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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응급중환자실은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중환자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질병 중증도가 높고, 의식소실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필요로 하며, 응급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 시 감염관리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응급중환자실의 VAP 및 예방중재 수행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응급중환자실에서의 VAP 발생 현황과 예방중재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중재의 수행 정도와 VAP 발생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의 수행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지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서울의 일개 3차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 재원 환자 중 만 18세 이상 성인이며, 3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팀의 응급중환자실 VAP 감염감시 

및 예방중재 수행 모니터링 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VAP 발생률과 예방중재 

수행률,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 자료를 2021년 3월에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VAP 예방중재는 (1) 매일 자발호흡시도, (2) 30º 이상 상체 거상, (3) 

Continuous Aspiration Subglottic Secretion(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4)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0 이상 유지, (5) 1일 3회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6)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예방중재 

총 여섯 가지로, 감염관리팀 간호사가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오후 4시-6시) 직접 

관찰 방법 및 전자의무기록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통해 중재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일수당 VAP 발생 건수로, VAP 

예방중재 수행률은 해당 중재가 수행된 인공호흡기 사용일수의 백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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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고, 중재 수행이 금기인 경우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VAP 

예방중재 수행률, 대상자, 치료 관련 요인이 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명목변수는 Chi-

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연속변수는 Student’s t-test 또는 

Mann-Whitney test를 시행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중재별 수행률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유의수준 p-value<0.05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는 총 131명이었으며,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일수당 7.46건이었다. 연구 기간 동안 VAP 예방중재 별 수행률은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0 이상 유지’ 98.2%, ‘1일 3회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93.2%, ‘DVT 예방중재’ 79.8%, ‘매일 자발호흡시도’ 48.8%,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35.4%, ‘30º 이상 상체 거상’이 16.0% 이었다. 

VAP 예방중재 수행률과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결과, VAP 예방중재 중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1일 3회 구강간호’ 수행률이 VAP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6), 대상자 관련 요인 중에서는 전원(p=0.037), 

입실 시 패혈증 진단명(p=0.015), 혈액 및 고형 종양 기저질환(p=0.038)이 치료 

관련 요인 중에서는 인공호흡기 사용기간(p<0.001), 재삽관 시행(p=0.003), 흡인 

경험(p=0.003)이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과 함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VAP 발생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매일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이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aOR=0.943, 

p=0.007).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에서는 입실 시 패혈증 (aOR=26.642, 

p=0.007), 재삽관 시행(aOR =16.015, p=0.023), 흡인 경험(aOR =13.450, 

p=0.009)이 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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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편임에 비해, 예방중재 중 30º 

이상 상체 거상과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수행률이 낮으므로, 해당 

중재 수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재 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적절한 

중환자실 환경을 제공하며, 의료진들에게 VAP 예방중재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관리 활동이 잘 이루어져 낮은 발생률을 보이는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감염관리중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VAP 예방중재 중 매일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이 증가할수록 

VAP 발생 가능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과 VAP 예방중재 수행 실태 결과를 활용하여 

응급중환자실에서의 VAP 예방중재 수행에 대한 감염관리지침의 근거와 

응급중환자실 특성에 맞는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응급중환자실, 예방중재 수행률 

학   번 : 2017-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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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환기는 호흡부전 환자들의 생명 소생과 연장을 위한 

중요한 치료 보조 수단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약 80%가 인공호흡기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06). 그러나 기관 내관 자체가 상기도 

방어 기전을 손상시키고 병원체 침입의 경로가 되며, 상기도 및 위장관에 집락된 

균이 폐로 흡인되어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이하 VAP)은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적어도 48시간 이후 발생하는 하부 호흡기 감염으로, 

중환자실의 주요 의료관련감염 중 하나이다(질병관리본부, 2017).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약 5-15%에서 VAP가 발생하며(Klompas et al., 2014),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폐렴 발생 위험이 6-21배 

높다(Tablan et al., 2014). 

VAP는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과 의료기관의 재원 기간을 증가시키고 

의료비의 상승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Bercault & Boulain, 2001; Leroy et al., 

2001; Lim et al., 2015; Sheng et al., 2005), 항생제 사용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Hayashi et al., 2013; Klompas et al., 2014). VAP로 인한 사망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로 추정되며(Bekaert et al., 2011; Klompas et 

al., 2014; Melsen et al., 2011; Nguile-Makao et al., 2010),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 중 VAP 환자의 사망률이 VAP가 아닌 환자의 사망률보다 2-2.5배 

높다(Fagon et al., 1993). 또한, VAP는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4-19일 

연장시키고(Restrepo et al., 2010), 약 $40,000 - $57,000의 추가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며(IHI, 2012), VAP 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의 증가는 향후 항생제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인다(박승용 & 이흥범, 2014). VAP는 중환자실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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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과 항생제의 사용을 

증가시키므로 의료기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주요 전략은 인공호흡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구강 인두 및 위장관 균 집락화를 감소시키며, 흡인 예방 및 호흡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질병관리본부, 2017). VAP 예방중재에는 인공호흡기 

사용의 최소화, 매일 진정제 중단 및 자발적 각성 확인, 매일 자발호흡시도,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을 이용한 구강간호, 30º 이상 상체 거상, 성문 하부에 

축적된 기도 분비물의 지속적인 흡인(Continuous Aspiration of Subglottic 

Secretions, CASS)이 가능한 기관 내관의 사용, 기관 내관 커프(cuff)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예방중재, 

소화성 및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중재, 손위생, 인공호흡기 회로의 청결한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질병관리본부, 2017; ATS & IDSA, 2005; IHI, 2012; Klompas et 

al., 2014) 

최근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접근법으로, 환자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 중심의 핵심 중재들을 묶음(Bundle)으로 함께 수행하는 “Care bundle”의 

개념이 도입되어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에 적용되고 있다(Rello et al., 2010). 

어떤 중재들을 묶음(Bundle)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으며(Klompas et al., 2014), 각 의료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VAP 예방에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한 중재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감염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중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일부 중재들은 함께 수행되었을 때 

서로 상승효과가 있어 VAP 예방 감염관리지침으로 권고되고 있다(Klompas et al., 

2014).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VAP 예방중재들을 함께 적용하였을 때 VAP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Al-Thaqafy et al., 2014; Blamoun et al., 2009; Eo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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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im et al., 2015; Righi et al., 2014; Samra et al., 2017), VAP 예방중재의 

실제 수행 여부는 VAP 예방중재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VAP 

예방중재의 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VAP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Al-

Thaqafy et al., 2014; IHI, 2012; Samra et al., 2017). 

응급중환자실(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EICU)은 응급실과 응급 전용 

입원실 재원환자 중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로 심폐소생술 이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외상 및 화상,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들이 입원하며, 많은 환자들이 의식 소실과 급성 호흡 부전 및 폐 손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필요로 한다.  

국외 응급중환자실의 VAP 관련 연구에 따르면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48.8건으로 매우 높았으며(Azzab et al., 2016), Othman, 

Gamil, Elgazzar, Fouad(2017)의 연구에서는 100명의 응급중환자실 대상자 중 

22명(22%)에게서 VAP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국내의 응급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VAP 관련 자료와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렇듯 응급중환자실은 VAP 발생에 취약한 곳으로, VAP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감염관리중재의 철저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응급중환자실의 VAP 및 예방중재 수행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과 실제 VAP 예방중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중환자실에서의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가 VAP 

발생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응급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의 수행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지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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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과 예방중재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중환자실에서의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가 VAP 발생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응급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의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을 확인한다. 

2)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확인한다.  

3) 응급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 수행률, 대상자 관련 요인,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여부의 차이를 확인한다. 

4) 응급중환자실에서 대상자 관련 요인, 치료 관련 요인과 함께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가 VAP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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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용어 정의 

1) 응급중환자실(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EICU)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의거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유지, 운영되어야 하는 응급 전용 

중환자실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94).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응급중환자실 입원 기준은 응급실을 경유한 중증응급환자이며,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 전용 입원실에 입실 후 입원 24시간 이내 응급 전용 

중환자실로 이동한 경우에도 응급실을 경유한 것으로 

인정한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20). 

 

2)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인공호흡기 적용 시작일을 1일로 하여 인공호흡기를 2일 넘게 적용한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렴이다(NHSN, 2019). 폐렴은 미국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인 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NHSN)의 

의료관련감염 진단기준에 따라 임상적 폐렴, 세균 또는 진균(사상균)이 

원인균인 특정 검사소견으로 정의한 폐렴, 명백한 검사 소견이 있는 바이러스, 

레지오넬라, 기타 세균성 폐렴, 면역저하환자에서의 폐렴을 의미한다(NHSN, 

2019). 인공호흡기는 기관 절개관(Tracheostomy tube)이나 기관 

내관(Endotracheal tube)을 통하여 호흡을 보조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이며 비침습적인 방법(nasal prong, nasal mask, full face mask 등)을 통한 

양압 환기는 인공호흡기로 간주하지 않는다(NHS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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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 건수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 건수를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이다(NHSN, 2019). 

VAP 발생률 =  
VAP 발생 건수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X 1,000 

 

4)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본 연구에서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는 국내 질병관리본부 및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IHI)의 감염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017; AHRQ, 

2017; IHI, 2012)을 기초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음의 여섯 가지 중재를 의미한다. 

