누적되어 섬망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2).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해야지만 섬망의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앞서서 거론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노인환자에서의 약물 
사용은 특히 중요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섬망 환자 중 약 

40% 이상에서 한 종류 이상의 약물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 섬망과 관련된 약물 종류로는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마약진통제, 항콜린성 약제 등과 같은 향정신성 

약제들이다. 이러한 약제들의 사용으로 인한 섬망의 위험 정

도는 약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물

의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섬망의 발생 위

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

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노인환자일수록 건강보조제 및 

한약제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들도 섬망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환자에서의 약물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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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tial diagnosis of altered mental status
Characteristic Delirium Dementia Depression Acute psychosis
Onset Acute (hrs to days) Progressive, insidious 

(week to months)
Either acute or insidious Acute  

Course over time Waxing and waning Unrelenting Variable Episodic
Attention Impaired, a hallmark of 

delirium
Usually intact, until 
end-stage

Decreased concentration
and attention to detail

Variable

Level of consciousness Altered, from lethargic to 
hyperalert

Normal, until end-stage Normal Normal 

Memory Impaired commonly Prominent 
short/long-term 
impairment

Normal, some short-term 
forgetfulness

Usually normal

Orientation Disoriented Normal, until end-
stage

Usually normal Usually normal

Speech Disorganized, incoherent, 
ilogical

Notable for parsimony, 
aphasia, anomia

Normal, but often 
slowing speech

Variable, often 
disorganized

Delusions Common Common Uncommon Common, often complex
Hallucinations Usually visual Sometimes Rare Usually auditory and 

more complex
Organic etiology Yes Yes No No 

항상 주의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섬망의 진단 및 평가

섬망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섬망의 진단기준에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섬

망의 가능한 원인들을 규명하여 이후 증상의 조절 및 관리

로 이어지도록 한다. 섬망의 원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

럼 매우 다양하고 많아서 이를 제 로 파악하여 치료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 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환자에서의 섬망은 기저 질환의 비특이적이고 비전형적인 

증상의 표현일 수 있고, 또한 폐렴, 패혈증,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급성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감별

하고 규명해야 한다.

1. 병력청취 및 신체검진

우선 섬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환자의 인지기능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 상태의 인지기능과 비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MMS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와 
CAM (Confusion Assessment Method)를 이용한다. Inattention 의 
동반 여부는 숫자 따라하기와 같은 간단한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인지기능의 평가는 보호자나 간병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확인하며, 그 외에 동반된 질환 여부 및 

상태, 현재의 약물복용력, 음주력 및 환자의 주위환경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평가와 진단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

체검진을 통하여 섬망의 원인이 특정 질환의 발현이나 악화

에 따른 것인지를 규명하도록 하며, 특히 신경학적인 증상의 

동반 여부가 예후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복용력에서는 최근에 변화된 약물 사용

의 파악과 더불어 일반의약품 및 한약과 같은 건강보조제의 

복용 여부도 꼭 확인하고,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가능한 복

용을 제한하거나 줄이도록 한다. 노인에서는 보통의 복용용

량에도 불구하고 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가능하다면 혈액내 적정약물의 농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2.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아직까지 기본 혈액검사를 통하여 섬망을 진단하기보다는 
섬망에 기여하는 인자들을 확인하고자 검사를 진행한다. 기
본 혈액검사를 통하여 잠복되어 있는 감염증을 확인하고 갑

상선 등의 내분비 검사 및 약물농도 검사 등을 통하여 섬망

의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심전도, 흉부촬

영, 동맥혈 검사 등을 통하여 심장 및 폐 기능을 체크하도록 

한다. 척수액 검사, 뇌 촬영(CT or MRI), 뇌파검사 등이 섬망

의 진단에 꼭 필요한 지에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

만 뇌수막염이 의심되거나 새로운 신경학적인 이상이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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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lirium risk factors and tested interventions 
Risk factor Intervention protocol
Cognitive impairment - Orienting communications, including orientation board

- Therapeutic activities program
Immobilization - Early mobilization (e.g., ambulation or bedside exercises)

- Minimizing immobilizing equipment (e.g., restraints, bladder catheters)
Psychoactive medications - Restricted use of PRN sleep and psychoactive medications (e.g., sedative-hypnotics, narcotics, 

anticholinergic drugs)
- Nonpharmacological protocols for management of sleep and anxiety

Sleep deprivations - Noise-reduction strategies
- Scheduling of nighttime medications, procedures, and nursing activities to allow uninterrupted 

period of sleep
Vision impairment - Provision of vision aids (e.g., magnifiers, special lighting)

- Provision of adaptive equipment (e.g., iluminated phone dials, large-print books)
Hearing impairment - Provision of amplifying devices; repair hearing aids

- Instruct staff in communication methods
Dehydration - Early recognition and volume repletion

경우 그리고 외상이 있은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3. 감별진단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 치매와 섬망의 감별이 필요

하며,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의 섬망 동반 여부를 항상 살펴

보아야 한다. 섬망의 진단 기준인 급성 발현, 주의결핍 및 의

식의 변화 양상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우울증 및 

타 정신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다(표 1).

