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심술 환자의 욕창예방 프로토콜
적용 및 효과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현 정



개심술 환자의 욕창예방 프로토콜
적용 및 효과 평가

지도 김 소 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현 정



이현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년 7월 일



- i -

차차차 례례례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ⅲ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ⅳ
부부부록록록 차차차례례례 ·············································································································ⅳ
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ⅴ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
A.연구의 필요성································································································1
B.연구 목적·········································································································3
C.용어의 정의·····································································································3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4
A.개심술 환자의 욕창 발생············································································4
B.욕창예방 간호중재·························································································7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
A.연구설계········································································································11
B.연구대상 및 표집방법·················································································11
C.욕창예방 프로토콜 개발 과정···································································12
D.연구도구········································································································20
E.실험 절차·······································································································22
F.자료분석 방법·······························································································23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25
A.연구대상자의 동질성 분석········································································25
B.욕창예방 프로토콜이 욕창발생에 미치는 효과·····································32
C.실험군내 욕창발생군의 관련 요인 분석·················································34



- ii -

D.적절성 평가를 통한 예비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수정,보완·············43

ⅤⅤⅤ...논논논의의의 ·················································································································45
A.욕창 발생 위험요인과 예방······································································45
B.예방 프로토콜의 임상적용·········································································47

ⅥⅥⅥ...결결결과과과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49
A.결과················································································································49
B.제언·················································································································51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52
부부부록록록 ··························································································································59
영영영문문문초초초록록록 ················································································································64



- iii -

표표표 차차차 례례례

표 1.문헌고찰을 통한 욕창예방 중재안···························································14
표 2.문헌고찰 외의 중재안·················································································15
표 3.예비 프로토콜·······························································································17
표 4.예비 프로토콜의 타당도 점수···································································19
표 5.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5
표 6.연구대상자의 수술 전 관련 특성·····························································27
표 7.연구대상자의 수술 중 관련 특성·····························································29
표 8.연구대상자의 수술 후 관련 특성·····························································31
표 9.연구 대상자의 욕창 발생율·······································································32
표 10.전체 욕창 발생군의 특성·········································································33
표 11.실험군의 수술 전 특성·············································································36
표 12.실험군의 수술 중 특성·············································································38
표 13.실험군의 수술 후 특성·············································································40
표 14.실험군 내 욕창 발생환자의 특성 분석·················································42



- iv -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1.연구 절차···································································································24

부부부록록록 차차차례례례

부록 1.욕창발생위험 사정도구···········································································59
부록 2.욕창예방 프로토콜···················································································60
부록 3.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결과 통보서··································62



- v -

국 문 요 약

개개개심심심술술술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욕욕욕창창창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적적적용용용 및및및 효효효과과과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는 개심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적
용하여 욕창 발생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욕창예방 프로토콜은 욕창 위험도 사정도구인 Bradenscale의 6개 하부 항목 감

각지각(SensoryPerception),습기정도(Moisture),활동(Activity),움직임(Mobility),
영양상태(Nutrition),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을 기준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설계를 하

였다.대조군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술하여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
자 66명,실험군은 2007년 10월부터 11월,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술하여 중환
자실에 입실한 환자 66명을 편의표출하여 시행하였다.실험군에 적용하기 전 중환
자실 간호사 30인에게 프로토콜의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 후 시행하였고,욕창예방
프로토콜은 실험군에 대해 중환자실 입실 후부터 평균 퇴실일인 3일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Program 을 이용하여 서술통계,t-test,χ

2-test,
Fisher'sexacttest,Mann-Whitney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욕창예방 프로토콜 적용 결과 실험군에서는 7명(10.6%),대조군에서는 20명(30.4%)
의 욕창 발생율을 나타내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7.869,
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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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군의 욕창 발생 7명의 욕창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욕창 발생 시기는 수술
후 1일이 5명(71.4%),수술 후 2일은 2명(28.6%)이었다.욕창 발생 부위는 7명
(100.0%)이 모두 미골 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발뒤꿈치,견갑골,기타 부위에서
는 발견되지 않았다.욕창 정도는 GradeⅠ이 5명(71.4%),GradeⅡ이 2명
(28.6%)이고,욕창 크기는 1×1cm 이하는 2명(28.6%),3×3cm 이하가 3명
(42.9%),5×5cm 이하가 2명(28.6%)이었다.
대조군의 욕창발생 20명의 욕창 발생 시기는 수술 당일은 3명(15%),수술 후
1일은 16명(80%),수술 후 2일은 1명(5%)이었다.욕창 발생 부위 20명(100.0%)
이 모두 미골 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뒤꿈치,견갑골,기타 부위에서는 발견되
지 않았다.욕창정도는 GⅠ이 18명(90%)이고,GⅡ이 2명(10%)으로 나타났다.
욕창 크기는 1×1cm 이하는 2명(10%),3×3cm 이하가 8명(40%),5×5cm 이하가
7명(35%),7×7cm 이하가 1명(5%),9×9cm 초과가 2명(10%)으로 나타났다.

3.전체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수술 전 관련 특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isher'sexacttest,Mann-Whitneytest를 시행한 결과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U=95.5, p=.021), 헤마토크릿 수치(U=103.5, p=.032), 당뇨(χ2 =6.176,
p=.013),신장질환 여부(χ2=4.885,p=.028),수술 전 편마비(χ2=6.864,p=.009)에
서 욕창발생군과 비발생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개심술 환자에게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적용한 후 욕
창 발생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이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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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욕창(pressureulcers)은 신체의 골성 돌출부와 피부 표면에 장기간의 압력이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국소적인 조직의 손상으로(QuigleyandCurley,1996),간호
현장에서 만나는 급성,만성기의 대상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욕창은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좌절감을 주고,의료인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되며,의
료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Feuchtinger,Halfens,andDassen,2005).
욕창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4-7일 재원기간이 길고(Aronovitch,
1999),욕창의 심각성에 따라 건당 5,000불에서 40,000불의 의료비가 소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Inman,SibbaldandRutledge,1993).
욕창의 발생율은 입원 환자의 2.7%-29.5% (Agencyforhealthcarepolicyand

research,1992),중환자실 환자 중 50% 이상 (Jiricka,1995)으로 알려져 있고,국
내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는 10.5%-40%(EunandSuh,2001;Kim,2000)로 보
고하고 있다.최근에는 만성기 뿐만 아니라 급성기에 발생하는 욕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져,급성기 간호현장이나 수술 직후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욕창에 대한 보
고도 몇몇 발표되었다.수술을 받은 환자의 욕창발생율은 4.7%-66%로 보고하고
있고(Versluyse,1986;Vermillion,1990;HoymanandGruber,1992;Hoshowsky
andSchramm,1994;Papantonioetal.,1994;Grousetal.,1997;Haalboom et
al.,1997;Lewickietal.,1997;Scott.andMayhew,1992),국내의 일 연구에서는
119명의 수술 환자 중 26.1%에서 보고되었다(박형숙,박경연과 류성미,2005).
개심술 환자의 경우 체외순환 중 혈압곡선이 평균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조직

의 관류가 감소된다(Husni,1985).또한,장시간 수술시간 동안의 부동,진단적 검
사,심장 보조 장치(cardiacassistivedevices)사용 등의 요인으로 높은 욕창발생
의 위험을 안고 있고(Pokorrny,KoldjeskiandSwanson,2003),다른 일반적 수술
보다 수술 후 기간 동안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며 침습적 치료(intraaortic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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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cardiacassistivedevices),마취진정제 사용 등으로 환자의 부동상태가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욕창 예방의 필요성이 재기되는 환자 집단 중의 하나이다.
개심술 환자의 욕창발생에 대한 국내 보고는 없으며,국외 연구에 의하면 개심술
환자의 9.2%-38%에서 욕창발생이 보고되어(Stordeur,LaurentandD'hoore,1998;
Cuddigan,AyelloandSussman,2001),입원환자의 평균적인 욕창발생율보다 높
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욕창은 의료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고,이에 대한

