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ARTICLE

pISSN: 1229-6538 eISSN: 2383-5699
Korean J Clin Geri 2014;15(1):1-8
http://dx.doi.org/10.15656/kjcg.2014.15.1.1

노인 혼돈과 섬망에 대한 임상적 접근
이동국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Clinical Approach to Confusion and Delirium in the Elderly
Dong-Kuck Lee
Department of Neur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Confusion and delirium are a common, life-threatening and potentially preventable clinical syndrome among persons who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These syndromes are the most common behavioral disorders seen in an acute medical or
surgical unit. Confusion can be regarded as a mild form of delirium and may give warn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more severe disorder. It causes an acute change of mental status, characterized by abnormal and fluctuating attention.
It affects between 10∼30% of medically ill patients, especially the elderly and often shortly after admission to hospital.
It causes prolonged admission,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and delayed discharge, often culminating in long-term
care. The etiologies of confusion and delirium are diverse and multifactorial and often reflect the patho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an acute medical illness, medical complication or drug intoxication. These syndromes can have a widely variable
presentation, and is often missed and underdiagnosed as a result. At present, the diagnosis of these syndromes are clinically
based and depends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ertain features. Management strategies are focused on the prevention
and sympto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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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 질환들이 의식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상세한 병력
청취 후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의식변화의 원인을 진단

급성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서 흔히 생기

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일에서 수주일 사이에 생긴 급성

는 증상인 혼돈(confusion)과 섬망(delirium)같은 의식변화

의식 변화인지 아니면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의 만성 의

는 가장 자주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하게 하는 주요 증상

식변화인지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 만약 혼돈이나 섬망

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에서 의식변화는 현재 건강 상태

없이 의식변화가 생기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병도 생

나 심각한 병의 유무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된

각해 봐야 한다.

다. 다양한 급성 또는 만성적인 내과, 신경과, 또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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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1-14)
2) 섬망

1. 정의

섬망은 안절부절 하면서 환각과 지남력 저하를 보이
는 상태로 보통 혼돈이 훨씬 더 심해진 상태라고 생각한

1) 혼돈

다. 섬망환자를 보면 곧 혼수상태로 나빠질 가능성을 염

의식에 혼탁이 생겨 자극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두에 두어야 한다. 보통 섬망은 급성으로 생기고 의식

반응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혼돈이라 한

및 인지 기능의 변동이 심하며 활동량은 많을 수도 있고

다. 혼돈상태의 환자는 지남력이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

적을 수도 있다. 내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중 10∼30%

하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조는 상태로 기억장애를

에서 섬망을 보이고 65세 이상으로 중환자실로 입원할

보인다. 그러나 혼돈은 언어장애(dysphasia), 건망증, 우울

정도이면 입원 후 15∼55%에서 섬망을 보이며 심지어는

증, 급성 정신병, 및 치매 등과는 감별해야 한다. 혼돈은

80%에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도 한다. 혼돈과 섬망은

특히 노인에서 독성 또는 대사성 이상이 있으면 잘 생긴

임상에서 흔한 증상이지만 특히 평소 각종 성인병을 많

다(Table 1).

이 가지고 있 노인에서는 자주 오진되거나 진단되지 못
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구나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급성 혼돈과 섬망은 치매 같은 만성 질

Table 1. Acute confusional states

Discriminating features
Inattention with reduced ability to focus, sustain, or shift
attention to external stimuli
Loss of coherence of thought or action
Dysfunction developed over a short period of time, generally
hours to days
Dysfunction fluctuates over the course of the days, and is often
worse at night
Consistent features
Altered level of consciousness, including lethargy or hyperalertness
Disorganized thinking, as indicated by rambling, irrelevant,
or incoherent speech
Disorientation to time and place
Memory impairment, with difficulty learning new material or
remembering past events
Impaired language function, particularly naming difficulty
(anomia) and writing impairment (agraphia)
Perceptual disturbances, including illusions and hallucinations
Disturbances of the sleep-wake cycle with daytime sleepiness
or insomnia
Affective disturbances and emotional lability
Impaired judgment and impulse control
Variable features
Onset may occur at any age
Dysarthria
Increased or decreased psychomotor activity
Tremor, asterixis, or myoclonus
Seizures
Ataxia
Autonomic disturbances
Focal or lateralizing neurologic signs
Abnormal cranial imaging
Abnormal CSF

환과 감별해야 한다(Table 2).
3) 치매
치매는 혼돈과 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
로 감별 진단해야 할 중요한 병이다. 치매는 혼돈과 섬
망과는 다르게 후천성 병으로 인지기능 중 많은 부분을
서서히 지속적으로 상실하여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Table 3).

