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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중환자실 환자에서의 피부 증상에 관한 분석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요하는 피부과 질환은 흔하지 않지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서는 전신 질환의 피부 증상이나 치료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피

부 증상 등 여러 종류의 피부 증상이 흔히 관찰된다. 그러나 중환자실 치료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른 내외과적 문제에 치우쳐 이러한 피부 

증상은 자주 무시된다.

저자들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피부 증상이 어떠한 양상으

로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관찰된 피부 증상을 분류하여 이 증상들이 환자의 중환

자실 재원 일수, 기계 환기 여부 및 환자의 양상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피부의 건조한 정도를 평가하여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의로 선택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피부 증상을 임상적으로 

관찰하 을 때 80.5%에서 피부 증상이 관찰되었다. 관찰된 피부 증상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원발성 피부질환, 다른 전신 질환과 동반된 피부질환, 중환자실 치

료의 합병증으로 병발한 피부질환, 우연히 동반된 원발성 피부질환,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의 5개의 군으로 분류하 고, 비특이적 피부 증상의 빈도가 가장 많았

으며, 이 중 건조 피부는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연관되었던 점으로 볼 때, 중환자

실의 건조한 환경과 환자들의 노출된 피부가 입원기간의 증가에 따른 건조 피부

의 발현 빈도 증가에 기여하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건조 피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중환자실 입원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수분함유량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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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수분함유량이 낮게 나타났다. 낮

은 수분함유량은 환자의 연령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는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중환자실, 피부 증상, 건조 피부, 사지 말단 부종, 피부 수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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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환자에서의 피부 증상에 관한 분석

<지도 유 욱 조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미 정

Ⅰ. 서   론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서는 여러 종류의 피부 증상이 흔히 관찰되나,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른 내외과적 문제에 치우쳐 이러한 피부 증상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 다고 여겨진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치료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욕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대개 중환

자 의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1-3
.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피부 병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은 1995년 Dunnill 등이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부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을 조사하여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요하는 피부 증상을 분류한 후향적인 연구가 있었다
4
.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중한 원발성 피부 질환은 흔하지 않으며, 오

히려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증

으로 병발한 피부질환이나 우연히 동반된 원발성 피부질환, 비특이적인 피부 증

상이 자주 관찰된다. 특히 건조 피부나 사지 원위부 부종과 같은 비특이적인 피

부 증상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사지 원위부 부종

의 경우 중환자 의학자에게서 기계 환기를 하는 환자에서 경험적으로 더 흔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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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어 왔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분류한 부종과 건조 피부 중, 부종의 경우 중

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피부 건조증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경험적으로 흔히 관찰되며, 임상적으로 소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견지에서 전신 질환의 치료와 별개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저자들은 실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의 종류를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원발성 피부질환, 다른 전신 질환과 동반된 피부질환, 중

환자실 치료의 합병증으로 병발한 피부질환, 우연히 동반된 원발성 피부질환, 비

특이적인 피부 증상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질환별 발생빈도를 살펴보

고, 비특이적 피부 증상이 기계 환기 혹은 양 상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피부 건조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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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동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무작위로 113명을 대상으로 피부 증상을 평가하 다. 대상 

환자 113명 중 기계 환기를 받는 환자가 83명이었고, 기계 환기를 하지 않는 환

자가 30명이었으며, 기계 환기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53명, 여자 30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29세에서부터 91세까지로 평균 64.8세 다. 기계 환기를 하지 않은 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15명, 여자 15명이었고, 연령분포는 19세에서 84세까지로 평균 

60.2세 다. 평균 중환자실 재원 일수는 기계 환기군은 62.05일, 기계 환기를 하지 

않은 군은 20.90일로서 기계 환기군의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길었으며, 기계 환기

군의 평균 기계 환기 일수는 29.47일이었다.