치료적 중재보다 예방적 중재가 더 중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국외에서 발표된
단일 중재안은 구체적으로 마사지,잦은 체위변경,수술 중 체위변경,보호 장비,
국소적 로션 적용,특수 침대,피부조직의 확장 장치(externaltissueexpansion
devices)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Buss,HalfenandAbu-Saad,1997;Bergstrom,
1996; Hampton,1997;Fletcher,1997;Bergstrom,2000;GerR.,1997).최근에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의 중요성 대두로 1992년 Agency for
HealthCarePolicyandResearch의 임상지침(Guideline)인 “PressureUlcersin
Adult:PredictionandPrevention”이 발표되고 난 후 이를 토대로 많은 욕창 예
방 중재들이 진행되었다(Pokornyetal,2003).국내에서는 체위변경(임경춘 과 송
미순,1996),마사지와 같은 단일 중재안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 등이 소수 있으
며,욕창 예방 프로그램,프로토콜 적용으로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명선(2004)
의 연구와 외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andLee(2003)의 연구 등 소수가
존재할 뿐이고,개심술 환자와 같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욕창 예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심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개발 및
적용과 그 효과 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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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개심술 환자를 위한 욕창 예방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함이며,구체
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개심술 환자를 위한 예비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2)예비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다.
3)예비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임상 타당도 및 적절성을 검증한다.
4)최종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확정한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개심술
체외순환을 적용하여 심장의 선천성,후천적 결함을 교정하는 술식을 일컫

는 말로,본 연구에서는 체외순환 적용과 비적용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다.

2)욕창
신체의 골성 돌출부와 피부 표면에 장기간의 압력이나 마찰에 의해 발생하

는 국소적인 조직의 손상을 의미하며(QuigleyandCurley,1996),본 연구에서
는 NationalPressureUlcerAdvisoryPanel(NPUAP)에 해당하는 피부 손상
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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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개개개심심심술술술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

욕창의 발생은 피부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의 강도와 지속정도에 대한 tolerance
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Sewchuk,PadulaandOsborne,2006).일반적으로 욕창
발생 요인을 내적 요인(내부적인 피부통합성)과 외적 요인(피부에 가해지는 외부
적 압력 정도)으로 나눌 수 있다(BradenandBergstrom,1987).내적 요인으로 알
려진 요소들로는 연령,부동,탈수,감각 지각의 저하,조직 관류의 변화,영양 불
량,빈혈(Jesurum etal,1996),중환자실 입실(Eachempati,HydoandBarie,2001)
그 외 마비,심장 질환,신장 질환,당뇨,주요 수술,진정수면,발열(Stordeurand
Laurent,1998)등을 들 수 있고,외적 요인으로는 압력의 강도 및 지속정도,마찰
력,응전력,수분노출정도(Bradenetal,1987)등이 있다.
수술 환자의 경우 욕창 위험 요인은 크게 수술 전,수술 중,수술 후로 구분하여

규명할 수 있다.수술 전 위험요인으로는 일반적인 욕창발생 위험 요인과 함께 수
술 전 낮은 혈색소 수치,알부민 수치의 3g/dl이하,연령(Stotts,1999;Kempet
al.,1990),혈관질환(HoshowskyandSchramm,1994)등이 있고,특히 당뇨는 중
요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당뇨환자는 비당뇨 환자보다 욕창발생이 3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Papantonio,Wallop and Kolodner,1994;Schultz et al,1999;
Lewickietal,1997),
수술 중 위험 요인으로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장기간의 부동상태를 들 수 있

다.수술 동안 환자는 부동의 상태를 유지하고,마찰이나 응전력이 발생해도 통증
을 느낄 수 없으며 체위를 변경할 수 없다.수술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량 욕창 발생율이 관찰된다(Hicks,1970;
HoshowskyandSchramm,1994)고 보고하였고,10시간 이상 수술을 받은 33명의
대상자 중 45%에서 욕창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GrousandReilly,1997)수술
후에도 회복실이나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부동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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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안의 부동의 시간은 단순히 수술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choonhove,DefloorandGrypdonck,2002).또한 수술 중의 혈역학적 변화와 순
환상태 변화는 조직의 저산소화를 유발하여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인다. Sandra
외(1997)에 의하면 욕창 발생군은 수술 전보다 피부 혈류량이 1/2저하되었으며,
반대로 비 욕창 발생군은 수술 전보다 피부 혈류량이 500%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고 한다.수술동안의 저혈압 상태 유지는 욕창 발생과 연관이 있다(Lewickietal,
1997)고 보고하고 있고,혈액 소실로 인한 혈역학적 변화와 순환상태 변화가 욕창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ArmstrongandBortz,2001).수술 준비 용액으로
인한 습기 노출 또한 욕창 유발을 촉진할 수 있다.수술 준비 용액은 피부에 습기
를 노출시키고,피부의 pH를 변화시키며,피부 자체의 보호액(protectiveoils)을
상실시켜 압력과 마찰력에 민감한 상태로 만든다(Sieggreen,1998).체위를 취하는
동안의 피부 마찰력 및 응전력은 욕창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수술 동안 앙와
위(supineposition)를 취한 환자가 쇄석위(lithotomyposition)를 취한 환자보다 천
골부위의 욕창 발생율이 낮았다고 하고(ScottE.M.etal,1999),반-파울러스 체위
(semi-fowler'sposition),복위(proneposition)는 체표면적의 압력이 낮았고,90도
측위(side-lyingposition)자세가 체표면적의 압력이 가장 높았다고 하여(Defloor
T,2000)체위에 의한 특정부위의 욕창 발생 위험율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체온 상승용 담요 사용(Gendron,1988),혈관수축제(vasoconstrictor)의 사
용,마취제재의 선택(Ramsay,1998),체외순환 시간 등이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 후의 위험요인으로는 체위변경의 소홀,부동,활동 정도 저하 등과 요실금,

감각지각 저하,영양 상태 변화,순환 변화 등이 있다(Armstrong and Bortz,
2001).
수술과 관련된 욕창은 대개 수술 후 시간이 경과된 후 나타나게 된다(Sewchuk,

PadulaandOsborne,2006).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1-3일 사이에 수술에 기인한
욕창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Papantonioetal,1994).수술동안의 부동으로
조직층 깊숙이 발생한 괴사의 경우 그 손상이 피부 표면으로 관찰되는 시기가 수
술 후 3일 이내라고 보고하고 있다(Gendron,1980 ;CentraalBegelei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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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an,1992;HoymanandGruber,1992).하지만 대부분의 욕창은 수술 후 48
시간 이내에 발견된다고 한다(Gendron,1980;Vermillion,1990)
개심술 환자들의 경우 수술 전 심부전,심박출량 감소가 있어 국소적 조직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이다.이완기 혈
압이 60mmHg이하인 경우 외부에서 낮은 압력만 주어도 조직에 혈액 공급이
저하된다(SeilerandStahelin,1985).특히 개심술 환자들은 체외순환 중 혈압곡
선이 평균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관류 저하로 인해 욕창의 위험이 높다(Husni,
1985).그 외 딱딱한 수술실 침대 위에서 장시간의 부동(Leigh and Bennett,
1994),수술 직후 움직임의 제한(BodnarandMyron,1992)등으로 욕창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특히 수술 중 체외순환은 욕창 발생의 중요한 관련 요인
(Campbell,1999)중의 하나이다.Lewickietal(1997)이 337명의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4.7%의 욕창 발생이 관찰되었고,욕창발생과 연관이
있는 변수로 수술 전 낮은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혈중 알부민 수치,수술 후
IntraAorticBallonPump(IABP)삽입,수술 전 낮은 Bradenscale,당뇨 유병률,
다른 동반 질환의 유무,수술 후 체온으로의 빠른 복귀,수술 후 적은 체위 변경
으로 나타났다.
이 중 IntraAorticBallonPump(IABP)삽입은 타 연구에서도 욕창 발생과의 연