2. 병리
혼돈과 섬망의 병태생리는 아직도 자세히는 모른다.
섬망환자의 뇌파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피질 서파가 보
이지만 이것은 기저 원인과는 연관성이 없다. 신경심리
검사 및 신경영상검사로 보아서는 고위 피질기능의 전
반적 저하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choline 부족, dopamine
과잉, 염증, 약물 독성, 신경원(neuron) 손상, 및 급성 또
는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 및 시상하부-뇌하수
체-부신 피질 축의 기능 항진 등도 섬망 발병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가지 보다는 다양한 기전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섬망이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Table 4).

3. 병력
급성 의식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혼돈과 섬망을 생각
해야 하며 특히 입원환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가족,
친척, 및 보호자를 통해 평소 의식 상태를 잘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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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agnostic criteria for delirium

The following criteria are derived from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Arlington, VA). All four criteria (A∼D) are required to confirm a diagnosis of delirium
General diagnostic criteria
(A) Disturbance of consciousness (that is, reduced clarity of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with reduced ability to focus, sustain,
or shift attention
(B) A change in cognition (such as memory deficit, disorientation, language disturbance) or the development of a perceptual disturbance
that is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 pre-existing, established, or evolving dementia
(C) The disturbance develop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usually hours to days) and tends to fluctuate during the course of the
day
For delirium due to general medical condition
(D) Evidence from the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or laboratory findings indicate that the disturbance is caused by the direct 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a general medical condition
For substance intoxication delirium
(D) Evidence from the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or laboratory findings indicate that of either (1) the symptoms in Criteria A
and B developed during substance intoxication, or (2) medication use is etiologically related to the disturbance
For substance withdrawal delirium
(D)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or laboratory findings indicate that the symptoms in Criteria A and B developed during, or shortly
after, a withdrawal syndrome
For delirium due to multiple etiologies
(D)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or laboratory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lirium has more than one etiology (for example, more
than one etiological general medical condition, a general medical condition plus substance intoxication or medication side effect)

Table 3. Differential diagnosis of delirium

Diagnosis
Feature

Delirium

Onset

Acute (hours to days)

Course

Fluctuating (both within a 24-hour
period and from day to day)
Clouded
Impaired
Difficulty maintaining and shifting
attention
Poor short-term memory

Consciousness
Orientation
Attention
Memory
Psychotic symptoms
Response to repeated
questions

Hallucinations and delusions common
Little or no change

Dementia
Insidious (generally more than
6 months)
Progressive decline

Depression
Variable
Diurnal variation in symptoms

Clear until end stage
Clear
Increasing impairment with duration Not impaired
Generally intact until late stages
May be impaired
Poor short-term memory

Memory intact (may have some
difficulty with registration)
Uncommon
Not common (mood congruent)
Patient will try again but is likely "Don't know," followed by corto provide incorrect response
rect answer

하며 또한 급성 의식변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urea), 호흡수 및 혈압 등의 변화를 보면 조기 대응이 가

다. 특히 시력장애, 감염, 외상 및 중독 같은 급성 상태,

능하다. 혼돈은 평소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가족, 친

기존에 인지장애가 있거나 탈수가 되면 혼돈이 잘 생긴

척, 보호자 및 간호사들이 미리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의

다. 또한 기존에 병이 많고 움직이지 못해 누워 지내고

사들은 이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든 급성

있는 노인에서 혼돈이 잘 생긴다. 특히 입원 중 신체를

의식변화에서는 조기 진단, 조기 예방 및 원인인자의 교

억제해 두거나 영양결핍이나 도뇨관을 하고 있거나 최

정이 중요하다. 혼돈은 수시간에서 수일사이에 급성으로

근 24시간 내에 3가지 이상의 새로운 약이 투약되었거

발병하며 하루 중에도 변동이 심하고 일부에서는 의식

나 전해질 이상, 저산소증, 및 진정(sedation) 상태에서 혼

이 명료한 잠복기가 있어 병이 회복되는 것으로 오인되

돈이 잘 생긴다. 폐렴이나 패혈증에서는 혼돈, 요소

기도 한다. 특히 밤에 집중과 각성상태가 크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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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ssibl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delirium

Mechanism
Altered neurotransmitters
Inflammatory
Physiological stress
Cellular signaling
Oxygen supply
Altered sleep-wake cycle
Genetic
Anatomical