(1)  매일 자발호흡시도(Spontaneous Breathing Trial, SBT) 

- 인공호흡기 통한 환기 보조 없이 기관 내관에 연결한 T-piece를 통해 

보조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자발호흡시도 

- 이전과 동일한 호기말양압(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을 

적용한 지속적 양압 환기(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로 

자발호흡시도 

- 낮은 수준의 보조 압력(5-8cmH2O)을 적용하여 자발호흡시도 

(2) 30º 이상 상체 거상 

(3) 성문 하부 분비물의 지속적인 흡인(Continuous Aspiration of Subglottic 

Secretions, CASS)이 가능한 기관 내관의 사용 

(4)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0 이상 유지 

(5) 1일 3회 0.12%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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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예방중재 

-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 목적으로 항혈전제 투여(Enoxaparin, Dalteparin, 

Wafarin, Rivaroxaban, Betrixaban 등) 

- 항색전 스타킹(Antiembolic stocking) 적용 

- 간헐적 공기 압박 장치(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IPC) 적용 

 

5)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수행률 

본 연구에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수행률은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가 수행된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값이다(Beattie et al., 2012; Klompas et al., 2016).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수행률은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각 

항목별 수행률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묶음 수행률을 포함하며,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묶음의 수행 여부는 여섯 가지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가 모두 수행되었을 때 수행한 것으로 정의한다. 해당 

중재가 금기인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1) VAP 예방중재 각 항목별 수행률 

=
VAP 예방중재 각 항목이 수행된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X 100(%) 

(2) VAP 예방중재 묶음 수행률 

=
여섯 가지 VAP 예방중재가 모두 수행된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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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응급중환자실과 환자 특성 

복잡한 질병 양상과 중환자실 병상 및 중환자 전담 의료 인력의 부족은 중환자

실의 환자 수용능력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장기

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Gunnerson et al., 2019). 그

러나 여러 연구에서 응급실 체류 시간의 증가는 중환자실 수준의 집중 치료가 필요

한 환자들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Bhat et al., 

2014; Carr et al., 2007; Cha et al., 2015; Chalfin et al., 2007; Gunnerson et al., 

2019; Hung et al., 2014; Rincon et al., 2010; Singer et al., 2011), 이에 중환자실 

외부에서도 기존의 중환자실에서 제공하는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실 전

용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전략이 대두되었다(Gunnerson et al., 2019).  

국내에서는 1990년대 백화점 붕괴, 지하철 가스 폭발 등 각종 대형 사고가 발

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응급의료 수행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4년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2년 개정된 법률에서 응급 전용 중환자실(이하 응

급중환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하여 적절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94). 현재 한국을 포함

한 미국, 브라질, 이집트, 이탈리아, 터키, 인도,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

서 응급실 내 중환자실이 혼합되거나, 응급실 외 독립적인 중환자실의 형태로 응급

중환자실이 운영되고 있다(McDowald et al., 2017; Tseng et al., 2015). 

응급중환자실은 응급실 또는 응급 전용 입원실 환자 중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하

는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하는 곳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20). 중증응급환자는 한

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의 1-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부록 1), 주요 증상은 급성 의식장애, 두부 손상 등의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쇼크와 같은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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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응급증상,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간부전, 신부전과 같은 대사장애, 화상, 다

발성 외상, 혈관손상 등과 같은 외과적 응급증상, 각종 출혈, 화학물질로 인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등의 안과적 응급증상,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소아 

경련성 장애와 같은 소아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증상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5; 중

앙응급의료센터, 2020). 

이러한 응급증상을 보이는 응급중환자실 환자들은 여러 VAP 발생 관련 요인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VAP 발생 관련 요인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으나, 크게 대상자 관련 요인과 치료 관련 요인으로 분류된다(ATS & IDSA, 2005). 

대상자 관련 요인에는 남성, 고령, 응급 수술, 신경계 및 심폐기계 수술, 만성 폐질

환과 같은 중증 기저질환, 면역 저하, 화상, 반복적인 시술, 급성 신부전 및 호흡 

기능 부전, 체외막산소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대동맥내 보조장치 사용, 궤양성 질환, 중추 신경계 이상, 영양 실조 등이 있으며, 

치료 관련 요인으로는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의 사용, 재삽관, 경장영양, 항생제 

치료, 성문하 흡인의 누락, 의료기관 내 환자 이동, 지속적인 진정제 및 신경근 차

단제의 투약, 기관 절개관, 빈번한 인공호흡기 회로 교환,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미만, 수혈 등이 있다(Lawrence & Fulbrook, 2011; Timsit et al., 

2017). 응급중환자실 환자 및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러 

VAP 발생 관련 요인 중에서도 의식수준 저하, 높은 질병 중증도,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재삽관, 기관 절개관 및 폐 좌상이 VAP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보

고하였다(박빛나 & 김은주, 2018; Croce et al., 2013; Ertugrul et al., 2006; 

Othman et al., 2017). 

응급중환자실에는 화상 및 외상 환자는 물론 급성 호흡부전과 의식변화, 박동 

이상과 같이 생사를 위협하는 중증의 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입원하며, 대부

분 다른 중환자실 환자들보다 질병 중증도가 높고,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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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과적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Jeong et al., 2019; Tseng et al., 2015).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의 장기간 

사용은 불가피하며,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 시 재삽관의 가능성이 

높고 기관 내 삽관을 비롯한 여러 침습적 처치가 무균술을 제대로 준수하여 시행되

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오염된 의료기관 환경 및 의료인의 손을 통해 균이 전파되

어 폐렴 발생의 위험이 높다(문형준 등, 2011). 응급증상의 원인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 이동이 잦을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는 응급증상에 대

한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ECMO, 대동맥내 보조장치 등의 생명보조요법의 적

용과 응급 수술 및 각종 시술을 필요로 한다(Jeong et al., 2019; Leibner et al., 

2019). 이와 같이 응급중환자실 환자들은 많은 VAP 발생 관련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VAP 발생에 취약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감염관리중재의 수

행이 필요하다. 

 

2. 응급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 

응급중환자실의 VAP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 국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의 일개 병원 응급중환자실의 VAP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외상 및 수술 후 

관리를 위하여 외상 전문 중환자실로부터 입원한 응급중환자실의 100명의 환자들 

중 22명에게서 VAP가 발생하였으며(Othman et al., 2017),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48.8건으로 매우 높게 보고되었다(Azzab et al., 2016). 또한 터키의 외과계 

응급중환자실에서 시행한 VAP 관련 연구에서도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28.7건으로 매우 높았다(Ertugrul et al., 2006). 그러나 

응급중환자실의 VAP 관련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 장소가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연구들의 VAP 발생률을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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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실 이외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시행한 VAP 관련 연구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 미국 NHSN의 의료관련감염 감시결과에 따르면 전국 

53개주 2,692개의 급성기 치료병원 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0.2-4.4건이었으며, 화상 전문 중환자실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4.4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상 전문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순서로 높았다(Dudeck et al., 2013).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43개국 263개 병원 503개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International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Consortium(INICC)의 보고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4.7건이었으며, 외상 전문 중환자실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29.6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계 중환자실, 

신경외과계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순이었다(Rosenthal et al., 2014).  

국내 KONIS 보고에 따르면, 전국 약 300개의 중환자실에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02건이었으며, 

외과계 중환자실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59건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외과계 중환자실이 1.33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2018;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2019). 

VAP 발생률은 중환자실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대부분 화상 및 외상 전문 

중환자실, 신경계와 신경외과계 중환자실이 다른 중환자실보다 VAP 발생률이 

높았다. 미국 47개의 Level 1, 2 화상센터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7.2건이었으며(Michetti et al., 2012), 6개 level 1 

외상 센터의 외상 전문 중환자실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630명의 환자 중 

36%에게서 VAP가 발생하였다(Croce et al., 2013). 신경계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8.4건으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과 유치도뇨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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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감염보다 발생률이 높았다(Abulhasan et al., 2018). 국내에서는 폐좌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종현 등(2010)의 연구에서 총 92명의 폐좌상 환자 중 

46명(50%)에게서 VAP가 발생하였으며, 중증외상환자의 VAP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박빛나와 김은주(2018)의 연구에서는 중증외상환자의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3.17건이었으나, 2019년 KONIS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08건이었다. 

화상 및 외상, 뇌혈관 질환 및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응급중환자실의 

주요 환자군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응급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응급중환자실의 주요 

환자군이 입원하는 다른 중환자실도 VAP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의 효과 

2014년 미국의료역학회(The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SHEA)와 미국감염병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에서 발표한 감염관리지침에 따르면 VAP 예방을 위하여 임상적으로 가능한 

환자군에서 기관 내 삽관 대신 비침습적 양압 환기 사용, 진정제 사용 최소화, 

금기가 아니라면 매일 진정제 중단 및 자발적 각성 확인, 매일 자발호흡시도 및 

기관 발관 가능성 평가, 조기 이상 격려, 48시간 또는 72시간 이상 기계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에게 CASS 기능이 포함된 기관 내관의 사용, 30º 

이상 상체 거상, 육안으로 보이는 오염이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호흡기 회로 교환 중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Klompas et al., 2014). 

국내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에서는 VAP 예방을 

위하여 위에 언급한 중재와 함께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강 대신 구강 삽관 경로 

선택, 커프가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및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스트레스성 위궤양 예방중재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DC) 및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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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의 지침에서 또한 권고하고 있다(ATS & INDA, 2005; Tablan et al., 2014). 

이 외에도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손소독제를 이용한 적절한 

손위생(Tablan et al., 2014)과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가 VAP 예방을 위한 

중재로 권고된다.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와 VAP와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중재를 적용하였을 때 VAP 발생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어 

왔으며(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IHI, 2012),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VAP 예방중재로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IHI)에서는 30º 

이상 상체 거상,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매일 진정제 

중단 및 기관 발관 가능성 사정을 VAP 예방을 위한 핵심 중재 묶음(bundle)으로 

정하고(IHI, 2012) 61개 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료가 수

집된 35개의 중환자실에서 VAP 발생률이 평균 44.5% 감소하였다(Resar et al., 

2005). 이 후 여러 연구에서 각 의료기관의 특성, 대상자,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하

여 몇 가지 핵심 VAP 예방중재를 정하고 함께 적용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

였다.  