관성에 대해 규명된 상태이다.IntraAorticBallonPump(IABP)를 사용 중인 환자
들 중 25%에게서 욕창 발생이 있었다(Papantonio,WallopandKolodner,1994)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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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욕욕욕창창창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과과과 예예예방방방적적적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

일반적으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압력,마찰과 응전력의 경감,두 번째는 영양 상태의 증진,세 번째는 청결
한 피부 상태 유지이다.(Thomas,2006;Reddy,GillandRochon,2007).
첫 번째로 압력,마찰과 응전력의 경감을 위해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은

체위변경이다.척수손상 환자에게 2시간마다의 체위변경이 욕창 발생율을 낮추었
다는 연구결과(Kenedi,CowdenandScales,1976)가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체위
변경이 간호인력의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압력 경감을 위한 매트와
도구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838명의 간호요양원 고위험군 대
상자들에게 1군은 압력경감 매트리스를 적용과 동시에 4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
행하였고,2군은 동일한 압력경감 매트리스에서 6시간마다 체위변경을 3군은 매트
리스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시행 후 욕창 발생을
관찰한 결과 1군은 2, 3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Cullum,
McInnes,Bell-syerandLegood,2004).이밖에 압력경감을 위한 매트리스인 겔
매트리스(gell mattress), 에어 매트리스(air mattress), 물 매트리스(water
mattress),양피(sheepskin),foam mattress등을 이용을 통해 욕창 발생율이 낮아
졌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Jolleyetal,2004;McGowanetal,2000;Takalaetal,
1996;Hofmanetal,1994;Santyetal,1994;Vyhlidaletal,1997;Conineetal,
1993;Kempetal,1993).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실 침대의 재질을 바꾸어 압력을 경감시키는 중재를 통

해 욕창 발생율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Nixonetal,1998;GrayandSmith,
2000;Goldstoneetal,1982).
두 번째로 영양상태의 증진으로는 특히 만성적인 환자가 많은 간호단위에서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중재이다.한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권장량보다 93% 섭취
한 그룹이 119% 섭취한 그룹보다 욕창발생율이 높았다고 하며(Bergstrom,1992),
많은 연구에서 혈청 알부민 수치,혈청 단백질 수치가 욕창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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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llman,1987;Gorse,1987;Inman,1993;Anthony,2000;
Moolten,1972).하지만 수술 환자에게 영양상태는 하나의 욕창 위험 요인을 예측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으나,영양상태의 평가 자체가 장기적인 결과의 반영
으로 단기적으로 수술 전 후로 중재로 결과를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세 번째의 예방적 중재는 청결한 피부 상태 유지이다.이는 병동 단위에서 요실

금이나 변실금 등으로 인한 피부 상태의 오염을 가급적 피하는 등의 간호중재를
포함한다.몇몇 연구에서 요실금은 욕창발생율을 5배 높인다는 보고를 하였다
(Lowthian,1976).수술 중에는 정체도뇨관의 삽입과 수술 전 관장을 통해 소변이
나 대변 등의 체액에 노출됨에는 자유로우나,수술 전에 사용하는 피부 준비 소독
액의 사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피부에 습기를 노출시키고,피부의 pH를 변화시키
며,피부 자체의 보호액(protectiveoils)상실시켜 압력과 마찰력에 민감한 상태로
만든다(Sieggreen,1998).
최근에는 개별적인 간호중재의 효용성에 대한 판별보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중점으로 보고되고 있다.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Wound,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WOCN),NationalPressure Ulcer Advisory
Panel(NPUAP),AHRQ(AgencyforHealthcareResearchandQuality)등에서 편
찬된 욕창예방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욕창예방 중재안을 개발 후 전 병원의 대상
자에게 2년동안 적용한 결과 전체 욕창 환자가 12.4%에서 4.08%까지 감소하였다.
이중 병원에서 발생한 욕창은 6.2%에서 1.36%까지의 감소하여 욕창예방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Catania, Huang, James and Ohr, 2007).
Pokorny(2003)는 욕창관리를 위한 사정,단계구분,욕창의 단계에 따른 중재방법
을 조직화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351명의 개심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욕창발
생율은 7%로 나타났다.이는 일반적인 개심술 환자의 9.2%-38%에서 욕창발생이
보고된 것(Papantonio,etal,1994;Schultz,etal,1999;Lewicki,etal,1997)에
비하여 낮은 발생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욕창예방 프로그램,프로토콜 개발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근거

기반 실무(Evidence-basedpractice)의 개념으로 최근에는 주요한 실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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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던 중재에 대해 그 근거의 질에 따라 권장 유무
를 판별함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욕창관리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가이드라인은 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NPUAP), European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EPUAP),Wound,Ostomy,and Continence
NursesSociety(WOCN),AgencyforHealthCarePolicyandResearch(AHCPR)
등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이중 AgencyforHealthCarePolicy
andResearch(AHCPR,1992)에서 성인 대상자에 대한 욕창의 예방 및 중재에 대
한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다음과 같은 중재를 권고하였다.각각의 중재는 근
거기반으로 근거의 수준 정도가 기재되어 있고,A등급은 잘 설계된 연구에 의한
근거,B등급은 평균정도의 설계된 연구에 의한 근거,C등급은 전문가 의견에 의한
근거이다.권고된 구체적인 중재를 살펴보면 대분류로는 크게 위험요인 사정도구
및 위험요인 사정(RiskAssessmenttoolsandRiskFactors),피부관리 및 조기
치료(Skin Care and Early Treatment),물리적 압력 및 지지면 (Mechanical
LoadingandSupportSurfaces),교육(Edu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로 위험
요인 중재도구와 위험요인 사정은 Bradenscale이나 NortonScale등과 같은 타당
도 검증된 사정도구를 통해 위험요인 사정이 필요하고,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재
사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이때 위험요인은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고 권고
한다.둘째로 피부관리 및 조기치료는 9가지 하분류를 포함하고 있다.피부관찰,
피부청결유지,건조한 피부 유지,마사지(뼈 돌출부위는 금지),습기에의 노출 최소
화,마찰력과 응전력 최소화,영양 상태 개선,움직임과 활동 증가,해당 중재에 대
한 기록이 해당사항이다.셋째로 피부표면의 압력 경감 및 보호는 11개의 하분류
를 포함하고 있다.체위변경,체위유지 도구,발꿈치 압력 경감,측위,침대에서 낮
은 각도 유지,환자 체위 변경 시 리프팅 도구 사용,침대에서 압력 경감 도구 사
용(폼,공기,겔,물 등),좌위시 1시간 내로 체위변경을 하여 압력 경감,의자에 앉
았을 때 압력경감도구 사용,신체 선열 유지,체위변경 계획 및 스케쥴 작성 등이
다.넷째로 교육은 교육의 대상자,교육 주제,교육의 역할,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내용에 대해 포함하고 있다.교육은 모든 보건의료인,가족,환자 등을 포함해야
하며,교육 주제는 욕창의 발생 기전 및 위험요인,적용 도구,피부사정,피부표면



- 10 -

보호 방법,개인별 피부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체위변경을 통한 피부표면
손실의 최소화,기록 방법 등이다.
NationalPressureUlcerAdvisory Panel(NPUAP),European PressureUlcer

AdvisoryPanel(EPUAP)도 근거기반 중재를 권고하고 있고,욕창 예방 가이드라
인(Pressureulcerpreventionguidelines)과 욕창 치료 가이드라인((Pressureulcer
treatmentguidelines)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A등급은 2개 이상의 무작위 통제 실
험연구에 의한 근거,B등급은 2개 이상의 통제실험연구에 의하거나,2개 이상의
동물실험 연구에 의한 근거,C등급은 전문가 의견에 의한 근거이다.욕창예방 가
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중재는 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위험 요인 사정도
구(Risk Assessment tools and risk factors), 외부압력과 지지면(External
pressureandsupportsurfaces),교육(Educa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중재보다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중재방법을 포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방법이라 생각한
다.이상을 근거로 본 연구는 욕창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프로토
콜을 중심으로 개심술 환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그 효
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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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연구자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심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욕창 발생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실험군에서는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적용하고,대조군에는 이전의 간

호중재를 적용한 후 수술 후 2일째(문헌고찰 상 수술로 인한 욕창 발생이 가장 빈
번하다고 알려진 시기)까지의 욕창 발생율을 조사하였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인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
자 중 대조군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술하여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66명,적용군은 2007년 10월부터 11월,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술하여 중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66명을 아래기준을 통해 편의표출하였다.