Other mechanisms

Explanation
Relative dopamine excess and cholinergic deficit. Other neurotransmitters: serotonin, noradrenaline, GABA,
glutamate
Cytokine production, for example, interleukin-1, 6, and 8
Altered limbic-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Abnormal intraneural signal transduction. Altered neurotransmitter synthesis and release
Oxidative stress with decreased oxidative metabolism. Disturbs neurotransmitter balance resulting in cerebral
dysfunction. Reduced cerebral perfusion during periods of delirium
Altered melatonin secretion
Candidate genes include apolipoproteins, dopamine signaling
Acute infarction of the left (or bilateral) posterior artery territory, most specifically of the medial occipitotemporal gyri, leads to confusion and delirium (interruption of the inf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will
interrupt neural signals between the medial temporal lobe and visual areas, resulting in visually specific
memory deficits)
Alterations to the blood-brain barrier

Table 5. Risk factors for delirium

Table 6. Common causes of hypokinetic acute confusional
states

Potentially modifiable risk factors
Sensory impairment (hearing or vision)
Immobilization (cathrters or restraints)
Medications (for example, sedative hypnotics, narcotics, anticholinergic drugs, corticosteroids, polypharmacy, withdrawal
of alcohol or other drugs)
Acute neurological diseases (for example, acute stroke[usually
right parietal], intracranial hemorrhage, meningitis, encephalitis)
Intercurrent illness (for example, infections, iatrogenic complications, severe acute illness, anemia, dehydration, poor nutritional status, fracture or trauma, HIV infection)
Metabolic derangement
Surgery
Environment (for example, admission to an intensive care unit)
Pain
Emotional distress
Sustained sleep deprivation
Nonmodifiable risk factors
Dementia or cognitive impairment
Advancing age (＞65 years)
History of delirium, stroke, neurological disease, fails or gait
disorder
Multiple comorbidities
Male sex
Chronic renal or hepatic disease

7과 같다.

따라서 환자의 주의력, 집중력, 사고력, 의식수준, 지각

5. 진찰

A. Associated with medical and surgical illness
1. Metabolic disorders
2. Infections/fever/sepsis
3. Congestive heart failure
4. Postoperative
5. Hip fracture
B. Associated with drug intoxication
1. Alcohol
2. Opiates
3. Benzodiazepines
4. Barbiturates
5. Other sedative drugs
C. Associated with central nervous system disease
1. Structrual parenchymal lesions (stroke, tumor, abscess,
contusion)
2. Subdural hematoma
3. Meningitis
4. Encephalitis

4. 원인
혼돈과 섬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운동 감소 및 운동 증가 섬망의 흔한 원인들은 Table 6,

력(perception), 언어 구사력, 수면-각성 주기 변화, 정신-

진찰의 목적은 생체 징후를 포함한 전신 질환의 징후,

운동력, 지남력, 글씨쓰기, 또는 행동 변화 등을 잘 살펴

국소 신경 징후, 뇌압 상승 징후, 또는 두부 외상 등을

서 혼돈의 진단과 경과를 살펴야 한다. 혼돈과 섬망의

알아보는 것이다. 혼돈과 섬망 환자들을 진찰 하다 보면

위험인자는 Table 5와 같다.

진전, 자세고정 불능증(asterixis), 간대성 근경련(myocl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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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mon causes of hyperkinetic acute confusional
states

A. Associated with medical and surgical illness
1. Pneumonia
2. Sepsis
3. Postoperative
4. Thyrotoxicosis
B. Associated with drug intoxication
1. Alcohol
2. Scopolamine
3. Atropine
4. Other anticholinergic drugs
5. Cocaine
6. Amphetamine
7. Other adrenergic drugs
C. Associated with drug withdrawal
1. Alcohol (delirium tremens)
2. Barbiturates
3. Benzodiazepines
4. Other sedative drugs
D. Associated with central nervous system disease
1. Structrual parenchymal lesions (stroke, tumor, abscess,
contusion)
2. Subdural hematoma
3. Meningitis
4. Encephalitis, especially herpes simplex encephalitis

또는 불수의적 반사운동(jerk)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성이나 대사성 원인이 흔하다. 드물게는 무
도병, 언어 장애, 보행 실조, 긴장증(catatonia), 또는 헛손
질(carphologia) 등도 볼 수 있다. 혼돈이나 섬망에서는 자
율신경계 장애로 인해 탈수, 전해질 이상, 또는 부정맥
등도 생긴다(Table 8).