대만의 일개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손위생, 30º 이

상 상체 거상, 체위 변경 전 흡인,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인공호흡기 회

로 관리, 매일 진정제 중단 및 기관 발관 가능성 사정,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인공호흡기 사용 필요성 사정을 포함한 VAP 예방중재를 시

행하였을 때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3.3건에서 1.4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도 1,148.5일에서 956.1일로 감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Lim et al., 2015). 이집트의 내외과 통합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는 30º 이상 상체 거상,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클로르

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매일 진정 중단 및 인공호흡기 중단 사정 중재를 수행

한 경우, 중재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VAP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14 

하였으며 중환자실 재원일수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Samra et al., 2017). 스코

틀랜드의 일개 병원 내외과 통합 중환자실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상체 거상, 클로

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진정중단, 인공호흡기 중단 사정 중재 시행 전, 후 

VAP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중재 전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32건에서 중

재 후 12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Morris et al., 2011). Al-

Thaqafy 등(2014)의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사우디 아라

비아의 3차병원 중환자실에서 30º 이상 상체 거상, 매일 진정제 중단 및 기관 발관 

가능성 사정,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를 시행하였으며, 

VAP 발생률이 2010년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3.6건에서 2013년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0건으로 감소하였고, 인공호흡기 사용비도 2010년 0.73

에서 2013년 0.59로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도 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몇몇 

연구가 있다. Eom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6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상체 거상,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클로르헥시딘을 이

용한 구강간호, 지속적 성문하 흡인 중재 전, 후를 비교하였을 때,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4.08건에서 1.16건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일개 의료기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30º 이상 상체 거상, 

적절한 기관 내관 커프 압력 유지, 성문 하부 흡인,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소

화성 궤양 예방중재,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중재를 시행한 결과, VAP 발

생률은 중재 전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40에서 중재 후 0.45건으로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짧은 연구 기간과 적은 대상자 

수로 인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발생률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유송이 등, 2018). 연구 마다 수행한 VAP 예방중재는 동일하지 않았지만 대부

분의 연구에서 VAP 예방중재를 시행하였을 때 VAP 발생률 및 인공호흡기 사용비, 

중환자실 재원일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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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나, 응

급중환자실과 비슷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

년부터 2년동안 미국 일개 병원 외상 전문 중환자실과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30º 이상 상체 거상, 매일 진정 중단, 매일 기관 발관 가능성 사정, 위

궤양 예방중재 및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0.2 건에서 3.4건으로 감소하였으며(Bird et al., 

2010),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집트 일개 병원의 내, 외과 및 외상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30º 이상 상체 거상, 매일 

진정 중단 및 기관 발관 가능성 사정,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

방중재,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중재를 수행한 결과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6.2건에서 5.6건으로 감소하였고, 사망률도 23.4%

에서 19.1%로, 중환자실 재원일수도 9.7일에서 6.5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zab et al., 2013). Triamvist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3

년 2월까지 태국의 신경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30º 이상 상체 거상, 손위생, 클로

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0 이상 유지, 경장영양 

제공 시 위잔량 및 비위관 위치 확인, 단순 알고리즘에 따른 인공호흡기 이탈 중재

를 신경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

흡기 사용 일수당 39.55건에서 13.30 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중환자실 재원일수, 치료비용, 총 의료비용의 감소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연구 마다 수행한 예방중재는 다양하였지만 중환자실

에서 VAP 예방중재의 수행이 VAP 발생률을 포함한 사망률, 의료기관 재원일수 

등 다양한 환자 예후 결과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

급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나, 응급중환

자실과 유사한 환자군이 입원하는 외상 전문 중환자실, 신경외과계 중환자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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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VAP 예방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VAP 발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응급중환자실은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생명이나 사지가 위협이 

되는 응급 상태로 입원하므로, 중증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특성과 응급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응급중환자실에서의 VAP 예방

중재의 수행과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료기관에서는 국내, 외 감염관리지침을 기반으로 매일 자발호흡시도, 

30º 이상 상체 거상,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총 여섯 가지 VAP 예방중재를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매일 자발호흡시도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에게 자발호흡 능력을 사정하는 

것으로,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환기 보조 없이 기관 내관에 연결한 T-piece를 

통해 보조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 이전과 동일한 호기말 양압을 적용한 

지속적 양압 환기로 자발호흡시도, 낮은 수준의 보조 압력(5-8cmH20)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Zein et al., 20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발호흡시도를 

수행하였을 때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이 감소하였으며(Marelich et al., 2000; 

Lellouche et al., 200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CDC의 VAP 

예방지침에서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자발호흡시도를 높은 

근거 수준의 중재로 권고하고 있다(Klompas et al., 2014). 

상체 거상은 위식도 역류를 감소시키고 위장관과 구인두 및 비인두의 분비물이 

폐로 흡인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이다(Wip & Napolitano, 2009). 상체 

거상의 효과를 확인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상체 거상 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VAP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Alexiou et al., 2009), 

추가 비용 없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중재로 여러 감염관리지침에서 강하게 

권고된다(질병관리본부, 2017).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CASS의 기능이 포함된 기관내관을 사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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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7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들에게서 초기 VAP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48~72시간 이상 인공호흡기 사용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Muscedere et al., 2011). 기관 내관 커프 압력이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경우 커프 주변에 모인 분비물이 폐로 흡인되어 VAP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기관 내관 커프 압력을 20cmH2O 이상 유지하는 것이 VAP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질병관리본부, 2017; Rello et al., 1996).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는 최근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에서 

VAP 발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Chan et al., 2007; 

Wip et al., 2009), 이는 비교적 안전하고 쉽게 적용 가능한 중재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중환자실 간호중재로 수행되고 있다.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들에게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중재로, VAP 발생 예방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VAP 예방중재 중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Wip et al., 2009). 

 

4.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수행률에 관한 연구 

VAP 예방중재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VAP 발생률과 같은 결과뿐만 아

니라, VAP 예방중재의 수행률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VAP 예방중재 수행을 평가

하는 것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VAP 예방중재의 지속적이고 실시간의 수

행 정도를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분석하여 VAP 발생 

감소를 위한 감염관리과정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Klompas et al., 2014). 

또한 감염관리중재 수행 과정의 평가는 이론적으로 감염관리중재의 결과를 향상시

키므로(Berhe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VAP 예방중재 수행률과 VAP 발생률

의 연관성을 확인한 다음의 선행연구가 있다. 



18 

미국 IHI의 VAP 예방 감염관리지침에 따르면,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증가할

수록 VAP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수행률이 95% 미만일 때 VAP 발생률의 감소 

정도는 40%였으나 수행률이 95%를 초과하였을 때는 61%까지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IHI, 2012). 이집트의 일개 병원 성인중환자실에서 시행한 Samra 등(2017)

의 연구에서도 VAP 예방중재의 수행률이 증가함에 따라 VAP의 발생률이 감소하

였으며, 이집트의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 전, 후 VAP 발생률

을 비교한 Mohamed(2014)의 연구에서는 중재 기간 동안 VAP 예방중재의 수행

률이 63%에서 84%로 증가함에 따라 VAP 발생률이 중재 초반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9건에서 중재 후반 12건까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중환자실에서도 VAP 예방중재를 적용하고 수행률을 확인한 몇몇 연구가 

있다. 일개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기관 내관 발관 가능성 사정, 진정제 중단, 

위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30º 이상 상체 거상, 기관 내관의 적

절한 기관 내 커프 압력 유지, 성문하 흡인,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를 포

함한 VAP 예방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 교육 전 VAP 예방중

재 수행률이 27.6%에서 교육 후 65.6%로 증가하였으며, VAP 발생률도 1,000 인

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1.40 건에서 0.45건으로 감소하였다(유송이 등, 2018). 하

지만 29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전, 후 각각 한 번의 관찰을 통해 예방중재 

수행률을 측정하였으며, 수행률과 발생률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국내 6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상체 거상,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

맥 혈전증 예방중재,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

관의 사용 중재를 포함한 VAP 예방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VAP 예방중

재를 적용하기 전 수행률은 41.1%였으나 적용 후 71.8%로 증가하였고, VAP 발생

률 또한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4.08건에서 1.16 건으로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수행률과 발생률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수가 중재 적용 전, 

후 각각 12명, 84명으로 적었다(Eo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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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 수행률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미국 일개 병원

의 응급중환자실 환자들의 주요 입원 경로인 응급실에서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조사한 결과, 30º 이상 상체 거상, 구강간호, 성문 하부 흡인, 진정제 사용 최소화 

및 진정 중단, 자발호흡시도,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중

재 수행률이 각각 약 50%였으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높은 간호사를 선정하여 

수상하고(Champion nurse),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였을 때 수행률이 향상되

었으며, 최종적으로 VAP 발생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Deluca et al., 

2017). 

VAP 예방중재 수행률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연구마다 다양하였는데, 어떤 방

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Klompas, et al., 2014). VAP 예방중재 

수행률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IHI에서 제시한 정의

로 VAP 예방중재가 모두 수행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의 수를 전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정의하였으며(박빛나 & 김은주, 2018, 

Al-Thaqafy et al., 2014; Bird et al., 2010; Gunnerson et al., 2019; Klompas et 

al., 2016; Mohamed, 2014; Samra et al., 2017; Zaydfudim et al., 2009), 두 번째

는 VAP 예방중재가 모두 수행된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를 전체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Beattie et al., 2012; Klompas et 

al., 2016).  

Croce 등(2013)은 환자당 VAP 예방중재 수행률과 재원일수당 VAP 예방중

재 수행률을 모두 측정하였는데, VAP 예방중재를 수행한 경우 1점, 수행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여 모두 더하고 중재 항목 수로 나눈 후, 전체 환자수로 나눈 값

의 백분율을 환자당 전체 VAP 예방중재 수행률로 정의하였으며, VAP 예방중재가 

모두 수행된 재원일수를 전체 재원일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재원일수에 따른 전

체 VAP 수행률로 정의하였다. Akdogan, Ersoy, Kuzuou, Gedik, Togal, 

Yetkin(2017)의 연구에서는 VAP 예방중재가 모두 수행된 재원일수를 전체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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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VAP 예방 

감염관리 교육 전, 후 중재 수행률을 확인한 유송이 등(2018)의 연구에서는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해당 중재를 수행한 간호사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여러 정의들 중에서도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환자별 VAP 예방중재를 수행한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의 

비율로 정의할 때, 중환자실 재원 기간 중 호전 또는 악화되는 환자 상태와 이에 

따른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의 변화,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사용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VAP 발생 위험을 보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Croce et al., 2012).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관련 기관인 IHI와 AHRQ에서 VAP 예방중재 수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두 기관의 체크리스트는 VAP 예

방중재의 수행 여부를‘예’, ‘아니오’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AHRQ에서

는 각각의 중재의 적응증 및 금기가 되는 환자 상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기

인 경우 ‘미해당’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AHRQ, 2017; IHI, 2012). 이와 마찬가

지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VAP 예방중재의 수행 여부는 체크리스트, 기록지,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예’, ‘아니오’로 평가하였으며(Al-Tawfiq & Abed, 

2010; Bird et al., 2010; Eom et al., 2014; Jiménez et al., 2009; Kao et al., 2019; 

Klompas et al., 2016), 해당 중재의 금기를 제시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금기’

로 기록하여 추후 분석 시 제외하거나 수행한 것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였다(Azab et al., 2013; Bird et al., 2010; Morris et al., 2011). 