건조 피부의 평가를 위해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동세브란

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무작위로 106명을 대상으로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 고, 성별 분포는 남자 58명, 여자 52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7

세에서 91세로 평균 연령은 66.4세 으며 평균 재원 기간은 23.0일이었다. 같은 

기간 피부과 외래 환자 중 전신적 염증성 또는 습진성 질환이 없는 161명을 대조

군으로 하여 총 수분함유량을 측정하 으며 대조군의 성별 분포는 남자 70명, 여

자 91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24세에서 80세로 평균 연령은 51.74세 다.

2. 연구 방법

가. 피부 증상의 평가

전신을 시진하여, 모든 피부 증상을 (1)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원발성 피부질

환, (2) 다른 전신 질환과 동반된 피부질환, (3)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증으로 병발

한 피부질환, (4) 우연히 동반된 피부질환, (5)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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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피부 수분량의 측정

Corneometer(CM-820, Courage-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는 탐침

을 측정부위의 피부표면에 착 접촉 후 가볍게 누르면 나타나는 수치를 임의 단

위(arbitrary unit ; AU)로 표시하 다. 측정부위는 전박내측 중간부위를 선택하

다. 결과는 3회 연속 측정한 실험결과를 평균하여 표시하 다. 계절에 따른 변화

를 배제하기 위하여 200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시행하 으며 중환자실 온도 

26.5±1℃, 습도 43±2%, 외래 온도 26.0±1℃, 습도 48±2%의 환경을 유지하 다.

다. 양 상태의 평가

ICD-9-CM(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9th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의 양 상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adequate, mild malnutrition, 

moderate malnutrition, severe malnutrition으로 분류하 다.

라. 통계분석

통계학적 검정을 위하여 Fisher's exact test와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two sided unpaired t-test 및 선형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상관성을 분석하

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값 0.05이하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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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피부 증상의 빈도

총 113명중 91명(80.5%)에서 피부 증상이 관찰되었고, 어떠한 피부 증상도 가지

지 않은 환자가 22명(19.5%)이었다. 피부 증상을 (1)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원

발성 피부질환, (2) 다른 전신 질환과 동반된 피부질환, (3)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

증으로 병발한 피부질환, (4) 우연히 동반된 피부질환, (5)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

의 5개의 군으로 분류하고(표 1), 이러한 분류에 따라 피부 증상의 빈도를 알아보

았다. 전신 질환과 연관되는 피부 증상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의 증상으로 나

타난 혈액성 수포와 자반, 당뇨병성 피부병증, 당뇨족, 황달, 거미양 혈관종, 쭈쭈

가무시병의 건조가피, 곤봉지, 전신 부종 등이 관찰되었다.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

증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에는 욕창, 약진, 시술과정에서 생긴 혈종, 가피와 멍, 

자극성 접촉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우연히 동반된 피부질환은 모낭염, 

조갑백선, 족부백선, 완선, 만성단순태선, 결절성 양진, 지루피부염, 조갑 감입, 

pincer nail 등이 있었고 전신 부종을 제외한 사지 원위부의 부종과 건조 피부를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으로 분류하 다.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심한 수포성 질

환,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 포도구균성 열상 피부 증후군 등을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원발성 피부질환으로 정의하 으나 연구기간 내 원발성 피부질환으로 중

환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없었으며(0%), 전신 질환과 연관되는 피부 증상은 25

명(22.1%)에서 관찰되었고,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은 32

명(28.3%)에서 관찰되었으며, 우연히 동반된 피부 질환은 37명(32.7%), 비특이적

인 피부 증상은 45명(39.8%)에서 관찰되었다.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이 관찰된 피

부질환은 진균감염증으로 조사대상의 30.1%(34/113)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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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환자실 환자에서의 피부 증상의 분류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M: diabetes mellitus, CRF: chronic 

renal failure, CHF: chronic heart failure, NA: not available

가. 피부 증상과 기계 환기의 관련성

91명의 피부 증상이 관찰되는 환자 중 기계 환기를 하는 환자가 67명(73.6%)

이었고, 기계 환기를 받지 않는 환자가 24명(26.4%)이었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05). 특정 피부 증상과 기계 환기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 5가지로 분류한 피부 증상의 유무를 기계 환기군과 기계 환기를 하지 않은 

군 사이에서 비교하 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기계 환기

군에서 경험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피부 증상은 사지 부종으로 기계 환기와 사지

부종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비교한 결과, 기계 환기군의 15명에서 관찰

되었으나 기계 환기를 하지 않은 군의 2명에서 관찰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건조 피부의 빈도도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p>0.05).