6. 검사실 소견

Table 8. Stepwise evaluation of a patient with delirium

Initial evaluation
History with special attention to medications (Including
over-the-counter and herbals)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and neurologic examination
Complete blood count
Electrolyte panel including calcium, magnesium, phosphorus
Liver function tests, including albumin
Renal function tests
First-tier further evaluation guided by Initial evaluation
Systemic infection screen
Urinalysis and culture
Chest radiograph
Blood cultures
Electrocardiogram
Arterial blood gas
Serum and/or urine toxicology screen (perform earlier in young
persons)
Brain imaging with MRI with diffusion and gadolinium
(preferred or CT
Suspected CNS infection: lumbar puncture after brain imaging
Suspected seizure-related etiology: EEG, high suspicion,
should be performed immediately)
Second-tier further evaluation
Vitamin levels: B12 folate thiamine
Endocrinologic laboratories: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an free T4; cortisol
Serum ammonia
Sedimentation rate
Autoimmune serologies: antinuclear antibodies (ANA), complement levels; p-ANCA, c-ANCA
Infectious serologies: rapid plasmin reagin (RPR); fungal and
vira serologies if high suspicion; HIV antibody
Lumbar puncture (If not already performed)
Brain MRI with and without gadolinium (if not already performed)

체 지표는 없다(Table 8).

대부분의 검사는 혼돈과 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혈액 검사와 생화학

7. 감별진단

검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혈당, 전해질, 요산, 크레아티

혼돈과 섬망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들은 서로 연계되

닌, 간 기능, 암모니아, 갑상선 기능, 및 동맥혈 가스 분

어 있으므로 한 가지 원인이 밝혀졌다고 다른 원인들은

석 등이 중요하다.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및 심전

완전히 배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에서 가장 흔한

도검사도 필수적이다. 그 외에도 염증 소견이 있는지 또

원인은 대사 장애, 약물 부작용, 감염, 또는 뇌졸중 등이

는 기타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만

고 젊은 군에서는 약물 과용 및 술 금단 등이 흔한 원인

약 국소 신경증상이 보이면 뇌영상검사, 뇌파검사, 또는

이다.

뇌척수액검사 등도 필요하다. 만약 섬망환자가 뇌파검사
를 하여 정상으로 나오면 만성 치매나 정신과적 질환을

1) 대사장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직까지 뇌척수액이

대사 장애는 혼돈과 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빠른

나 혈청으로 섬망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특수한 생

시간 내에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저혈당, 고혈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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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증, 수분 결핍, 및 전해질 이상 등은 빠른 시간 내에

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면 부족, 억제, 익숙하지 않는 환

확인 후 교정해야 한다.

경, 및 통증 등도 혼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약물
특히 젊은 환자에서는 사회적으로 남용되는 약물의

7) 심부전 또는 기타 주요 장기 부전, 독소 유무 또는
티아민 부족 등을 확인 한다.

중독과 금단이 혼돈을 잘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다. 보통
알코올 금단 후 72∼90시간 지나야 진전 섬망(delirium

8) 기타 드문 원인

tremens)이 생긴다. 특히 노인에서는 항콜린성 약, benzo-

고혈압성 뇌병증, 대뇌 혈관염, 또는 베체트 증후군

diazepine, 마약성 진통제, 및 항파킨슨 약 등이 혼돈을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잘 일으킨다. prednisolone 45 mg/일 이상을 쓰면 정신 변

편두통은 대부분 혼돈이나 섬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화 가능성이 높고 모든 경막내 투약(intrathecal) 치료는
혼돈과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8. 예방 및 치료
혼돈과 섬망을 일으키는 환자의 30∼40%는 미리 잘

3) 감염

관리하면 예방가능하다. 치료전략으로는 비약물 및 약물

요로감염, 상기도 감염, 패혈증, 뇌염, 또는 수막염 등

치료 전략이 있다. 비약물 치료 전략으로 위험인자를 사

에서는 혼돈과 섬망이 흔히 생길 수 있다. 또한 AIDS나

전에 확인하고 교정해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

세포독성제 치료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이

육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항상 환자 가까이에 근무하는

런 증상이 흔하다.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혼돈이 생기면 원인을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 우선 수액과 전해질 균형, 영

4) 뇌졸중

양상태, 및 감염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동시에 혼돈과

어떤 뇌졸중에서도 혼돈이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4∼

섬망을 유발 가능한 약물도 점검하여 중단하거나 용량

48시간 지나면 회복된다. 그러나 비우성반구, 후대뇌동

을 줄인다. 그리고 입원 환경을 편하게 해주고 억제를

맥, 시상, 또는 후두정부 피질 이상이나 전대뇌동맥 지

줄이면서 낯선 의료진의 출입도 줄인다. 또한 섬망을 줄

주막하 출혈 등에서는 심한 혼돈이나 섬망이 생길 수 있

이기 위해선 입원실에 적절한 조명을 해주고 영양 상태

다. 특히 노인에서는 경막하 혈종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

를 점검하며 탈수와 변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산소포화

야 한다.