VAP 예방중재 수행여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또한 직접 관찰 방법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방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Deluca et al., 2017; 

Khan et al., 2016; Morris et al., 2011; Samra et al., 2017), 자료수집 간격은 

다양하였으나, 대부분 매일 VAP 예방중재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였다(Mohamed, 2014; Zaydfudim et al., 2009). Morris 등(2011)의 

연구에서는 VAP 예방중재의 수행 여부를 독립적이고 임상과 관련이 적은 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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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가 의무기록을 통해 다양한 시간에 일주일마다 측정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 방법으로 VAP 예방중재의 수행률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amra et al., 2017). Khan 등(2016)의 연구에서는 30º 

이상 상체 거상, 매일 진정 중단 및 기관 발관 가능성 사정, 소화성 궤양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20cmH2O 이상 기관 

내관 커프 압력 유지, 성문하 흡인 7가지 VAP 예방중재를 수행하였는데, 상체 

거상은 직접 관찰을 통하여 나머지 항목은 의무기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법의 장, 단점 및 실행 가능성,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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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과 VAP 예방중재의 수행 실태를 파

악하고,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가 VAP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3차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 재원 환자 중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

를 적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중환자실은 20개 병상

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90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평균 중환자실 재원일수

는 약 10일이며, 평균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는 약 8.4일이다. 

 

2.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본 연구에서의 VAP 예방중재는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

침과 AHRQ 및 IHI의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지침을 고려하여 연구 의료기관

에서 수행하고 있는 (1) 매일 자발호흡시도, (2) 30º 이상 상체 거상, (3) 성문 하

부 분비물의 지속적 흡인(CASS)이 가능한 기관 내관 사용 (4) 기관 내관 커프 압

력 20cmH2O 이상 유지, (5) 1일 3회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6)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총 6가지 중재이며, 각 중재의 정의와 금기는 표 1과 같다

(질병관리본부, 2017; AHRQ, 2017; IHI, 2012; Eom et al., 2014; Zei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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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and contraindication of VAP bundle 

VAP bundle 

1.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2.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3.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4. Maintenance of 

endotracheal tube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2O 

5.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6.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Definition 

Perfor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thods 

▶ T-piece trial, in which only 

supplemental oxygen is 

supplied through a T-piece 

connected to an endotracheal 

tube 

▶ CPAP trial using a 

CPAP level equal to the 

previous PEEP level 

▶ Invasive ventilation with 

low level of pressure support 

(5-8cmH2O) 

▶ The head of the patient’s 

bed is elevated at least 30º 

▶ Patients have a 

endotracheal tube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 The endotracheal tube cuff 

pressure is maintained more 

than 20 cmH2O 

▶ 3 times a day, Staff 

perform oral care with 0.12% 

chlorhexidine to all surfaces 

of the mouth 

Perfor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thods 

▶ Use of anticoagulantsa for 

prevention DVT 

▶ Apply antiembolic 

stockings 

▶ Apply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 

Contra 

indication 

▶ Inadequate oxygenation 

(SpO2 < 88% on an FiO2 of ≥ 

50% and a PEEP of ≥ 8 cm 

H2O) 

▶ No spontaneous 

inspiratory effort in a 5-

minute period 

▶ Acute agitation requiring 

escalating sedative doses 

▶ Significant use of 

vasopressors or inotropes 

▶ Evidence of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within 

24hours 

▶ Hypotension 

▶ Unstable physiological 

status  

▶ Low cardiac index 

▶ Cervical, thoracic, or 

lumbar surgery or instability 

▶ Ventricular assist device 

▶ Intra-aortic balloon pump 

▶ Open abdomen 

▶ Tracheostomy 

▶ Apply ventilator less than 

72hours 

 
▶ Injury of oropharynx 

▶ Surgery of oropharynx 

▶ Hypersensitivity of 

chlorhexidine 

▶ Bleeding tendency or high 

risk for bleeding or bleeding 

disorders 

▶ INR greater than 1.5 

▶ Planned surgical procedure 

in the next 6 to 12 hours(only 

in case use of anticoagulants) 

▶ Limb ischemia due to 

peripheral vascular disease  

▶ Skin breakdown 

Note. a Enoxaparin, Dalteparin, Wafarin, Rivaroxaban, Betrixaban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SPO2, 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FiO2, Fraction of inspired O2 concentration; PEEP,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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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VAP 예방중재 수행 여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AHRQ의 일일 

VAP 예방중재 수행 체크리스트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HRQ의 체크리스트 원본은 관찰 장소, 관찰 일시, 대

상자 식별 번호,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기관 내 삽관 일시를 기록

하고,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여부, 기관 내 삽관 장소, 30º 이상 상

체 거상 여부, 목표 및 실제 진정 수준, 섬망 수준, 자발적 각성 확인 여부, 자발호

흡시도 여부를 ‘예’, ‘아니오’, ‘금기’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중재가 금기가 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부록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AHRQ의 체크리스트 중 연구 의료기관에서 수행하지 않는 자발적 

각성 확인 여부와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연구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재인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1일 3회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

호,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수행 여부를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30º 이상 상체 

거상 및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여부는 추후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침상 각도 및 압력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찰 시 VAP 예

방중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상태를 기록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부록 3 참조).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실명과 병원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게 연구 ID 

코드를 부여하여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암호를 설정한 후 연구자 1인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연구 종료 후에

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종료 시점부터 3년간 안전하게 보

관 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컴퓨터 파일은 접

근 암호를 설정하였으며, 자료 소장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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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해당 의료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103-

044-1203)과 간호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응급중환자실 재원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3일 이상 적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에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VAP 환자는 VAP 진단일, 

비 VAP 환자는 응급중환자실 퇴실일까지 해당 자료를 감염관리팀의 응급중환자실 

VAP 감염감시 및 예방중재 수행 모니터링 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1) 대상자 관련 요인과 치료 관련 요인 

대상자 관련 요인 및 치료 관련 요인은 응급중환자실 입실기준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VAP 발생 관련 요인을 기초로 하였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94; Lawrence & Fulbrook, 2011; Tablan et al., 2014; Timsit et al., 2017). 

대상자 관련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입원 경로(응급실, 전원), 입실 시 진단명, 

기저질환, 입실 시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KTAS) 등급(부록 1), 

입실 시 응급증상, 입실 시 환자 중증도 점수(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입실 시 영양불량 위험도(저위험, 중등도 

위험, 고위험)를 조사하였다. 

치료 관련 요인으로는 응급중환자실 재원 기간, 최초 기관 내 삽관 장소 및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과 응급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의 재삽관, 기관 절개술, 

흡인(Aspiration) 경험, 경장영양, 시술, 수술, 수혈, 생명 보조요법(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대동맥내 풍선 

펌프[Intra-Aortic Balloon Pump, IABP], 체외막산소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시행 여부 및 입실 90일 이내 항생제 치료 

여부를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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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연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팀에서는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VAP는 응급중환자실 담당 감염관리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NHSN의 VAP 진단 기준(NHSN, 2019)에 따라 VAP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른 감염관리간호사 11명과 감염관리 전담 의사 1명, 담당 전문의와 공유한 

후, 모두 VAP 진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때 최종적으로 진단되었다. 

 

3)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중재 수행 여부 

연구자는 연구 의료기관 감염관리팀의 응급중환자실 담당 

감염관리간호사이며, 업무의 일환으로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 수행을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오후 4시 - 6시) 직접 관찰 방법 및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월별 VAP 예방중재 수행률 결과를 반기별로 

부서에 피드백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서 VAP 예방중재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감염관리팀 간호사가 시행한 VAP 예방중재 수행 여부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자발호흡시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해당일에 T-piece롤 통한 자발호흡시도, CPAP을 

통한 자발호흡시도, 낮은 보조 압력(5-8cmH2O)을 적용한 자발호흡시도 중 

한 가지 이상 수행이 기록된 경우 ‘예’, 기록되지 않은 경우 ‘아니오’, 

금기인 경우 ‘금기’로 표시하고 상세 금기 내용을 기록하였다. 

(2)  30º 이상 상체 거상 

응급중환자실 전동 침대에 내재된 침상 각도기를 확인하여 침상 각도를 

입력하였다. 

(3)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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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 금기인 경우 ‘금기’로 표시하고 

상세 금기 내용을 기록하였다.  

(4)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기관 내관 커프 압력을 확인하였으며, 해당일에 기관 

내관 커프 압력이 다회 기록된 경우 모니터링 시간과 가까운 시간에 기록된 

압력을 확인하였다.  

(5)  1일 3회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1일 3회 구강간호의 수행 서명이 있는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아니오’로 표시하고, 해당 중재가 금기인 경우 상세 금기 

내용을 기록하였다. 

(6)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 목적으로 항혈전제(Enoxaparin, Dalteparin, 

Wafarin, Rivaroxaban, Betrixaban 등) 사용, 항색전 스타킹(Antiembolic 

Stocking) 적용, 간헐적 공기 압박 장치(Intermittent pressure compression, 

IPC)) 적용 중 한 가지 이상 수행된 경우 ‘예’, 수행되지 않은 경우 

‘아니오’라고 기록하였으며, 해당 중재가 금기인 경우‘금기’로 표시하고 

상세 금기 내용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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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 관련 요인, 치료 관련 요인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사분위수범위로 산출하였다. 

2) VAP 예방중재 수행률, 대상자 관련 요인,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목변수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연속 변수는 Student’s t-test 또는 Mann-

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3) 대상자 관련 요인, 치료 관련 요인과 함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검정을 위한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value<0.05로 정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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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응급중환자실 환자의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 관련 요인은 표 2와 같다. 총 131명 중 남성이 

86명(65.6%), 여성이 45명(34.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8.14±13.80 세였

다. 입원 경로를 살펴보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가 88명(67.2%), 타 병

원에서 전원 되어 입원한 환자가 43명(32.8%)이었다. 

입실 시 진단명은 호흡기계 질환이 58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38명(29.0%), 패혈증 15명(11.5%), 대사성 질환 11

명(8.4%), 외과계 질환 9명(6.9%)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 131명 중 호흡기계 

기저질환자는 24명(18.3%)이었으며, 심혈관계 기저질환자는 70명(53.4%), 신

경계 기저질환자는 27명(20.6%), 위장관계 기저질환자는 15명(11.5%), 신장 

관련 기저질환자는 21명(16.0%), 혈액 및 고형 종양 기저질환자는 47명

(35.9%), 당뇨는 43명(32.8%) 이었다. 