- 9 -

나. 기계 환기 일수와 비특이적 피부 증상과의 연관성

기계 환기 일수를 10일이하, 11-30일, 31일이상으로 구분하여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의 빈도를 비교하 으나,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기계 환

기 일수를 구분하여 기계 환기군과 연관이 있는 결과를 보인 사지 부종의 빈도

를 비교하 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0.05).

다.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치료 합병증으로 나타난 피부 증상의 연관성

 중환자실 재원 일수를 10일이하, 11-30일, 31일이상으로 구분하여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피부 증상의 빈도를 비교하 다. 중환자실 재원 일수

가 길수록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의 빈도가 높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p=0.0138).

표 2. 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따른 치료 합병증으로 나타난 피부 증상의 빈도

*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p=0.0138), N=113

라.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비특이적 피부 증상과의 연관성

중환자실 재원 일수를 10일이하, 11-30일, 31일이상으로 구분하여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의 빈도를 비교하 으나(data not shown), 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따른 

비특이적인 피부 증상의 빈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 비특이

적인 증상으로 분류한 사지부종과 건조 피부를 각각 분리하여 중환자실 재원 일

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표 3), 부종의 경우 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따른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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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으나(p>0.05), 건조 피부는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긴 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p=0.0273).

표 3.  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따른 비특이적 피부 증상의 빈도

*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p=0.0273), N=113

마. 양 상태와 비특이적 피부 증상과의 연관성

조사대상자 중 45명의 환자에서 양 상태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adequate 3

명, mild malnutrition 34명, moderate malnutrition 2명, severe malnutrition 6명

으로 평가되었다. 양 상태에 따른 비특이적 피부 증상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p>0.05).

2. 피부 수분량

Corne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피부 수분량은 중환자실 환자군에서 59.2±10.2

로 측정되었고 대조군에서는 70.6±8.5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차이를 보 다(Two 

sample unpaired t-test,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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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조군과 중환자실 환자군에서의 피부 수분량 (AU ; arbitary unit)

가. 연령에 따른 피부 수분량

중환자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피부 수분량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림 2. 연령에 따른 대조군과 중환자실 환자군의 피부 수분량 

      (AU; arbitary unit)

나. 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따른 피부 수분량

 중환자실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측정된 피부 수분량 간에는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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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림 3. 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따른 중환자실 환자군의 피부 수분량

        (AU; arbitary unit, 선형 상관 분석; R=0.0541, p=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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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음에

도 불구하고, 피부 질환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고 생각된다.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인 환

자들의 경우, 의식이 없거나 기계 환기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호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 증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기도 한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는 가장 자주 잊혀지는 장기이며, 피부 증상도 자주 간과

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환자의 80.5%에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부 증상의 발현 빈도가 높으며 조속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신 질환과 연관되는 피부 증상은 환자가 가진 전신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

타날 수도 있으며, 전신 질환의 상태를 반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파종성 혈

관내 응고증과 당뇨, 간경화, 신부전으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서 연관된 피부 증상

이 많이 관찰되었고 쭈쭈가무시병에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건조가피가 관찰이 되

었으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환자에서는 연관되는 피부 증상이 관찰

되지 않았다. 이는 전신 질환과 연관이 있는 피부 증상의 발현 빈도와 특정 전신 

질환과의 관련성으로 생각된다. 대개 전신 질환과 연관된 피부 증상은 전신 질환

의 호전과 함께 호전되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당뇨 환

자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합병증이며, 만성적이며 잘 치유되지 않는 족부 궤양으

로 심한 경우 족부의 절단을 초래하게 된다. 근본 원인으로 당뇨병에 의한 말초

혈관의 혈류 장애와 말초 신경병증에 의한 감각의 이상, 족부 변형 및 면역 억제

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 반복적인 미세한 압력, 외상, 감염 등이 단독 또는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궤양의 발생과 그 악화를 초래한다
5-7
. 조사 기간동안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한 환자에서 관찰되었는데, 당뇨환자로 손발톱에 조갑진균증이 있었

으며 왼쪽 하지의 봉소염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궤양이 발생하 다.