➀ 개심술을 받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➁ 입실 전 욕창이 없는 자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처치처치처치처치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대조군 C2

실험군 ×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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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욕욕욕창창창 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개개개발발발과과과정정정

111...예예예비비비욕욕욕창창창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개개개발발발

문헌고찰에서 확인한 결과 다양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이는 특수
한 대상집단에 맞추어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욕창 예방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중
재,실제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안전한 중재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가이
드 라인을 실제로 실행하고 간호실무에서 적용 및 평가하기에는 다수의 문항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특수 집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개심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도 호흡기 및 특수 장치의 사용 등으로 보다 장
기간의 부동을 요하고,혈역학적 안정 도모 및 수술 부위 출혈 등의 방지를 위해
절대 안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 일반적인 욕창예방 중재를 그대로 시행하기
에 어려움을 요하는 집단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 및 이미
개발된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이중 1개 이상의 문헌에서라도 추천한 경
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며,이를 실제 개심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 후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욕창 위험도 사정도구인 Braden scale의 6개 하부 항목 감각지각(Sensory

Perception),습기정도(Moisture),활동상태(Activity),움직임(Mobility),영양상태
(Nutrition),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을 기준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공통된
사정,중재안을 선별하고,별도 개심술 환자에게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총
2개의 대표적인 specializedsocietyapprovedclinicalguideline과 RoyalCollege
ofNursing의 권고안,2개의 논문에서 제시한 예방 프로토콜을 통해 공통된 중재
안은 표1과 같고,개심술 환자에게 해당하는 중재안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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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문헌고찰을 통한 욕창예방 중재안

중재안 A B C D E

감각지각
골성부위 피부를 관찰한다. ○ ○ ○ ○ ○
footdrop을 방지한다. ○
warm bag사용을 금한다. ○

습도

요실금/변실금,상처분비물 등의 수분 노출을 감
시한다. ○ ○ ○ ○
요실금/변실금 환자에게는 방광훈련/괄약근 훈련
을 시행한다. ○
수분에 노출된 경우 즉시 노출된 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 ○
기저귀 착용을 금한다. ○
요실금/변실금,상처분비물 등의 수분 노출로 보
호할 수 있는 연고를 위험부위에 적용한다. ○ ○ ○
피부 세척이 필요한 경우 자극과 건조를 최소한
으로 하여 진행한다. ○ ○
피부 건조를 유발할 환경을 최소화한다.
(습도 40% 이하의 환경은 조정 필요) ○

활동
개인에게 맞는 활동,기동성,움직임 정도를 유지
하고,증진한다. ○ ○ ○
필요시 물리치료를 의뢰한다. ○

기동성

압력을 경감할 수 있는 표면을 적용한다.
(각종 mattress종류) ○ ○ ○ ○ ○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 ○ ○ ○ ○
욕창위험도구 상 고위험군은 체위변경 스케쥴을
작성해 놓는다. ○ ○
좌위를 취할 때는 적절성을 전문가에게 평가받는
다.(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
좌위시 신체선열을 유지한다. ○

영양

개인의 영양상태를 평가한다. ○ ○ ○
매일 체중과 섭취량/배설량을 확인한다. ○
영양과 관련된 임상병리 검사 모니터한다.(albumin,
prealbumin,transferrin,totallymphocytecount) ○
영양섭취가 불량할 경우 영양대체방법에 대해 의
사와 상의 후 영양공급을 한다.
(TPN/tubefeeding)

○ ○ ○

단백질,비타민의 섭취를 추가한다. ○ ○
적절한 식이 섭취를 격려한다. ○ ○ ○
영양결핍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영양과 협진을
시행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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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문헌고찰을 통한 욕창예방 중재안 (계속)

주)A.EuropeanPressurreUlcerAdvisoryPanel(1998),PressureUlcerPreventionGuidelines
B.theAgencyforHealthCarePolicyandResearch(AHCPR,1998),evidence-linkedguideline
Pressureulcersinadults:predictionandprevention

C.Cataniaetal.(2007).PUPPI:ThePressure PreventionProtocolInterventions.AJN.107(4).
44-52

D.Royal College of Nursing(2001). Pressure ulcer risk assessment and prevention-
recommendations.London:RoyalCollegeofNursing

E.Bergstrom(2003).PressureUlcersPredictionandPrevention.unpublishedmanucript

중재안 A B C D E

마찰과
응전력

압력을 경감할 수 있는 표면을 적용한다.
(각종mattress종류) ○ ○ ○ ○
체위변경,환자 이동시 마찰과 응전력을 최소한
으로 한다. ○ ○
환자의 마찰력,응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
용 필름,드레싱,패드 등을 사용한다. ○ ○
압력이 지속될 위험에 대해 감시한다. ○
체위변경-측위시 과도하게 대전자 부분에 압력
이 가하게 하지 않는다. ○
체위변경시 trapeze등의 이동용 도구를 사용한다. ○ ○ ○
체위변경시 팔꿈치,발꿈치 등의 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
체위변경시 개인의 상태-의학적 상태,편안함,
치료계획 등을 고려한다. ○
좌위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 ○ ○ ○
좌위시 환자에게 15분마다 압력을 분산시키도록
교육한다. ○ ○
골성부위는 피부를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 ○ ○ ○
체위변경시 베개,폼 등을 이용하여 골성부위를
보호한다. ○ ○ ○ ○
압력경감 도구 중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도넛베게,물채운 글러브,인조 양피 등) ○ ○ ○
상체를 30도 미만으로 유지한다. ○ ○ ○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시 보호용 제재를 사용
한다.(Tegaderm,양말 등) ○



- 15 -

표2.문헌고찰 외의 중재안

욕창 위험도 사정도구인 Braden scale의 6개 하부 항목 감각지각(Sensory
Perception),습기정도(Moisture),활동상태(Activity),움직임(Mobility),영양상태
(Nutrition),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을 기준으로 하부 욕창예방 중재 초안을
작성한 후 현재 개심술 후 환자에게 적합한 중재 위주로 적합성을 판정하였다.감
각지각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이 적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다.습도 영역
에서는 개심술 환자의 경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고,수술 전 관장 등을 통해
위장관이 비워져있는 상태로 요실금과 변실금의 노출에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이로 인해 요실금/변실금 환자의 방광훈련 부분과 수분노출에 대
한 연고 도포 부분은 제외하였고,수술 후 환자에게 피부 세척 등의 상황은 거의
없어 제외시켰으며,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조정은 실재 중재의 유무
판단이 어려워 제외시켰다.활동 영역은 물리치료의 의뢰 등은 실현가능성이 부족
하여 제외시켰고,기동성 영역은 좌위의 적절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중재는 적

Bradenscale
category 중재안

감각지각 hypothermia환자의 warmingunit사용시 과도하게 온도를 높
이지 않는다.