입실 시 응급증상은 호흡곤란이 48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의식 수준 저하 38명(29.0%), 심폐소생술 30명(22.9%), 통증 9명

(6.9%), 출혈 6명(4.6%) 순이었다. 입실 시 KTAS level은 Level 1이 76명

(58.0%)으로 가장 많았고, Level 2는 37명(28.2%), Level 3는 18명(13.7%)

이었다. 입실 시 APACHE II 점수는 평균 29.86±7.53점이었으며, 영양불량 위

험도는 저위험과 중등도 위험 환자가 20명(15.3%), 고위험 환자가 111명

(84.7%)으로 대부분 영양불량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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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related factors of the participants                           (N=13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or Mean±SD* 

Gender Male 86 (65.6) 

Female 45 (34.4) 

Age  68.14±13.80* 

Hospitalization route Emergency room 88 (67.2) 

Transfer 43 (32.8) 

Diagnosis at admission Respiratory disease 58 (44.3) 

Cardiovascular disease 38 (29.0) 

Sepsis 15 (11.5) 

Metabolic disease 11 (8.4) 

Surgical disease 9 (6.9) 

Underlying disease Respiratory disease 24 (18.3) 

Cardiovascular disease 70 (53.4) 

Neurological disease 27 (20.6) 

Gastrointestinal disease 15 (11.5) 

Renal disease 21 (16.0) 

Hemato-oncologic disease 47 (35.9) 

Diabetes mellitus 43 (32.8) 

Emergency symptom at 

admission 

Cardiac resuscitation 30 (22.9) 

Dyspnea 48 (36.6) 

Altered mentality 38 (29.0) 

Bleeding 6 (4.6) 

Pain 9 (6.9) 

KTAS level Level 1 76 (58.0) 

Level 2 37 (28.2) 

Level 3 18 (13.7) 

APACHE II score  29.86±7.53* 

Malnutrition risk Low-Moderate 20 (15.3) 

High 111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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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치료 관련 요인은 표 3과 같다. 평균 응급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17.59±14.79일이었고, 응급중환자실 입실 전 기관 내 삽관이 시행된 

환자는 89명(67.9%), 응급중환자실 입실 후 기관 내 삽관이 시행된 환자는 

42명(32.1%)이었다. 평균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는 13.94±11.98 일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재원 기간 동안 재삽관이 시행된 환자는 47명(35.9%)이

었으며, 기관 절개술이 시행된 환자는 34명(26%)이었고, 흡인(Aspiration) 경

험이 있는 환자는 27명(20.6%)이었다. 재원 기간 중 경장영양이 시행된 환자

는 100명(76.3%)이었으며, 시술 및 수술이 시행된 환자는 각각 82명(62.6%), 

38명(29.0%)이었고, 수혈이 시행된 환자는 94명(71.8%), 생명보조요법이 시

행된 환자는 31명(23.7%)이었다. 입원 90일 이내 항생제 사용력이 있는 환자

는 29명(2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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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atment-related factor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Classification N (%) or Median(IQR)* 

Length of stay in EICU  14 (7-23)* 

Location of intubation EICU 42 (32.1) 

Prior to EICU 89 (67.9) 

Ventilator days 
 

11 (5-19)* 

Reintubation Yes 47 (35.9) 

No 84 (64.1) 

Tracheostomy Yes 34 (26.0) 

No 97 (74.0) 

Aspiration Yes 27 (20.6) 

No 104 (79.4) 

Nasogastric tube feeding Yes 100 (76.3) 

No 31 (23.7) 

Intervention Yes 82 (62.6) 

No 49 (37.4) 

Operation Yes 38 (29.0) 

No 93 (71.0) 

Blood transfusion Yes 94 (71.8) 

No 37 (28.2) 

Life support therapy Yes 31 (23.7) 

No 100 (76.3) 

Use of antibiotics  

within 90days 

Yes 29 (22.1) 

No 102 (77.9) 

Note. IQR, Inter Quartile Range;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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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P 발생률과 예방중재 수행률 

본 연구 대상자의 총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는 2,011일이었으며, 총 15명

(11.5%)의 환자에게서 VAP가 발생하여,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7.46건이었다. 

응급중환자실에 재원한 1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786 인공호흡기 사용일 동

안 VAP 예방중재 수행이 관찰되었다. VAP 예방중재 각 항목별 전체 수행률을 살

펴보면,‘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수행률이 98.2%로 가장 높

았으며,‘30º 이상 상체 거상’수행률이 16.0%,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수행률이 35.4%으로 낮게 측정되었다.‘VAP 예방중재 묶음’수행률은 2.3% 

이었다(표 4).  

Table 4. Summary of compliance of each VAP bundle component and all VAP bundle (N=131) 

Category 
Overall 

Compliance 

1.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48.8 

2.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16.0 

3.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35.4 

4. Maintenance of endotracheal tube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2O  98.2 

5.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93.2 

6.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79.8 

All VAP bundle 2.3 

Note. Values are a percentage (ventilator days of compliant/ventilator days of observations) or 

as otherwise indicated.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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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별 VAP 예방중재 평균 수행률은 표 5와 같다. VAP 예방중재 항목별로 

살펴보면,‘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수행률이 96.85±8.65%로 

가장 높았으며,‘30º 이상 상체 거상’수행률이 15.57±18.93%로 가장 낮았다. 

‘VAP 예방중재 묶음’수행률은 2.36±6.50% 이었다(표 5). 

Table 5. Summary of VAP bundle compliance of the participants               (N=131) 

Category    Mean±SD 

1.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45.47±31.37 

2.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15.57±18.93 

3.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36.04±42.67 

4. Maintenance of endotracheal tube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2O 96.85±8.65 

5.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88.35±14.36 

6.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82.30±32.58 

All VAP bundle 2.36±6.50 

Note. Values are a percentage (ventilator days of compliant/ventilator days of observations) or 

as otherwise indicated. 
 

VAP 예방중재의 미수행 사유는 표 6과 같다. ‘매일 자발호흡시도’ 미수행 중 

금기인 경우는 69.9% 이었으며, ‘30。이상 상체 거상’ 미수행 중 금기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4.9%, 침상 각도를 측정할 수 없는 침대를 사용하여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21.6% 이었다.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의 미수행 중 금기

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40.1% 이었으며, 응급중환자실 입실 전 기관 내 삽관이 

시행되어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59.9% 이었다.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의 미수행 중 금기인 경우는 83.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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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oncompliance type of VAP bundle 

Category Noncompliance type    % 

1.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Inadequate oxygenation 49.4 

Acute agitation requiring 

escalating sedative doses 

16.7 

Significant vasopressor or 

inotropes 

3.8 

Withdrawing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3.4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status 3.2 

No record 23.5 

2.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Cervical, thoracic, or lumbar 

surgery or instability 

2.9 

Unstable physiological status 1.9 

Hypotension 0.1 

Beds without head of bed degree 

check device 

21.6 

In the middle of intervention 2.7 

No record 70.8 

3. Use of endotracheal tube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 

Tracheostomy 40.1 

Intubation prior to EICU 59.9 

4. Maintenance E-tube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₂O 

No record 100.0 

5.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Admission day or discharge day 87.7 

No record 12.3 

6.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Bleeding tendency or high risk for 

bleeding 

76.7 

Limb ischemia 5.3 

Skin breakdown 1.1 

No record 16.9 

Note. E-tube, Endotrache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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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P 예방중재 수행률,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비교 

1) VAP 예방중재 수행률에 따른 VAP 발생 비교 

VAP 예방중재 수행률에 따른 VAP 발생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VAP 예방중

재 중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1일 3회 구강간호’ 수행률이 VAP 발생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U=565.5, p=0.026). 

Table 7. Comparison of VAP bundle compliance between VAP and non-VAP patients (N=131) 

Variables 
Median(IQR) 

t or U p-value 
VAP (N=15) Non-VAP(N=116) 

1.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a 

 

35.0±29.04 46.82±31.52 1.379 0.170b 

2.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5.3 (0.0-9.2) 10.0 (0.0-25.0) 745.5 0.350c 

3.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56.3 (0.0-93.8) 0.0 (0.0-83.3) 731.0 0.276 c 

4. Maintenance of endotracheal 

tube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2O 

100 (100-100) 100 (100-100) 725.0 0.144 c 

5.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96.0 (94.0 -100) 92.9 (80.0-100) 565.5 0.026 c*  

6. 6. Deep vein thrombosis  

7.   Prophylaxis 

8.  

100 (100-100) 100 (83.3-100) 701.0 0.164 c 

Full VAP bundle 0.0 (0.0-0.0) 0.0 (0.0-0.0) 776.5 0.290 c 

Note. a. Data we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 p-value of student’s t-test for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c. p-value of Mann-Whitney test for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IQR, Inter Quartile Range;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non-VAP, non-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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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VAP 발생률과 예방중재 수행률 추이 

연구 기간 동안 월별 VAP 발생률과 예방중재 수행률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30º 이상 상체 거상’ 수행률이 증가함에 

따라 VAP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매일 자발호흡시도’ 중재 수행

률이 감소하면서 VAP 발생률 또한 감소하는 추이였으나, 중재 수행률이 높았

던 2020년 9월과 11월에 VAP 발생률이 비교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ure 1. Trends of VAP bundle compliance and VAP rates 

Note. Vent-days, ventilator days; SBT, Spontaneous Breathing Trial; HOB, Head of Bed; E-tube, 

Endotracheal tube; Pr, pressure; DVTP,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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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VAP 발생률과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추이 

연구 기간 동안 월별 VAP 발생률과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추이는 그림 2

와 같으며, 두 항목이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Figure 2. Trends of VAP rates and Ventilator days 

 
Note. Vent-days, ventilator days;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4) 대상자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비교 

대상자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여부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대상자 

관련 요인 중 입원 경로(χ²=4.367, p=0.037), 입실 시 패혈증 진단(χ²

=5.749, p=0.015), 혈액 및 고형 종양 기저질환(χ²=4.285, p=0.038)에서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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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patient-related factors between VAP and non-VAP patients (N=131) 

Characteristics 
N (%) 

t or 𝛘2 p-value 
VAP (N=15) Non-VAP (N=116) 

Gender 
    

Male 10 (66.7) 76 (65.5) 0.000 1.000 

Female 5 (33.3) 40 (34.5) 
  

Agea 68.73±8.23 68.06±14.39 -0.177 0.860b 

Hospitalization route 
    

Emergency room 6 (40.0) 82 (70.7) 4.367 0.037c* 

Transfer 9 (60.0) 34 (29.3) 
  

Diagnosis at admission 
    

Respiratory disease 
    

Yes 6 (40.0) 52 (44.8) 0.006 0.938 

No 9 (60.0) 64 (55.2) 
  

Cardiovascular disease 
    

Yes 2 (13.3) 36 (31.0) 1.253 0.229c 

No 13 (86.7) 80 (69.0) 
  

Sepsis 
    

Yes 5 (33.3) 10 (8.6) 5.749 0.015c* 

No 10 (66.7) 106 (80.9) 
  

Metabolic disease 
    

Yes 0 (0.0) 11 (9.5) 0.565 0.362c 

No 15 (100) 105 (90.5) 
  

Surgical disease 
    

Yes 2 (13.3) 7 (6.0) 0.259 0.274c 

No 13 (86.7) 109 (94.0) 
  

Underlying disease 
    

Respiratory disease 
    

Yes 3 (20.0) 21 (16.0) 0.000 1.000c 

No 12 (80.0) 95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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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patient-related factors between VAP and non-VAP patients (Cont.) 