- 14 -

 중환자실 치료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을 조속히 인지하는 것이 치료

에 도움이 되고 중환자 치료 수준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진성 약진, 여드름양 약진, 시술 과정에서 생긴 혈종, 가피와 멍, 자극

성 접촉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욕창이 관찰되었다. 중환자실 치료를 받

는 환자들은 욕창이 발생할 여러가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서 욕창의 빈도는 33-56%로 보고 되고 있다
8
. 압력과 전단, 마찰, 습도가 

욕창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이며, 부동성, 나쁜 조직 관류, 나쁜 양 상태, 치료 장

비에 의한 피부 손상도 욕창의 발생과 연관된 위험 인자이다. 피부에 가해지는 

높은 압력은 피부의 산소압을 떨어뜨리고, 정맥압을 높혀 간질 부종을 야기하며, 

세동맥압의 상승과 모세혈관 벽의 허혈을 유도한다. 압력을 제거할 경우 일시적

인 허혈에 대한 보상성 충혈이 일어나나, 압력이 오래 가해질 경우 비가역적인 

조직 손상이 일어나 세포괴사와 궤양이 발생한다
1,9
. 본 연구에서 욕창은 11명

(9.7%)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9명은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해, 1명은 뇌종양의 

수술 후, 다른 1명은 흉선종의 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 다. 2명의 환자는 보행

이 불가능한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부터 욕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부 증상을 분류한 다른 군에 속하지 않아 합병증으로 나타난 피부 증

상에 포함시켰다. 욕창이 관찰된 환자들의 평균 중환자실 재원 일수는 83.75일로 

매우 길게 나타났으나, 욕창의 발생에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향을 주지는 않았

다(입원 1주일-1달 후 발생). 욕창이 관찰되었던 환자들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여 

전원 사망 또는 가망 없는 퇴원을 하 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단일 질환으로 가장 흔히 관찰된 것은 진균감염

증으로 30.1%(34/113)의 빈도를 보 고 이것은 백 등이 당뇨환자의 대조군으로서 

일반인 1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31%(45/1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
.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서 사지 원위 부위에 부종이 흔히 관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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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경험적으로 기계 환기를 하는 환자에서 더 자주 관찰되며 기계 환기를 시

작한 후 부종이 발생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양상을 보 다. 본 연구 결과 사지 원

위부 부종은 20명(24.1%)의 기계 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와 4명(13.3%)의 기계 환

기를 하지 않는 환자에서 관찰되어, 기계 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더 빈번히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p>0.05). 기계 환기 치료 시 

양압 환기로 인해 심박출양이 감소하고 이것이 유효 동맥혈용적의 감소를 야기하

여 결국 신혈류를 감소시켜 사지 원위부의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1,12
. 그러

나 기계 환기를 하지 않는 군에서도 사지 원위부 부종이 관찰되어 다른 원인이 

부종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며, 정맥이나 임파관 배액이 안될 때 국소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정맥압이 높아지는 상태나 혈량 과다 상태와 연관이 있는 심부전, 신부전, 간경

화, 염류부신피질 호르몬 과다증, 그리고 양 불균형 상태, 특히 단백질 부족 등

에서는 전신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13-15
. 중환자실 입원 치료 시 양 상태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양의 보충이 이루어지지만, 13.3%(6명)에서는 심한 양

불균형 상태가 관찰되어 부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무작위로 45명의 

양상태를 평가하여 부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 으나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 환자들 중에 폐혈성 쇽에 이환된 환자 8명중 6명에게서 부종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p=0.0011)를 보 다. 이것은 환자들의 피