습도

활동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기침,심호흡을 격려하는 등 신체 활동을
증진시킨다.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Inspirometer를 격려한다.

기동성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는 duty당 가능한 경우 1회 이상 등마
사지를 시행한다.

영양 혈청 알부민 수치가 3.0g/dl이하면 의사에게 알려,알부민을
정주한다.

마찰과
응전력 호흡기 이탈 환자들도 간호인력 2인 이상이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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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다 판단하여 제외시켰다.영양 영역은 체중,섭취량/배설량 확인과 영양
상태 평가를 통일하여 하나의 공동 중재안으로 표현하였고,영양과 관련된 임상병
리 검사 모니터는 알부민수치 하나만 채택하기로 하고,이에 대한 중재안으로 알
부민 투여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다.단백질,비타민의 섭취 또한 실제적으로 중재
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처방된 식이를 확인하고,섭취를 격려하는 문항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마찰력과 응전력 영역은 “체위변경,환자 이동시 마찰
과 응전력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체위변경시 간호인
력 2인 이상이 시행한다와 체위변경시 환자를 끌어올리지 않고,들어올린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이 밖에 체위변경시 이동용 도구 사용은 실제 적용이 어려워
제외시켰다.체위변경시 개인의 상태 고려는 이미 의학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간
주하여 제외시켰다.
이에 덧붙여 최종 도출된 중재안은 사정과 중재부분으로 나누었고,각 사정부분

에는 Bradenscale의 영역별 점수를 사정하는 부분도 포함하였다.이는 각 영역별
대상자의 욕창 발생위험 정도에 대해 사정을 통해 해당 영역의 원활한 중재를 위
함이다.다음은 완성된 예비 중재안이다<표3>.



- 17 -

표3.예비 프로토콜
Braden
scale
category

예비 프로토콜

감각지각
사정 § scale( /4)점

§ 발목,발뒤꿈치 등을 포함한 피부를 관찰한다.

중재
§ footdrop을 방지한다.
§ warm bag사용을 금한다.
§ warmingunit사용시 과도하게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

습도
사정 § scale( /4)점

§ 요실금,변실금을 감시한다.
중재 § 기저귀 착용을 금한다.

§ 시트이 젖었을시 즉시 교체한다.

활동
사정 § scale( /4)점
중재 §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기침,심호흡을 격려한다.

§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Inspirometer를 격려한다.

기동성

사정 § scale( /4)점

중재
§ duty시작 전에 airmattress작동을 확인한다.
§ duty당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는 가능한 경우 duty당 1회 이상
등마사지를 시행한다.

영양

사정 § scale( /4)점
§ 혈청 알부민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중재

§ 혈청 알부민 수치가 3.2g/dl이면 의사에게 알려,알부민을
정주한다.

§ 금식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영양대체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 후 영양공급을 한다.(TPN/tubefedding)

§ 처방된 식이를 확인하고 식이 섭취를 격려한다.
§ 영양결핍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영양과 협진을 고려한다.

마찰과
응전력

사정 § scale( /4)점
§ 압력이 지속될 위험에 대해 감시한다.

중재

§ 체위 변경시는 가급적 환자 끌어올리지 않고,들어올린다.
§ 호흡기 이탈 환자들도 간호인력 2인 이상이 체위변경을 실
시한다.

§ 골성부위는 피부를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 상체를 30도 미만으로 유지한다.
§ 좌위시 한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시 보호용 제재를 사용한
다.(Tegaderm,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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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예예예비비비 욕욕욕창창창 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석사학위를 소지한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
인,중환자실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2인,상처전문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예비 욕창 예방 프로토콜의 각 문항에 대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각 문항별로 개심술 환자의 수술 후 욕창예방 중재적용안으로의 적절성을 1점

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고,각 문항은 타당도 점수 0.75점(평균 3점)
을 기준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문항을 신설
하였다.다음은 5명의 타당도 점수의 제시이다<표 4>.
전문가 타당도 결과,활동 영역의 Inspirometer적용은 제외하기로 하고,마찰과

응전력 영역 중 좌위시 한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문항도 제외
하였다.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찰과 응전력 영역에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
의 이동시 침대와 침대를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우려되
므로 수술 직후 중환자실 도착시 미골부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
하였다.이 밖에 피부 관찰 결과 실제 피부변화가 발견되었을 경우 중재 방안의
추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피부사정 결과 피부손상 단계,위치,크기,양상을 기재
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을 만들었다.또한 피부손상 단계에 따라 간호중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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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예비 프로토콜의 타당도 점수

Bradenscale
category 예비 프로토콜 전문가 타당도1 2 3 4 5

감각지각

사정 발목,발뒤꿈치 등을 포함한 피부를 관찰한다.4 4 4 4 4 4

중재
과도한 footdrop을 방지한다. 3 3 3 4 3 3.2
warm bag사용을 금한다. 4 4 4 4 4 4
warmingunit사용시 과도하게 온도를 높이
지 않는다. 3 3 3 4 4 3.4

습도
사정 요실금,변실금을 감시한다. 4 4 4 4 4 4
중재 기저귀 착용을 금한다. 4 4 4 4 4 4

시트가 젖었을시 즉시 교체한다. 4 4 4 4 4 4

활동

사정

중재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기침,심호흡을 격려
한다. 4 3 3 4 4 3.6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Inspirometer를 격려
한다. 2 2 3 3 2 2.4

기동성

사정

중재
근무 시작 전에 airmattress작동을 확인한다.4 4 4 4 4 4
근무조 당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4 4 3 4 4 3.8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는 가능한 경우
duty당 1회 이상 등마사지를 시행한다. 4 3 3 4 4 3.6

영양

사정 혈청 알부민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4 4 4 4 4 4

중재

혈청 알부민 수치가 3.2g/dl이면 의사에게
알려,알부민을 정주한다. 4 4 4 4 4 4
금식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영양대체방법
에 대해 의사와 상의 후 영양공급을 한
다.(TPN/tubefedding)

4 4 4 4 4 4

처방된 식이를 확인하고 식이 섭취를 격려
한다. 4 4 4 4 4 4
영양결핍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영양과 협진
을 고려한다. 4 4 4 4 4 4

마찰과
응전력

사정 압력이 지속될 위험에 대해 감시한다. 4 4 4 4 4 4

중재

체위 변경시는 가급적 환자 끌어올리지 않
고,들어올린다. 4 4 4 4 4 4
호흡기 이탈 환자들도 간호인력 2인 이상이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4 4 4 4 4 4
골성부위는 피부를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다.4 4 4 4 4 4
상체를 30도 미만으로 유지한다. 3 3 4 3 4 3.4
좌위 시 한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지 않
는다. 2 3 3 3 3 2.8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시 보호용 제재를
사용한다.(Tegaderm,양말) 4 3 4 4 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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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기기기관관관윤윤윤리리리심심심의의의위위위원원원회회회(((IIIRRRBBB)))의의의 심심심의의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적절성을 판정받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표집하고자
하는 대학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 및 예비 욕창 예방 프로
토콜에 대해 심의를 받았다.시정승인을 받은 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
았다.

DDD...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비교 및 욕창 발생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욕창
발생 위험 사정도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욕창 관련 특성 조사지를 사용하
였다.욕창발생은 개발된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적용 후 욕창 발생 도구를 사용하
였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욕욕욕창창창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조조조사사사지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헌고찰을 통해 개심술 환자의 욕창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변수와 욕창발생위험요인인 Bradenscale을 포함한 조사기록지를 개발 사
용하였다.