(N=131) 

Characteristics 
N (%) 

t or 𝛘2 p-value 
VAP (N=15) Non-VAP (N=116) 

Cardiovascular disease 
    

Yes 11 (73.3) 59 (50.9) 1.868 0.172 

No 4 (26.7) 57 (49.1) 
  

Neurological disease 
    

Yes 5 (33.3) 22 (19.0) 0.913 0.193c 

No 10 (66.7) 94 (81.0) 
  

Gastrointestinal disease 
    

Yes 2 (13.3) 13 (11.2) 0.000 0.682c 

No 13 (86.7) 103 (88.8) 
  

Renal disease 
    

Yes 1 (6.7) 20 (17.2) 0.458 0.463c 

No 14 (93.3) 96 (82.8) 
  

Hemato-oncologic disease 
    

Yes 9 (60.0) 38 (32.8) 4.285 0.038* 

No 6 (40.0) 78 (67.2) 
  

Diabetes mellitus 
    

Yes 5 (33.3) 38 (32.8) 0.000 1.000c 

No 10 (66.7) 78 (67.2) 
  

KTAS level 
    

Level 1 8 (53.3) 68 (58.6) 0.013 0.910 

Level 2,3 7 (46.7) 48 (41.4) 
  

APACHE II scorea 30.33±5.70 29.80±7.75 -0.257 0.798b 

Malnutrition risk 
    

Low-Moderate 2 (13.3) 18 (15.5) 0.000 1.000c 

High 13 (86.7) 98 (84.5)   

Note. a. Data we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 p-value of student’s t-test for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c p-value of Fisher’s exact test for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non-VAP, non-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APACHE II,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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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비교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여부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인공호흡기 

사용기간(Z=-3.642, p<0.001), 재삽관 시행(χ²=8.573, p=0.003), 흡인 경

험(χ²=8.942, p=0.003)에서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9. Comparison of treatment-related factors of VAP and non-VAP patients   (N=131) 

Variables 
N (%) 

Z or 𝛘2 p-value 
VAP (N=15) Non-VAP (N=116) 

Length of stay EICUa 19 (14-20) 12 (6-23) -1.668 0.095b 

Location of intubation 
    

EICU 5 (33.3) 37 (31.9) 0.000 1.000c 

Prior to EICU 10 (66.7) 79 (68.1) 
  

Ventilator daysa 19 (16-25) 9 (5-16) -3.642 <0.001b* 

Reintubation 
    

Yes 11 (73.3) 36 (31.0) 8.573 0.003* 

No 4 (26.7) 80 (69.0) 
  

Aspiration 
    

Yes 8 (53.3) 19 (16.4) 8.942 0.003c* 

No 7 (46.7) 97 (83.6) 
  

Nasogastric tube feeding 
    

Yes 11 (73.3) 89 (76.7) 0.000 0.753c 

No 4 (26.7) 27 (23.3) 
  

Intervention 
    

Yes 12 (80.0) 70 (60.3) 1.433 0.231 

No 3 (20.0) 46 (39.7) 
  

Operation 
    

Yes 7 (46.7) 31 (26.7) 1.688 0.133c 

No 8 (53.3) 85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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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treatment-related factors of VAP and non-VAP patients (Cont.) (N=131) 

Variables 
N (%) 

Z or 𝛘2 p-value 
VAP (N=15) Non-VAP (N=116) 

Blood transfusion 
    

Yes 13(86.7) 81 (69.8) 1.120 0.231c 

No 2(13.3) 35 (30.2) 
  

Life support therapy 
    

Yes 5(33.3) 26 (22.4) 0.376 0.346c 

No 10(66.7) 90 (77.6) 
  

Use of antibiotics within 90days 
    

Yes 3(20.0) 26 (22.4) 0.000 1.000c 

No 12(80.0 90 (77.6) 
  

Note. a. Data were presented as median (IQR) 
b. p-value of Mann-Whitney test for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c. p-value of Fisher’s exact test for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non-VAP, non-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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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AP 예방중재 수행률과 VAP 발생률과의 관계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과 함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VAP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와 VAP 예방중재 항목별 수

행률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VAP 예방중재 중 ‘매일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이 증가할

수록, VAP 발생 가능성이 0.943배 낮았다(B=-0.059, p=0.007). 그 외에도 입실 

시 패혈증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VAP 발생 가능성이 26.642배 높았으며

(B=3.282, p=0.007), 재삽관이 시행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VAP 발생 

가능성이 16.015배 높았고(B=2.774, p=0.023), 흡인 경험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VAP 발생 가능성이 13.45배 높았다(B=2.599, p=0.009). 로지스

틱 회귀분석 모형의 Hosmer-Lemeshow 통계량은 χ2=2.047, p=0.980으로 통계

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Nagelkerke R2은 0.55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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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VAP and VAP 

bundle                                                               (N=131) 

Variables Factors aOR 95% CI p-value 

Patient-

related 

factors 

Hospitalization route 2.138 0.470-9.716 0.325 

Diagnosis at admission-Sepsis 26.642 2.496-284.356 0.007* 

Hemato-oncologic underlying disease 4.064 0.757-21.808 0.102 

Treatment- 

related 

factors 

Ventilator days 1.012 0.953-1.075 0.687 

Reintubation 16.015 1.474-174.015 0.023* 

Aspiration 13.450 1.91-94.410 0.009* 

VAP 

bundle 
Daily SBT compliance 0.943 0.904-0.984 0.007* 

≥ 30° HOB compliance 1.004 0.966-1.044 0.823 

Use of E-tube with SSDP compliance 0.991 0.970-1.013 0.427 

≥ 20cmH2O E-tube cuff pressure 1.116 0.934-1.333 0.227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1.061 0.960-1.174 0.245 

DVT prophylaxis compliance 0.989 0.966-1.014 0.394 

-2LL 50.016  

Nagelkerke R2 0.552  

Hosmer & Lemeshow test χ2=2.047(p=0.980) 
 

Note.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SBT, Spontaneous Breathing Trial; HOB, Head of bed; E-tube, Endotracheal tube; SSDP,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 DVT, Deep Vein Thrombosis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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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과 예방중재 수행 실태를 확인

하고, 응급중환자실에서 VAP 예방중재의 수행 정도가 VAP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7.46건으로, 이는 Azzab 등(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응급중환자실 VAP 발생률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48.8건과 Ertugrul 등(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28.7건보다 낮았으나, 

국내 KONIS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환자실 평균 VAP 발생률이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 당 0.93건임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발생률이 높음

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2020).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응급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

기관 별로 응급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감시의 수행 여부는 상이하며, 현재 

KONIS에서 의료관련감염을 감시하는 중환자실 유형에는 응급중환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Choi, Kwak, Yoo, Lee, Kim, Han(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VAP 발생률의 감소는 KONIS와 같은 전국적인 의료관련감염 감시체

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여러 의료기관의 응급중환자실 간 VAP 발생률

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관리를 위한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전

국적인 응급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살펴 보면,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수행률이 9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1일 3회 클로르헥

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순서로 수행률이 높았다. 

이는 박빛나와 김은주(2018)의 연구에서 VAP 예방중재 중 심부 정맥 혈전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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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재와 구강간호 중재가 높은 수행률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 세가지 중재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중재들로, 중재 수

행 여부를 비교적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중

환자실 적정성 평가항목으로 기록 누락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

어 수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실제 중재의 수행을 정확하게 반영하

고 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VAP 예방중

재 수행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Zaydfudim 등(2009)의 연구

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VAP 예방중재 수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전자 시스템을 

적용한 후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VAP 발생률 또한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VAP 중재 수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 시

스템을 활용하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매일 자발호흡시도’수행률은 48.8%로 선행 연구(Croce et al., 

2007; 유송이 등, 2018)와 비교하였을 때(27.6-56.2%) 비슷한 수행률을 보였다. 

매일 자발호흡시도는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을 최소화하여 VAP 발생 위험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중재로, 진정제 감량 또는 중단을 통한 의식 각성 시도와 함께 여러 가

지 환자 상태와 임상적 지표들을 종합하여 자발호흡시도 가능성을 평가한 후 수행

되며(Wip & Napolitano, 2009), 주로 임상의에 의해 중재가 수행된다. 그러나 자발

호흡시도 시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임상적 지표를 확인하

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환

자 상태를 빠르게 사정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주도의 자발호흡

시도 프로토콜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주도 자발호흡시도 프로토

콜이 인공호흡기 이탈과 환자 안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irzallah et al., 2019), 이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이탈 과정에 간호사들의 참

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간호사들은 가장 일선에서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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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즉각적인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제공자로서, 환자의 상태가 자발호흡시도

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임상의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할 필

요가 있으며, 이는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의 향상과 함께 VAP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

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중재의 수행률은 35.4% 이

었다.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중재가 수행 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대부

분 응급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전 응급실을 포함한 응급중환자실 외부에서 CASS 기

능이 없는 기관 내관이 삽입된 경우였다. 이는 연구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 외 부

서에서는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에 대한 사용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응급중환자실 특성 상 타 병원 또는 응급실과 같은 응급중환자실 외

부에서 기관 내 삽관이 시행 된 후 입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도 응급중

환자실 입실 전에 기관 내 삽관이 시행된 환자가 전체 대상자 131명 중 89명

(67.9%)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응급중환자실 환자들의 주요 입원 경로 부서에도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30º 이상 상체 거상’수행률은 16.0%로, 선행 연구(Croce et al., 

2007; Liu et al., 2013; Llaurado-Serra et al., 2016;)의 수행률에 비해(27.8-

83.3%) 매우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30º 이상 상체 거상’중재의 미

수행 사유를 살펴보면 금기가 아님에도 상체거상 중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가 

70.8% 이었으며, 침상 각도를 측정할 수 없는 침대를 사용하여 수행하지 못한 경

우가 21.5% 이었다. 