도를 점검하며 감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증을 조절해
주면서 약물을 점검하고 잘 잘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감

5) 뇌전증

각장애를 점검한다. 한편 약물치료 전략으로는 만약 너

뇌전증 환자중 특히 소발작 중첩, 복합 부분 발작 중

무 설치면 haloperidol이나 risperidone, olanzapine, 또는

첩, 또는 주기적 편측성 간질형 방전, 복합 부분 또는 전

quetiapine 같은 비정형 정신병약으로 진정시킨다. 진전

신 긴장간대 발작 후, 발작 전조 상태, 또는 항경련제 과

섬망에서는 chlordiazepoxide가 도움이 된다. 그러나 파킨

용 등에서는 혼돈과 섬망이 잘 생긴다.

슨병이나 루이체 치매같이 추제외 증상이 있는 경우에
는 benzodiazepine을 처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Table 9).

6) 수술후 원인
수술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섬망이 생길 수 있다. 특

9. 예후

히 노인에서 전신적인 신경장애가 있거나 평소 술을 많

혼돈과 섬망 상태에 있던 환자의 회복여부는 다양하

이 마시거나 신체를 과하게 억제해 둔 경우에 섬망이 잘

다. 보통 원인이 잘 치료 되면 수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

생긴다. 물론 마취제, 진통제, 또는 항콜린제의 효과도

지만 노인에서는 비교적 회복이 늦다. 섬망이 있으면 회

생각할 수 있고 수술 후 저산소증, 저혈압, 또는 전해질

복이 늦고 사망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활동성보다

장애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개심술 또는 큰 골절

비활동성 섬망에서 예후가 더 나쁘다. 특히 섬망상태에

이 있을 때 섬망이 잘 생기며 이때는 지방 색전이 기전

서는 흡인성 폐렴, 압박 궤양, 폐 색전증, 또는 음식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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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harmacologic treatment of delirium

Agent and class

Dose

Haloperidol (antipsychotic)

Risperidone (atypical antipsychotic)

Olanzapine (atypical antipsychotic)
Quetiaoine (atypical antipsychotic)
Lotazepam (Benzodiazepine)

Trazodone (antidepressant)

Adverse effects

Comments

0.5∼1.0 mg twice daily orally, with additional doses
every 4 hrs as needed (peak
effect, 4∼6 hr) 0.5∼1.0 mg
intramuscularly; observe after 30∼60 min and repeat
if needed (peak effect, 20∼
40 min)
0.5 mg twice daily

Extrapyramidal symptoms, especially if dose is ＞3 mg
per day, prolonged corrected
QT interval on electrocardiogram. Avoid in patients with
withdrawal syndrome, hepatic insufficiency,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Extrapyramidal effects equivalent to or slightly less than
those with haloperidol. Prolonged corrected QT interval
on electrocardiogram

2.5∼5.0 mg once or twice
daily, orally or sublingually,
to maximum 20 mg
12.5∼25 mg bd po, increased
daily if needed, to 100 mg
or greater
0.25∼1.0 mg po/iv every 4 hrs
prn

Same as risperidone

Same as risperidone

Same as risperidone, hypotension is
often problematic

Paradoxical excitation, respiratory depression, oversedation

Second-line agent, associated with
prolongation and worsening of
delirium symptoms demonstrated
in clinical trial, reserve for use in
patients undergoing sedative and
alcohol withdrawal, those with
Parkinson's disease, and those
with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25∼150 mg orally at bedtime

Sedation is the main side effect

Tested only in uncontrolled studies

Usually agent of choice, relatively
non-sedating, with few hemodynamic effects. Effectiveness demonstrated i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void intravenous
use because of short duration of
action
Tested only in small uncontrolled
studies, associated with acute cardiovascular events with chronic
use.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rate among older patients with dementia
Same as risperidone

취 감소 등의 문제가 증가한다. 과거에는 섬망을 급성이

합병증, 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

고 중증이지만 회복 가능한 상태로만 보았지만 일부에

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

서는 원인이 교정되어도 기능 및 인지 장애가 남는 경우

고 있는 노인 환자나 다양한 병으로 장기 입원중인 노인

가 있다.