111)))수수수술술술 전전전 변변변수수수 :연령,수술 전 혈청 알부민 수치,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 수
치,좌심실 박출계수(leftventricularejectionfraction,LVEF),수술 전 중
환자실 입실일,수술 전 기능저하 여부(요실금,변실금,편마비 여부),수술
전 욕창 발생 위험 사정도구 점수(Bradenscale)†

222)))수수수술술술 중중중 변변변수수수 :(마취시간을 포함한)수술시간,체외순환 유무,체외순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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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술술술 후후후 변변변수수수 :수술 후 활동제한을 가져오는 기구의 사용 여부(IABP,Left
ventricularassistdevices,respirators),혈관수축제(vasocontrictor)/진정수
면제/steroid의 사용 여부,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일,수술 후 혈청 알부민
수치,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 수치

†욕창발생위험 사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Braden의 Bradenscale을 사용하여 욕창발생위험을 사정한다.
이들이 개발한 도구에는 감각지각(SensoryPerception),습기정도(Moisture),활동

상태(Activity),움직임(Mobility),영양상태(Nutrition),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
의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항목은 4점 척도(마찰과 응전력 영역은 3점
척도)이고,최고 23점,최저 6점이 될 수 있다.점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큰 것을
의미한다.18점 이하면 욕창발생의 위험정도가 크며,19점 이상이면 위험정도가 낮
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2...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 사사사정정정 도도도구구구

NationalPressureUlcerAdvisoryPanel(NPUAP)(2003)의 피부사정도구로 측정
한다.
stage1:피부는 손상받지 않았으나,피부는 가볍게 변색되면서 지속적인 홍반을

띄고,경우에 따라 붉은색,푸른색,보라색을 띌 수도 있다.
stage2:표피나 진피 혹은 둘다 부분적인 피부 상실을 의미한다.이 단계에서는

표재성이며,임상적으로 찰과상(abrasion),수포(blister),가벼운 구릉
(shallow crater)을 형성한다.

stage3:피하조직 아래,근막 이전까지의 전층의 피부손상이나 괴사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임상적으로 인접 조직의 침식하거나,침식하지 않은 깊
은 구릉(deepcrater)를 보인다.

stage4:근육,뼈,건이나 관절,관절강 등의 지지조직의 손상이나 괴사를 포함한 전
층의 피부 손상을 의미한다.이 단계에서 sinustracts을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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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실실실험험험 절절절차차차

111...욕욕욕창창창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교교교육육육 및및및 적적적용용용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적용 전 중환자실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1시간동안 교
육을 시행했다.연구자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세부적
인 내용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욕창 관련 특성 조사지의 구성 내용 및 작
성 방법과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구성 내용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구두 설명하
였다.
각 프로토콜은 수술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동시에 적용되었고,평균적으

로 중환자실 퇴실일인 수술 후 2일까지 적용하였다.프로토콜은 담당간호사가 적
용 후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다.적용된 프로토콜 기록지는
환자 퇴실 후 수거하여,간호기록과 대조하여 Bradenscale과 피부사정 결과와 비
교하여 누락을 예방하였다.

222...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예예예비비비 욕욕욕창창창 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일대일 면접을 통해 프로토콜을 사용한 간호사 5인을 대상으로 욕창 예방 프로
토콜의 개별 문항 및 전체 구성에 대한 질문한 후 프로토콜을 수정,보완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접을 시행하였으며,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적용한 프로토콜의 장점
2)적용한 프로토콜의 단점
3)개선해야 할 점
-전체 프로토콜의 구성
-세부 문항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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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11...예예예비비비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4점 척도를 이용하여 타당도 점수 0.75의 수준,즉 평균 3점이상을 받은 문항을

포함하였다.

222...임임임상상상타타타당당당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Program 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욕창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2)실험군과 대조군의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
2-test와 t검정(t-test)을 사용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의 욕창발생율에 대한 가설검정은 χ
2-test을 사용하였다.

4)실험군 내에서 욕창발생 환자군과 비 발생 환자군을 구분하여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χ

2-test와 t검정(t-test)
의 비모수 검정인 Fisher'sexacttest,Mann-Whitney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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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예비 욕창예방 프로토콜 

개발

Braden scale의 6개 

하부항목을 기준으로 

문헌고찰 후 개발

↓

예비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내용 타당도 검증
전문가 집단 5인

↓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심의

연구대상자의 표집기관의 

IRB 심의 및 승인

↓

실험군을 대상으로 욕창 

프로토콜의 적용
사전 간호사 교육

↓

적용성 평가를 통한 예비 

욕창 예방 프로토콜의 

수정, 보완

실제 프로토콜을 사용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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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실험 전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욕창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실험군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8명(57.6%),여자 28명(42.4%)이었으며,연령은

40세 이하는 4명(6.0%),41세 이상-60세 이하는 27명(41.0%),61세 이상은 35명
(53.0%)이었다.
대조군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9명(59.0%),여자 27명(41.0%)이었으며,연령은

40세 이하는 6명(6.0%),41세 이상-60세 이하는 23명(34.8%),61세 이상은 39명
(49.2%)이었다.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χ

2검증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

표 5.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2

실험군(N=66)
n(%)

대조군(N=66)
n(%)

전체(n=132)
N(%)

χ
2or
F P

성별 남성 38(57.6) 39(59.0) 77(58.3) 1.00 .500여성 28(42.4) 27(41.0) 55(41.7)

연령
40세 이하 4(6.0) 4(6.0) 8(6.1)

.485 .48841-60세 27(41.0) 23(34.8) 50(37.9)
61세 이상 35(53.0) 39(49.2) 74(56.1)



- 26 -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욕욕욕창창창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욕창 관련 특성은 수술 전 관련 특성,수술 중 관련 특성,수술 후
관련 특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111)))수수수술술술 전전전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수술 전 관련 특성은 BMI,좌심실 박출계수(leftventricularejectionfraction,
LVEF),수술 전 Bradenscale,수술 전 알부민수치(g/dl),헤모글로빈 수치(g/dl),
헤마토크릿 수치(%),질환명,주요 동반 질환,수술 전 기능 저하를 각각 살펴보았
다.조사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실험군의 BMI는 평균 23.93(±2.92)이었다.수술 전 좌심실 박출계수는 평균

59.02%(12.80)이고,수술 전 Bradenscale은 22.29(±1.73)이다.수술 전 알부민수치
는 평균 4.26g/dl(±0.59),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는 평균 12.64g/dl(±2.45),수술
전 헤마토크릿 수치는 평균 36.62g/dl(±5.71)이었다.실험군의 질환명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질환 41명(62.6%),판막질환 24명(36.4%),대동맥박리증 3명(4.6%),선천
성 심질환 6명(9.0%)이었다.실험군의 주요동반질환은 고지혈증 22명(33.4%),당
뇨 20명(30.4%),고혈압 30명(45.4%),말초혈관질환은 2명(3.0%),뇌혈관질환 4명
(6.0%),신장질환 5명(7.6%),호흡기 질환 2명(3.0%),간질환 1명(1.6%)이었다.실
험군의 수술 전 기능저하를 확인해 보면 요실금,변실금은 없었으며,편마비는 4명
(6.0%)이었다.
대조군의 BMI는 평균 23.16(±2.78)이었다.수술 전 좌심실 박출계수는 평균

56.55%(±14.62)이고,수술 전 Bradenscale은 22.57(1.50)이다.수술 전 알부민수치
는 평균 4.25g/dl(±0.45),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는 평균 12.93g/dl(±1.71),수술 전
헤마토크릿 수치는 평균 37.44%(±4.44)이었다.대조군의 질환명을 살펴보면 관상동
맥질환 41명(62.6%),판막질환 31명(47.0%),대동맥박리증 4명(6.0%),선천성 심질
환은 없었다.실험군의 주요동반질환은 고지혈증 10명(15.0%),당뇨 12명(18.2%),
고혈압 21명(31.0%),말초혈관질환 4명(6.0%),뇌혈관질환 3명(4.6%),신장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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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호흡기 질환 5명(7.6%)이었고,간질환은 없었다.대조군의 수술 전 기능저
하를 확인해 보면 요실금,변실금은 없었으며,편마비는 2명(3.0%)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 전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χ2