본 연구 의료기관의 응급중환자실 의료진과 VAP 예방중재 수행률 결과를 공

유하고 상체 거상의 수행률이 낮았던 이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많은 의료진들이 

침상 각도 30º 가 생각보다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0º 이상 상체 거상 시 환자가 침상 다리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빈번하게 환자의 안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욕창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30º 이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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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거상 중재가 욕창 부위 압력을 가하게 해 욕창 수준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

려하였다. 또한 투약 또는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의 이유로 대퇴 정맥에 중심정맥관

을 거치하고 있는 경우, 중심정맥관 연결 부위가 꺾여 막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

여 침상 각도를 30º 보다 낮게 유지하거나, 30º 이상 상체 거상이 금기 시 되는 상

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반좌위 체위 수행률과 욕창 발생과의 관계를 확인한 

Llaurado-Serra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상체 거상이 가능한 침대 사용 여부,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반좌위 체위 수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반좌위 

체위는 욕창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Liu 등

(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와 VAP 예방에 대한 지식 부족이 낮

은 상체 거상 중재 이행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 의료기관의 응급중

환자실에서 30º 이상 상체 거상 중재 수행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중재 수행에 필요

한 적절한 중환자실 환경을 지원하고, 30º 이상 상체 거상 중재가 금기 시 되는 환

자 상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중재 수행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

행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중환자실에서 실제 VAP 예방중재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VAP 예방중재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확인하고 예방중재의 수행을 저해

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VAP 예방중재 수행률에 따른 VAP 발생의 차이를 확인한 단변수 분석 결과,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1일 3회 구강간호 수행률이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 오히려 VAP 환자군보다 비 VAP 환자군에서 중재 수행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rris, Thomas, Greene, Spires, Talbot(2018)의 연구

에서도 VAP 예방중재 수행률에 따라 VAP와 유사한 Infection related 

Ventilator-Associated Complications(IVAC)과 Probable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PVAP)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군과 대조군 간 

감염 발생 전 3일과 7일의 기간 동안 VAP 예방중재의 수행률을 비교한 결과, 자

발호흡시도, 상체 거상 수행률은 IVAC와 P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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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 수행이 IVAC와 PVAP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가 VAP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심장 수술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에게는 해당 중재가 VAP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가 기

관 내관을 제거한 환자에게 구강 내 균집락화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기관 내관으

로 인한 감염 예방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lompas, 

Speck, Howell, Greene, & Berenholtz, 2014). 본 연구에서는 구강간호의 수행 여

부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으므로 실제 중재 수행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재를 수행했음에도 기록이 누락된 경우로 인해 비 VAP 환자군에서 오히

려 중재 수행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 VAP 예방중재 중 ‘매일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이 증가할수록 

VAP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VAP 예방중재 각 항

목별 수행률이 VAP를 포함한 Ventilator Associated Events(VAE)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Klompas, Li, Kleinman, Szumita, Massaro(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월별 VAP 발생률과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매일 자발호흡시도 중재 수행률이 증가할수록 인공호

흡기 이탈이 촉진되어,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매일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을 제외한 나머지 VAP 예방중재 항목별 수행률과 

묶음 수행률은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높을수록 VAP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으나(Battie et al.,2012; IHI, 2012; Samra et al., 2017), 외상 센터 및 

중증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Croce et al., 2013; 박빛나 & 김은주, 

2018)와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Croce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 환자와 같

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VAP 예방중재가 금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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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 예방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관련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였으며, 박빛나와 김은주(2018)의 연구에서는 30º 이상 상체 거상 중재를 제외한 

모든 VAP 예방중재가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수행 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

재’에서 금기로 인해 중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미수행 중 각각 40.1%, 83.1% 

였으며, 해당 중재가 금기인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 VAP 예방중재 수행을 평가 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1일 3회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구강간호’중재는 대부분

의 환자에게 수행된 반면,‘30º 이상 상체 거상’,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

용’ 중재는 대부분 수행되지 않아 VAP 예방중재의 수행 정도가 VAP 발생에 관련

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 많은 응급중환자실 

재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가 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중환자실과 VAP 발생률 및 예방중재 

수행률을 비교하여 응급중환자실 환자의 특성에 적합한 VAP 예방중재 지침 마련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사용 목적은 성문 하부의 분비물을 용이

하게 흡인하여 VAP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본 연구의 중재 수행률이 실제 

성문 하부 분비물의 흡인 여부를 반영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VAP 예방중재의 수행

률을 측정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단순한 사용이 

아닌 실제 성문 하부 분비물을 흡인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으므로(유송이 등, 2018; 

Eom et al., 2014),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사용자에게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실

제 성문 하부의 분비물을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흡인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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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감염관리 활동이 잘 이루어져 낮은 발생률을 보이는 의료관련감염

에 대해서 감염관리중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Hung et al., 2020; 

Knepper, Miller, & Young, 2020; Monistrol et al., 2012; Siegel, Rhinehart, & 

Chiarello, 2007).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VAP 예방중재 중 자발호흡시도 중재의 

수행률이 증가할수록 VAP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 관련 요인 중 입실 시 진단명이 패혈증인 경우 VAP 발

생 가능성이 높았으며, 치료 관련 요인 중 재삽관이 시행된 환자와 흡인

(Aspiration)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서 VAP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패혈증이 VAP 

발생의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는 오중환 등(2013)과 Tejerina, Frutos-Vivar, 

Restrepo, Anzueto, Abroug, Palizas(200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패혈증이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호흡기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거나 패혈

증으로 인해 급성 폐 손상과 같은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

며(박순영 & 홍상범, 2015),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인공호흡기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상태로 VAP 발생 위험을 증가 시켜 VAP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재삽관 시행이 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Othman 등(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재삽관은 기관 내 점막을 손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재삽관 시 성문하부에 고여 있던 분비물의 흡인 가능성을 증가시

켜 VAP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Othman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재삽관

은 응급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이 시행된 경우, 인공호흡기 이탈 과정의 실패, 환자

가 불안정하여 기관 내관을 잡아 빼는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다. 응급중환자실에서 

재삽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 삽관의 술기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실습, 

체계적인 인공호흡기 이탈 과정의 수행,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

으로 정서적 지지 및 섬망 예방중재의 수행 등과 같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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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재삽관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 삽관 전 충분히 흡인을 시행하여 구인

두 및 성문 하부의 분비물을 제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흡인(Aspiration)은 잘 알려진 VAP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구인두 및 위장관 

분비물의 흡인을 예방하는 것이 VAP 예방의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질병관리본부, 

2017; Timsit et al., 2017).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의식 수준 저하와 경장영양이 흡

인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는데(Mullan et al., 1992; Metheny, 2002), 본 연구 대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식 수준 저하로 입원하는 환자가 약 30% 이었고, 75% 

이상의 환자에게서 경장 영양이 시행되어, 흡인(Aspiration) 위험이 높은 특성을 

가진 환자들이 응급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흡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30º 이상 상체 거상 및 성문 하부 흡인

과 같은 VAP 예방중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은 단변수 분석 결과 VAP 발생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대상자 및 VAP 예방중재 각 항목별 수행률과 함께 

분석하였을 때 VAP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공호흡기 사용 기

간이 VAP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박빛나 등, 2018; 정종현 등, 

2010, Ertugrul et al., 200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VAP 발생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

하여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개 3차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과 VAP 예방중재 수행률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이므

로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VAP 예방중재 수행률은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감염관리간호사가 응급중환자실을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로, 응급중환자실

에 재원한 모든 시간 동안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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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 응급중환자실 재원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동안 VAP 발생 현황과 예방중재 수행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서 응급중환자실

의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

다. VAP는 중환자실의 주요 의료관련감염 중 하나로, 특히 응급중환자실은 VAP 

발생에 취약한 곳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

과 VAP 예방중재 수행 실태 결과를 활용하여 응급중환자실에서의 VAP 예방중재 

수행에 대한 감염관리지침의 근거와 응급중환자실 특성에 맞는 VAP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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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 현황과 VAP 예방중재의 수행 실태를 파

악하고, VAP 발생 관련 요인과 함께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가 VAP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

년 2월 28일까지 국내 일개 3차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재원중인 환자 중 인공

호흡기를 3일 이상 적용한 13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의료기관의 전자의

무기록과 감염관리팀의 VAP 예방중재 수행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5.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중환자실의 VAP 발생률은 1,000 인공호흡기 사용 일수당 7,46건

이었다. 

2.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은 ‘기관 내관 커프 압력 

20cmH2O 이상 유지’ 98.2%,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1일 3회 구강

간호’ 93.2%,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중재’ 79.8%, ‘매일 자발호흡

시도’ 48.8%, ‘CASS 기능이 있는 기관 내관 사용’ 35.4%, ‘30º 이

상 상체 거상’ 16.0%, ‘VAP 예방중재 묶음’ 2.3% 이었다.  