부 증상을 평가할 때, 전신 부종은 전신 질환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사지 원위

부의 부종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분류하 으나, 원위부의 부종이 전신 부종의 초

기이거나, 중환자들, 특히 기계 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개 의식이 없기 때

문에 근육의 수축이나 움직임이 없어 정맥이나 임파관 배액이 원활하지 못해, 사

지 원위부의 부종이 더 빨리 인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결국 비특이적으로 

분류한 증상 중 일부는 전신 질환과 연관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 16 -

 건조 피부의 정확한 정의와 병인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임상적으로 건조 피

부의 정의는 약간의 홍반과 균열이 있으면서 인설이 있는 표면이 거친 피부상태

를 지칭한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건조 피부란 좀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생화학적 

및 생리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

다. 표피장벽의 역할을 하는 각질층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건조 피부의 중요한 원

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적절한 수분을 각질층 내에 함유하기 위해서는 각질세포 

간 지질 성분과 아미노산, 요소, 유기산 등의 천연보습인자 및 피지가 관여한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의 균형이 깨지거나 결핍될 때 건조 피부가 유발될 수 있다. 

건조 피부 발생의 생화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지, 각질

세포 간 지질, 각질세포 내 자연 함습 인자, 그리고 교소체의 분해에 의한 각질세

포의 탈락 등이 중요하다
16-20
. 건조 피부와 연관된 피부질환 중 대표적인 아토피

피부염이나 어린선의 경우 이러한 정상 생화학적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여 건조 

피부가 발생한다
21
. 이러한 건조 피부의 유발 원인들 외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건조 피부가 생기기도 하는데, 화상이나 수술 후 반흔이 생긴 부위와 방사선 치

료를 받은 부위에서 건조 피부가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한랭지역에 장기간 

있을 때 건조 피부가 발생하는 것도 한 예이다
22
. 이차적인 외부 환경 중 특히 습

도가 피부와 피부장벽의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외부

의 낮은 습도가 노화된 무모 생쥐의 피부에서 표피의 증식을 유도하며 인설을 증

가시키는 것을 관찰하 다
23
. 이와 함께 장벽을 손상시킨 후 낮은 습도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표피층의 과증식이 유도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48시간) 건

조한 환경에 노출시킨 후 장벽을 손상시키는 경우 진피 내 비만세포의 비후와 탈

과립이 나타나며 염증이 유발된다.

 건조 피부와 연관된 피부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어린선, 건피증, 만성 습진 등이 

대표적이며, 전신질환으로는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환자에서 건조 피부가 호발하

고, 그 외에 림프종, 간질환, 갑상선질환, 중추신경경색증 등과도 연관되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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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뚜렷한 연관 질환이 없이 건조 피부

가  동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건조 피부의 경우, 조사대상의 29.2%(33/113)

에서 관찰되었고,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간질환, 또는 중추신경경색증을 가진 환

자의 45.7%(16/35), 기타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21.8%(17/78)에서 관찰되어

(미공개 자료), 건조 피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신 질환군과 연관이 있

음을 보여주었다(p=0.0138). 건조 피부의 빈도는 기계 환기군과 기계 환기를 하지 

않은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환자실의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는 비례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273).

 본 연구에서는 기계 환기를 하는 환자에서 사지 부종이 잘 생기고 이후 건조 피

부가 속발할 것으로 생각하 으나, 통계적으로 기계 환기와 사지 부종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환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

지부종과 건조 피부의 관계를 볼 수 없었다. 건조 피부는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것과 상관없이 corneometer를 이용하여 피부 수분량을 측정했을 때 중환자실 환

자군에서 피부 수분량이 감소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피부 부종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고주파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

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못했다.