검정을 시행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환명 중 선천성 심질환의 유병률,고지
혈증의 유병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욕창 발생의 요인으로 직접적
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가 아니므로 연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
다.이외의 특성에서는 두 집단의 통계적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표 6.연구대상자의 수술 전 관련 특성
N=132

특성
실험군(N=66) 대조군(N=66)

T orχ
2 PMean(±SD)

/n(%)
Mean(±SD)
/n(%)

BMI 23.93(±2.92) 23.16(±2.78) -1.548 .124
수술전 EF(%) 59.02(±12.80) 56.55(±14.62) -.952 .343
수술 전 BradenScale 22.29(±1.78) 22.57(±1.50) .997 .331
수술 전 알부민수치(g/dl) 4.26(±.59) 4.25(±.45) -.051 .960
수술 전 헤모글로빈(g/dl) 12.64(±2.45) 12.93(±1.71) .788 .432
수술 전 헤마토크릿 (%) 36.62(±5.71) 37.44(±4.44) .917 .361

질환명
n(%)

관상동맥질환 41(62.6%) 41(62.6%) .013 1.00
판막질환 24(36.4%) 31(47.0%) 1.527 .287
대동맥박리증 3(4.6%) 4(6.0%) .151 1.00
선천성심질환 6(9.0%) 0(0.0%) 6.286 ...000222888***

주요
동반
질환
n(%)

고지혈증 22(33.4%) 10(15.0%) 5.940 ...000222555***
당뇨 20(30.4%) 12(18.2%) 2.640 .154
고혈압 30(45.4%) 21(31.0%) 2.588 .152
말초혈관질환 2(3.0%) 4(6.0%) .698 .680
뇌혈관질환 4(6.0%) 3(4.6%) .768 .561
신장질환 5(7.6%) 0 5.197 .058
호흡기질환 2(3.0%) 5(7.6%) 1.358 .440
간질환 1(1.6%) 0 1.008 1.00

수술 전
기능저하

요실금,변실금 0 0
편마비 4(6.0%) 2(3.0%) .698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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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수수수술술술 중중중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수술 중 관련 특성은 수술시간,체외순환 유무,심폐기 적용시간,수술명을 각각
살펴보았다.조사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실험군의 수술시간은 평균 325.53분(±56.31)이었다.수술시간은 수술실에 도착하

여 대상자가 앙와위를 취한 시간부터 수술실에서 나간 시간까지를 측정하였다.체
외순환을 적용한 자는 30명(52.2%),이때 심폐기 적용시간은 평균 131.47분
(±48.39)이었다.실험군의 수술명은 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무)36명(54.6%),관
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유)1명(1.6%),판막대치술/성형술 13명(36.11%),대동맥혈
관대치술(문합술)2명(3.0%),선천성심질환 수술 6명(9.0%)이었다.
대조군의 수술시간은 평균 341.95분(±46.14)이었다.체외순환을 적용한 자는 31

명(55.0),이때 심폐기 적용시간은 평균 100.73분(±77.05)이었다.대조군의 수술명
은 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무)36명(54.6%),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유)0명,
판막대치술/성형술 21명(31.8%),대동맥혈관대치술(문합술)3명(2.3%),선천성심질
환 수술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 중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χ

2

검정을 시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선천성 심질환 수술건이 6건 있었고,대조군에서
는 없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나,전체 집단에서 체외순환 유무를
비교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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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구 대상자의 수술 중 관련 특성
N=132

특성
실험군(N=66) 대조군(N=66)

T or
χ2

PMean(±SD)
/n(%)

Mean(±SD)
/n(%)

수술시간(마취시작부터)(분) 325.53(±56.31) 341.95(±46.14) 1.824 .070

체외순환 유무 n(%) 30(52.2%) 31(54.0%) 2.294 .137

심폐기 적용시간(분) 131.47(48.39) 100.73(77.05) -1.955 .054

수술명
n(%)

관상동맥우회술
(체외순환 무) 36(54.6%) 36(54.6%) .000 1.00
관상동맥우회술
(체외순환 유) 1(1.6%) 0 1.008 1.00

판막대치술/성형술 24(36.4%) 21(31.8%) .303 .714
대동맥 혈관 대치
술 (문합술) 2(3.0%) 3(2.3%) .208 1.00
선천성심질환
수술 6(9.0%) 0 6.286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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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술술술 후후후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수술 후 관련 특성은 중환자실 재원일수,수술 직후 체온복귀 시간,호흡기 적용
시간,수술 후 혈관수축제(vasocontrictoragent)사용 유무,수술 후 치료적 진정
수면 유무,수술 후 2일의 Bradenscale,수술 후 알부민 수치,헤모글로빈,헤마토
크릿 수치를 각각 살펴보았다.조사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실험군의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평균 2.97일(±0.80)이고,수술 직후 체온 복귀 시

간은 1.42시간(±2.01)이다.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적용 시간은 14.92시간(±4.97),수
술 후 혈관수축제(vasoconstrictoragent)를 사용한 자는 35명(53.4%)으로 노에피
네피린은 35명(53.4%)으로 평균 7.17mg(±7.64)을 사용하였고,바소프레신은 1명
(1.6%)으로 4u을 사용하였다.수술 직후 치료적 목적으로 진정 수면제를 사용한
자는 11명(16.6%) 이었다. 실험군의 수술 후 2일째의 Braden scale은
17.34(±1.24)이다.실험군의 수술 후 알부민 수치는 수술당일 2.51g/dl(±0.39),수술
후 1일째는 3.56g/dl(±.95),수술 후 2일째는 3.51g/dl(±.97)이다.헤모글로빈 수치
는 수술당일 9.99g/dl(±1.52),수술 후 1일째는 9.97g/dl(±1.12),수술 후 2일째는
9.35g/dl(±1.24)이다.
대조군의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평균 3.25일(±1.20)이고,수술 직후 체온 복귀 시

간은 1.33시간(±1.80)이다.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적용 시간은 15.98시간(±10.77),
수술 후 혈관수축제(vasocontrictoragent)를 사용한 자는 42명(64.2%)으로 노에피
네피린은 42명(64.2%)으로 평균 8.87mg(±11.62)을 사용하였고,바소프레신은 6명
(9.0%)으로 평균 44.9u(±29.86)을 사용하였다.수술 직후 치료적 목적으로 진정 수
면제를 사용한 자는 19명(28.8%)이었다.실험군의 수술 후 2일째의 Bradenscale
은 17.49(±1.24)이다.실험군의 수술 후 알부민 수치는 수술당일 2.45g/dl(±.38),수
술 후 1일째는 3.40g/dl(±.36),수술 후 2일째는 3.38g/dl(±.32)이다.헤모글로빈 수
치는 수술당일 9.78g/dl(±2.72),수술 후 1일째는 9.24g/dl(±2.44),수술 후 2일째는
8.90g/dl(±2.20)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 후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χ2검

정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의 통계적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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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 대상자의 수술 후 관련 특성
N=132

특성
실험군(N=66) 대조군(N=66) T or

χ
2 PMean(±SD)

/n(%)
Mean(±SD)
/n(%)

중환자실 재원일수(일) 2.97(±.80) 3.25(±1.20) 1.548 .125
수술직후 체온복귀시간 1.42(±2.01) 1.33(±1.80) -.229 .820
호흡기 적용시간 (시간) 14.92(±4.97) 15.98(±10.77) .717 .475