3.  VAP 예방중재 수행률과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에 따른 VAP 발생

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VAP 예방중재 중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한 1일 3회 구강간호’수행률이 VAP 발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6), 대상자 관련 요인 중에서는 

전원(p=0.037), 입실 시 패혈증 진단명(p=0.015), 혈액 및 고형 종양 

기저질환(p=0.038)이 치료 관련 요인 중에서는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p<0.001), 재삽관 시행(p=0.003), 흡인 경험(p=0.003)이 VAP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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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과 함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이 VAP 발생

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매

일 자발호흡시도’ 수행률이 VAP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OR=0.943, p=0.007). 대상자 및 치료 관련 요인에서는 입실 시 패

혈증 (aOR=26.642, p=0.007), 재삽관 시행(aOR =16.015, p=0.023), 

흡인 경험(aOR =13.450, p=0.009)이 VAP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동안 일개 3차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재원 환자 

중 3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13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추후 여러 의

료기관과 더 많은 응급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VAP 예방중재 수행 정도에 

따른 VAP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응급중환자실 특

성에 따른 VAP 예방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중환자실과 응급중환

자실의 VAP 발생률 및 VAP 예방중재 수행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응급중환자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VAP 예방중재에 대한 지식, 태도

를 확인하고, VAP 예방중재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응급중환자실의 

VAP 예방중재 수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염관리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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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TAS level별 정의 

KTAS Level 내용 

Level 1 

즉각적인 소생술 

(Resuscitation) 

- 즉각적인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

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즉시 의사가 진료 

Level 2 

중증 

(Emergency) 

- 생명이나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 15분 이내 의사 진료 또는 간호사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Level 3 

응급 

(Urgency) 

- 잠재적으로 응급 중재술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 업무나 일상 생활에서 신체 기능에 상당한 불편

감이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0분 이내 의사가 진료 

Level 4 

준응급 

(Less urgency) 

-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

된 상태. 1-2시간안에 처치나 재확인을 받으면 될 정도 

- 1시간 이내 의사가 진료 

Level 5 

비응급

(Nonurgency) 

-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며, 악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상태. 이와 같은 질병이나 손상 중 일부는 검사나 중재적 

시술을 지연해서 시행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에 의뢰할 수 

있음 

- 2시간 이내 의사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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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HRQ Daily Care Processes Data Collection Tool 

Daily Care Processes Data Collection Tool 
 

Hospital ID# ___________ Unit ID#___________ Date (mm/dd/yyyy) ___________ 

 

Fill out for all 
beds 

 Complete if patient is intubated or has tracheostomy and is mechanically ventilated 

Bed 
# 

Intub/ 
Trach & 
Mech 
Vent 

 

Date of 
Intubation 

(mm/dd/yyyy 

SSD- 
ETT 

 SSD- 
ETT 

Contra 

Location 
of Intub 

HOB 
@ 
≥30o 

 

 HOB 
Contra 

Sedation Scale Delirium Assessment SAT SAT 
Contra 

SBT  SBT 
Contra 

SBT 
With 
Seds 
Off? 

RASS/ 
SAS/ 
NU 

Target Actual CAM-
ICU/ 
ASE/ 

ICDSC/ 
NU 

 

CAM-
ICU 
P, N, 
UTA, 
X, NK  

ASE 
0–10, 

UTA, X, 
NK 

ICDSC 
P, N, UTA, 

X, NK 
If RASS – 

-5 to 4, NS or X, 
NK 

If SAS – 
1 to 7, NS or X, NK 

 Y  N  E /      / Y N C   Y N 
C 

 R S NU   C A I 
NU 

   NS Y N 
C/NI 

 Y N C/NI  Y N NK 

 Y  N  E /      / Y N C   Y N 
C 

 R S NU   C A I 
NU 

   NS Y N 
C/NI 

 Y N C/NI  Y N NK 

 Y  N  E /      / Y N C   Y N 
C 

 R S NU   C A I 
NU 

   NS Y N 
C/NI 

 Y N C/NI  Y N NK 

 Y  N  E /      / Y N C   Y N 
C 

 R S NU   C A I 
NU 

   NS Y N 
C/NI 

 Y N C/NI  Y N NK 

 Y  N  E /      / Y N C   Y N 
C 

 R S NU   C A I 
NU 

   NS Y N 
C/NI 

 Y N C/NI  Y N NK 

 Y  N  E /      / Y N C   Y N 
C 

 R S NU   C A I 
NU 

   NS Y N 
C/NI 

 Y N C/NI  Y N NK 

C = Contraindicated; E = Empty; Intub = Intubation; Mech Vent = Mechanical Ventilation; N = Negative/No; NK = Not Known; NU = Not Used in this Unit; P = Positive; Trach = Tracheostomy; UTA = Unable to Assess; X = Not 

Performed; Y = Yes  

Note: A glossary of additional acronyms can be found on the last page of this tool 

Daily Care Processes Data Collection Tool. Content last reviewed January 2017.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Rockville, MD. https://www.ahrq.gov/hai/tools/mvp/modules/technical/daily-care-processes-tool.html 

 

https://www.ahrq.gov/hai/tools/mvp/modules/technical/daily-care-processes-to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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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HRQ Daily Care Processes Data Collection Tool(계속) 

Contraindications and Locations 
Select the appropriate number from below and enter it in the correct contraindications column above. If you have marked C or C/NI, indicate which contraindication is present.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Endotracheal Tube (SSD-ETT) 
Contraindications 

Location of Intubation Head of Bed (HOB) Contraindications 
 

0. Other  

1. Tracheostomy 

0. Your intensive care unit (ICU) 

1. Another ICU in your hospital 

2. Outside hospital 

3. Operating room 

4. Rapid response team 

5. Emergency department 

6. 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laboratory 

7. During a code on the floor 

8. Another location not listed above 

0. Other 

1. Hypotension  

2. Unstable physiological status 

3. Low cardiac index 

4. Cervical, thoracic, or lumbar surgery or instability 

5.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6. Right ventricular assist device 

7. Intra-aortic balloon pump 

8. Open abdomen 

9. Patient refusal 

Spontaneous Awakening Trial (SAT) Contraindications Spontaneous Breathing Trial (SBT) Contraindications  

0. Other  

1. Sedatives for active seizures or objective 

evidence of active alcohol withdrawal 

2. Escalating sedative doses due to ongoing 

agitation 

3. Neuromuscular blockers 

4. Active myocardial ischemia in the previous 24 

hours 

5.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in the previous 24 

hours 

6. High-frequency oscillation ventilation 

0. Other  

1. No adequate oxygenation [SpO2 <88% on an FiO2 of 

≥50% and a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 

of ≥8 cm H2O]  

2. No spontaneous inspiratory effort in a 5-minute 

period 

3. Acute agitation requiring escalating sedative doses 

4. Significant vasopressors or inotropes 

5. Evidence of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in the 

previous 24 hours 

 

Daily Care Processes Data Collection Tool. Content last reviewed January 2017.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Rockville, MD. 

https://www.ahrq.gov/hai/tools/mvp/modules/technical/daily-care-processes-tool.html 

https://www.ahrq.gov/hai/tools/mvp/modules/technical/daily-care-processes-to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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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중재 관찰 체크리스트 

VAP 예방 중재 수행도 조사표 
■ 병동 :            ■ 관찰 일시 :     년    월    일         ■ 관찰  시간 :    시    분    -    시    분         ■ 조사자 :  

위치 
환자 

번호 
Intubation 

Subglottic E-tube 

커프 압력 
인공 

호흡기 

상체 거상 구강 간호 자발호흡시도 DVT 예방 

기타 
사용 금기 각도 금기 수행 금기 수행 금기 수행 금기 

1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2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3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4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5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6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7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8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9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10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11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12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13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14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15  OT/NT/T/N Y/N/C   Y/N   Y/N/C  Y/N/C  AC/ES/IPC/N/C   
 

OT : Orotracheal tube, NP : Nasotracheal tube, T : Tracheostomy tube, Y : Yes, N : No, C : Contraindication, NA : Not Available, AC : Anticoagulant, ES : Elastic 

stocking, IPC : Intermittent Pressure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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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aHyun Kang, PhD, MPH 

 

   An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EICU) is a place that provides intensive 

care to severe emergency patients. Most EICU patients have high disease severity 

and require the use of a ventilator due to loss of consciousness and respiratory failure, 

etc. Also, in emergency situations, the principles of infection control are likely not 

to be complied with, so the risk of developing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is high.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VAP and bundle compliance of 

EICU in Korea. Therefore, we aimed to provide a basis for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VAP bundle in EICU.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20 to February 28, 2021,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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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hospitalized in the EICU of a tertiar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ged 18 

years or older, and who applied a ventilator for 3 days or more. Data were 

retrospectively collected in March 2021 through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VAP surveillance and bundle compliance monitoring data from the hospital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team. 

A VAP bundle includes (1)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2)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3)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4) Maintaining of endotracheal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2O, 

(5)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and (6) Deep Vein Thrombosis (DVT) 

prophylaxis. VAP bundle compliance was monitored through direct observation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 at the same time every day (4-6pm) by an infection control 

nurse. 

The VAP incidence rate wa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VAP per 1,000 ventilator 

days, and the VAP bundle compliance was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the ventilator 

days for which the VAP bundle was performed. If the VAP bundle was 

contraindicated, it was considered as non-compliant. To determine whether VAP 

bundle compliance, patient-related factors, and treatment-related factors affect the 

incidence of VAP, the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for nominal variables and 

Student's t-test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were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it included each VAP bundle 

compliance as well as variables with a p<0.05 in univariate analysis. All analyses 

were performed in IBM SPSS statistics 25 program.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with a p-valu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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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131 subjects, and the incidence rate of VAP was 7.46 cases per 1,000 

ventilator days. During the study period, each VAP bundle compliance were 98.2% 

for 'Maintaining an endotracheal tube cuff pressure more than 20cmH2O', 93.2% for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day’, 79.8% for 'DVT prophylaxis', 48.8% for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35.4% for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and 16.0% for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As a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Oral care with chlorhexidine 3 times a day’ was 

associated with incidence of VAP (p=0.026). Among the patient-related factors, 

transfer (p=0.037), sepsis (p=0.015), and hemato-oncologic underlying disease 

(p=0.038) were associated with incidence of VAP. Among treatment-related factors, 

ventilator days (p<0.001), reintubation (p=0.003), and aspiration (p=0.003)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compli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VAP occurrence (aOR=0.943, 

p=0.007). Among patient and treatment-related factors, sepsis (aOR=26.642, 

p=0.007), reintubation (aOR =16.015, p=0.023), and aspiration (aOR =13.450, 

p=0.009)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incidence of VAP in EICU is relatively high, some VAP bundle 

compliance were low; elevation of the head of the bed more than 30º and use of 

endotracheal tubes with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port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lia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ctors related not to comply VAP bundle, 

provide an appropriate environment, and educate healthcare personnel.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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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ce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is low due to well-established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dditional infection control strategies seem not to be effective. 

However, in this study, we can figure out that VAP occurrence is likely to be 

decreased as ‘Daily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compliance is higher. Considering 

the VAP occurrence and VAP bundle compliance in EICU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evidences of VAP bundle implementation in EICU and EICU 

customized VAP prevention strategy. 

 

Keywords: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EICU), Bundle, Compliance 

Student Number: 2017-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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