섬망의 예방 및 치료

섬망은 우선 일차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된 위

험인자에 한 관리 전략은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다(표 2). 
이러한 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들은 임상연구에서 그 효

용성이 입증된 바가 있다. 실제 예방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입원한 노인환자에서 섬망의 발생위험이 40% 감소되었다4,5).
그 외 여러 임상연구에서 상기 예방전략에 따른 섬망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밝혀져 있다6). 따라서 모든 노인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 현재의 기본검사 및 평가 이외에 인

지 및 신체기능 평가가 꼭 포함되도록 하고 이러한 기능의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하여 의료진들의 교

육, 전문전담 치료팀의 육성, 환자 및 보호자에 한 교육 및 

관리방안 등이 추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섬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및 

관리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1. 약물치료

섬망 환자의 최선의 치료원칙은 약물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섬망환자를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있다. 즉, 기계 호흡이나 중심정맥혈관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 등의 중요한 처치 및 시술이 방해받을 

위험에 있거나, 환자 및 타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섬망을 완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약제는 아직 없으므로 섬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역시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투약된 약제에 한 정보를 가능한 관련된 의료진 및 보호

자에게 알리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용량에서 시작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

도록 한다.

1) 신경이완제(Neuroleptics)

일반적으로 haloperidol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 임

상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주사제로 사용가능하

며 기립성 저혈압 및 항콜린성 부작용과 같은 부작용이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extrapyramidal 
symptoms 및 acute dystonia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효과의 빠른 발현 및 작용시간의 적절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주사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보통의 

초기사용용량은 0.5~1.0 mg이 권장된다. 생체징후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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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매 30분마다 진정상태에 들 때까지 반복 사용할 수 있

다. 노인환자에서의 일반적인 약물사용 원칙인 낮은 용량에

서 시작하고 천천히 증가하도록 한다. 총 부하용량은 3.0~5.0 
mg을 유지하도록 한다. 유지용량은 부하용량의 절반 용량으

로 나눠서 투여하며 agitation이 조절될 때까지 천천히 감량 

투여하도록 한다. 

2) 기타 약제사용

Benzodiazepines (e.g., lorazepam)의 경우 과다한 진정효과 

및 갑작스러운 인지기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

적 피하도록 한다. 하지만 알코올 등 약제의 금단 증상 및 

간질성 발작에 의한 경우에는 국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임상효과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비전형적인 항정신성 약제인 prochoinergic 계열(donepezil) 
이나 serotonin receptor antagonist 계열(trazodone)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isperidone, olanzapine, quetiapine은 진정효과 

및 extrapyramidal effect가 적으면서 섬망 증상에 한 효과

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비약물요법

모든 섬망환자에서 비약물요법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방

법이다. 달력, 시계 그리고 하루 일과가 적힌 용지를 활용하

여 환자가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강조하

고 지지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가족 및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수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 또한 환자가 평

상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이용하면 보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자주 환자의 눈을 직접 바라보면서 친근감 

있는 말투로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지기능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노인환자의 경우 시청각 능력이 감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경이나 보청기를 착

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지 억제 를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환자가 병상에 누워만 있지 말고 가

능한 움직일 수 있도록 매번 강조한다. 환자가 직접 치료전

략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면 더욱 치료 결과가 나아질 수 

있다. 밤낮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특히 밤 동안

에는 환자가 편하게 잠을 청하도록 주위환경을 조용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치료전략을 모든 의료진들과 보호

자, 간병인과 서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섬망의 예후

섬망은 입원기간의 장기화, 사망률의 증가, 요양병원으로

의 전원,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로 연결되는데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섬망이 비록 가역적이고 일시적인 

악화로 여겨질 수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증상이 오래 지

속되는 경우도 보고하고 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추

적관찰기간 동안 약 20% 정도만이 회복이 완전히 되었고, 
상당수가 1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치
매와 같이 기저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더욱 섬망 증

상의 정도가 악화되며 증상의 기간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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