 Corneometer는 피부의 정전 용량(capacitance)을 측정함으로써 피부 표면의 수

분 상태를 손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정전용량은 피부

에서 가장 높은 절연계수를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므로, 피부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학

적 검사만으로 건조 피부를 관찰했을 때 주로 하지, 경골부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이후에서 생리적으로 경골부 전면에 피부건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 피부건조를 측정하기 위해 노출이 적으며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전박 내측에서 corneometer를 이용하여 피부 수분량을 측정한 결과 중환

자실 환자군(59.2±10.2 AU)과 대조군(70.6±8.5 AU) 간의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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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1). 중환자실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66.4±13.9세,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51.9±14.6세로 평균 연령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p<0.0001), 두 군 간의 피부 수

분량의 차이는 노화에 따른 차이가 반 된 것으로 의심되어 연령에 따른 피부 수

분량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해 선형상관분석 결과, 두 군에서 모두 연령과 

피부 수분량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피부 수분량은 발한과

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환자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학적 검사만으로 건조 피부의 유무를 보았

을 때,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연관이 있는 결과를 보 다. 중환자실 환자들을 대

상으로 무작위로 측정한 피부 수분량도 역시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선형상관관계

를 보 다(p=0.0164). 중환자실 환자들의 각질층 피부 수분량의 감소에 중환자실

의 낮은 습도, 그리고 환자들의 노출된 피부 상태가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습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상대 습도 20-32%) 정상인에서도 건조 피부가 발생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4
.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습하여 습도를 높인 환경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긴 환자일수록 기저 

질환이 위중하여 전신적으로 생리적 항상성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건조 피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건조 피부의 빈도가 높게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환자의 기저 질환과 피부 수분

량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간질환, 또는 중

추신경경색증을 가진 환자군과 나머지 환자군을 나누어 피부 수분량을 비교한 결

과 평균 55.2±11.0AU, 61.9±8.7AU로 차이를 보 다(p=0.0013). 이는 환경적 요인

뿐 만아니라 환자의 기저 질환도 건조 피부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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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중환자실 입원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피부 증상을 임상적으로 관찰하고, 5개

의 군으로 분류하 을 때 비특이적 피부 증상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비특이적 

증상으로 분류하 던 건조 피부가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피부 수분량을 측정하여 대조군

과 비교하 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서 피부 수분량이 감소되어 있었고, 이

는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연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조 피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저 질환과 피부 수분량의 감소도 연관이 있었다. 중환자실의 

건조한 환경과 환자들의 노출된 피부가 입원기간의 증가에 따른 건조 피부의 

발현 빈도 증가에 일부 기여하 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자 피부의 노출을 피

하고 건조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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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utaneous Manifestations of the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

Mi Jung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Wook Lew)

 Although primary dermatological conditions requiring intensive care unit 

(ICU) admission are rare, skin lesions as the manifestations of systemic 

diseases or the complications in the critically ill patients are relatively 

common. During the process of critical care for the significant illness, the 

skin lesions are often ignored in daily clinical examination.

 We have analyzed the skin manifestations of the patients in ICU to find 

any correlation with ventilator care, nutritional state and the period of 

admission.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obtained by evaluating skin 

drynes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control.

 When we clinically examined the skin of 113 patients in ICU, skin lesions 

were observed in 80.5%. The dermatologic conditions were classified into 

5 groups: (1) primary skin diseases requiring intensive care; (2) 

dermatologic disorders due to multisystem disorders; (3) skin diseases as 

the complications of intensive care; (4) previously acquired coincidental 

dermatologic diseases; and (5) nonspecific cutaneous manifestations. 

Dermatologic conditions in each category between ventilator group and 

non-ventilator group were compared, but we could not observe any 

difference. The most common dermatologic manifestation in ICU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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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nspecific skin lesion such as peripheral edema and xerotic skin. The 

incidence of xerosis was correlated with the period of admission, it is 

possible that the longer period of hospitalization contributed to the 

dryness in the exposed skin of the patients.

 As a next step, we measured the capacitance with corneometer for the 

evaluation of xerosi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water content in 

106 ICU patients as an objective measurement of dry skin appeared to be 

lower. The skin surface hydration of ICU patients was statistical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nd was correlated with the period of 

admiss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ICU, Dermatoses, Dry skin, Peripheral edema, Skin surface 

hyd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