환자의 경우에는 혼돈과 섬망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돈과 섬망 같은 급성 증상

결

론

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평소 주의 깊게
진찰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까지 혼돈과 치매는 특별한

의식상태의 변화는 급성 병을 가진 노인에서 가장 흔

검사실 소견이 없으므로 임상적으로 특징적인 증상을

히 볼 수 있는 증상중의 하나로 노인에서 응급진료를 필

근거로 진단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는 이런 증상의 사전

요로 하는 경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혼돈과

예방과 발병원인을 교정하면서 증상 치료하는 것이다.

섬망은 내외과적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정확한 진단이 되기 전까지는 응급상태

REFERENCES

로 생각하고 처치해야 한다. 임상적으로는 급성 주의력
결핍과 인지기능장애 및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
이다. 발병원인은 아주 다양하며 급성 병 발병 및 악화,

1. Lipowski ZJ. Transient cognitive disorders (Delirium, Acute
confusional states) in the elderly. Am J Psychiatry 1983;140:

8 Korean J Clin Geri 2014;15(1):1-8

1426-36.
2. Inouye SK. Delirium in older persons. N Engl J Med
2006;354:1157-65.
3. Jeffs K, Darzins P. Delirium. In: Schapira AHV. Neurology
and clinical neuroscience. 1th ed. Philadelphia: Mosby
Elsevier 2007:141-53.
4. Fong TG, Tulebaev SR, Inouye SK. Delirium in elderly
adults: diagnosis, prevention and treatment. Nat Rev Neurol
2009;5(4):210-20.
5. Lanska DJ. Acute confusional states. In: Corey-Bloom J,
David RB. Clinical adult neurology. 3rd ed. New York:
Demosmedical, 2009:185-200.
6. Ropper AH, Samuels MA. Delirium and other acute confusional states. Adams and Victor's Principles of Neurology. 9th
ed. New York: McGraw Hill, 2009:398-409.
7. Witlox J, Eurelings LSM, de Jonghe JFM, Kalisvaart KJ,
Eikelenboom P, van Gool WA. Delirium in elderly patients
and the risk of postdischarge mortality institutionalization,

and dementia. JAMA 2010;304(4):443-51.
8. Wong CL, Holroyd-Ledue J, Simel DL, Straus SE. Does this
patient have delirium?. JAMA 2010;304(7):779-86.
9. Algahtani HA, Abdu AP. Delirium. Neurosciences 2012;
17(3):205-12.
10. Andrew Josephson S, Miller BL. Confusion and delirium. In:
Longo DL, Fauci AS, Kasper DL, Longo DL, Hauser SL,
Larry Jameson J, Loscalzo J.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th ed. New York: McGraw Hill, 2012:196-201.
11. Inouye SK. Delirium or acute mental status change in the
older patient. In: Goldman L, Schafer AI. Goldman's Cecil
medicine. 24rd ed. New York: Saunders Elsevier, 2012:
117-21.
12. Tahir TA. Delirium. Medicine 2012;40(12):658-61.
13. Bates D, Bates C. Confusion and delirium. Medicine 2013;
41(3):151-4.
14. Choi JG. Delirium in the intensive care unit. Korean J
Anesthesiol 2013;65(3):195-202.

▪ 국문요약 ▪
혼돈과 섬망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예방이 가능한 증후군이다. 혼돈과
섬망은 내외과 급성 병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장애이다. 혼돈은 섬망의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 지지만 두
증상 모두 병이 더 심한 상태로 진행하는 경고증상으로 생각된다. 혼돈이나 섬망은 정신상태의 급성 변화로서 주의력
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증상은 환자의 10∼30%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서 입원 직후
흔히 나타난다. 그 결과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사망률과 유병률이 증가하며 퇴원이 늦어지고 장기 간호가 필요한 경
우가 많다. 혼돈과 섬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며 급성 질환, 합병증, 또는 약물 중독 등의 결과로 잘 생긴다. 그러나
이런 증후군은 증상이나 징후가 다양하므로 자칫 놓치기가 쉽다. 현재까지 임상 증상을 보고 진단하며 치료는 사전
예방과 증상 치료이다.

중심단어: 혼돈, 섬망, 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