수술 후 혈관수축제
사용 유무 n(%) 35(53.4%) 42(64.2%) 1.814 .215

노에피네
피린

사용유무 35(53.4%) 42(64.2%) 1.814 .215
총 사용용량(mg) 7.17(7.64) 8.87(11.62) .726 .470

바소
프레신

사용유무 1(1.6%) 6(9.0%) 3.77 .115
총 사용용량(u) 4 44.9(29.86) 1.268 .261

수술 후 치료적
진정 수면 유무 n(%) 11(16.6%) 19(28.8%) 2.761 .145

수술후 2일 BradenScale 17.34(±1.24) 17.49(±1.24) .560 .577

알부민
수치
(g/dl)

수술당일 2.51(±.39) 2.45(±.38) -1.026 .307
수술후 1일 3.56(±.95) 3.40(±.36) -1.209 .229
수술후 2일 3.51(±.97) 3.38(±.32) -1.068 .288

헤모글로
빈(g/dl)

수술당일 9.99(±1.52) 9.78(±2.72) -.580 .563
수술 후 1일 9.77(±1.12) 9.24(±2.44) -1.564 .120
수술 후 2일 9.35(±1.24) 8.90(±2.20) -1.46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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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욕욕욕창창창예예예방방방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이이이 욕욕욕창창창발발발생생생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욕창발생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적용군의 욕창
발생은 7명(10.6%)이고,대조군의 욕창발생은 20명(30.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7.869,p=.009).따라서 개발된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적용시 욕
창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연구대상자의 욕창발생율

N=132

연구 대상자의 욕창발생 특성은 발생 부위,정도,크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욕창 발생 대상자 중 실험군에서 발생된 7명의 욕창 관련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욕창발생일은 수술 당일은 없었으며,수술 후 1일은 5명(71.4%),
수술 후 2일은 2명(28.6%)이었다.욕창발생 부위 7명(100.0%)이 모두 미골 부위에
서 발생하였으며,발뒤꿈치,견갑골,기타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욕창정도는
G Ⅰ이 5명(71.4%),G Ⅱ이 2명(28.6%)이고,욕창 크기는 1×1cm 이하는 2명
(28.6%),3×3cm 이하가 3명(42.9%),5×5cm 이하가 2명(28.6%)으로 나타났다.
대조군 욕창발생일은 수술 당일은 3명(15%),수술 후 1일은 16명(80%),수술 후

2일은 1명(5%)이었다.욕창발생 부위 20명(100.0%)이 모두 미골 부위에서 발생하
였으며,발뒤꿈치,견갑골,기타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욕창정도는 10명이
GⅠ이 18명(90%)이고,GⅡ이 2명(10%)으로 나타났다.욕창 크기는 1×1cm 이하
는 2명(10%),3×3cm 이하가 8명(40%),5×5cm 이하가 7명(35%),7×7cm 이하가 1
명(5%),9×9cm 초과가 2명(10%)으로 나타났다.

실험군(N=66)
n(%)

대조군(N=66)
n(%)

전체(N=132)

n(%)
χ2 P

욕창발생 7(10.6) 20(30.4) 27(20.5)
7.869 .009

욕창미발생 59(89.4) 46(69.6) 5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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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욕창 발생군의 특성
N=27

위치
실험군(n=7)

N(%)

대조군(n=20)

N(%)

욕창 발생일

수술당일 0 3(15)

수술 후 1일 5(71.4) 16(80)

수술 후 2일 2(28.6) 1(5)

욕창 부위

미골 7(100.0) 20(100.0)

발뒤꿈치 0 0

견갑골 0 0

기타 0 0

욕창 정도
G Ⅰ 5(71.4) 18(90)

G Ⅱ 2(28.6) 2(10.0)

욕창 크기

1×1cm 이하 2(28.6) 2(10.0)

3×3cm 이하 3(42.9) 8(40)

5×5cm 이하 2(28.6) 7(35)

7×7cm 이하 0 1(5)

9×9cm 이하 0 0

9×9cm 초과 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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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실실실험험험군군군내내내 욕욕욕창창창발발발생생생군군군의의의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실험군 66명을 대상으로 프로토콜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욕창이 발생한 관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으로 나누어 수술과 관련된
주요 특성에 대해 관련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명목변수는 Fisher'sexacttest
를 이용하였고,연속변수는 Mann-Whitneytest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수술
과 관련된 주요 특성은 적용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비교와 같이 수술 전,수술 중,
수술 후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111...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군군군의의의 수수수술술술 전전전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수술 전 관련 특성으로 성별,연령,BMI,수술 전 좌심실 박출계수(LVEF),수술
전 Bradenscale,수술 전 알부민수치(g/dl),헤모글로빈 수치(mg/dl),헤마토크릿
수치(%),질환명,주요 동반 질환,수술 전 기능 저하를 각각 살펴보았다. 조사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욕창 발생군은 남성 4명(57.1%),여성 3명(42.4%)이었다.욕창 발생군의 나이는 평

균 57.29세(12.37%)이며,BMI는 평균 23.19(±2.87)이었다.수술 전 좌심실박출계수
(LVEF)는 평균 45.75%(±15.39)이고,수술 전 Bradenscale은 20.86(±3.19)이다.수술
전 알부민수치는 평균 3.82g/dl(±.87),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는 평균
11.07g/dl(±1.69),수술 전 헤마토크릿 수치는 평균 32.89%(±4.70)이었다.욕창 발생군
총 7명의 질환명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질환 4명(57.1%),판막질환 4명(57.1%),대동맥
박리증,선천성 심질환은 없었다.실험군의 주요동반질환은 고지혈증 2명(28.6%),당
뇨 5명(71.4%),고혈압 4명(57.1%),말초혈관질환은 1명(14.3%),뇌혈관질환 2명
(28.6%),신장질환 2명(28.6%),호흡기 질환 1명(14.3%)이었다.욕창발생군의 수술
전 기능저하를 확인해 보면 요실금,변실금은 없었으며,편마비는 2명(28.6%)이었다.
욕창 비발생군은 남성 34명(57.6%),여성 24명(42.4%)이었다.욕창 발생군의 나

이는 평균 60.02세(±11.31)이며,BMI는 평균 24.01(±2.94)이었다.수술 전 좌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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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출계수(LVEF)는 평균 60.06%(±12.14)이고,수술 전 Bradenscale은 22.46(±1.49)
이다.수술 전 알부민수치는 평균 4.31g/dl(±.55),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는 평균
12.82g/dl(±2.47),수술 전 헤마토크릿 수치는 평균 37.12%(±5.64)이었다.욕창비발
생군의 질환명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질환 37명(62.7%),판막질환 20명(33.9%),대동
맥박리증 3명(5.1%)과 선천성 심질환 6명(10.2%)이었다.실험군의 주요동반질환은
고지혈증 20명(33.9%),당뇨 15명(25.4%),고혈압 26명(44.1%),말초혈관질환은 1
명(1.7%),뇌혈관질환 6명(10.2%),신장질환 3명(5.1%),호흡기 질환 1명(1.7%)이
었다.욕창 비발생군의 수술 전 기능저하를 확인해 보면 요실금,변실금은 없었으
며,편마비는 2(3.4%)명이었다.
욕창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수술 전 관련 특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isher's

exacttest,Mann-Whitneytest를 시행한 결과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헤마토
크릿 수치,당뇨,신장질환 여부,수술 전 편마비에서 욕창발생군과 비발생군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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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실험군의 수술 전 특성
N=66

특성
발생군(N=7) 미발생군(N=59) U or

χ2 PMean(±SD)
/n(%)

Mean(±SD)
/n(%)

성별 n(%)
남 4(57.1%) 34(57.6%)

1.515 .218
여 3(42.4%) 24(42.4%)

연령(세) 57.29(±12.37) 60.02(±11.31) 174.5 .505
BMI 23.19(±2.87) 24.01(±2.94) 168.0 .423
수술전 좌심실박출계수(%) 45.75(±15.39) 60.06(±12.14) 46.5 .072†
수술 전 BradenScale 20.86(±3.19) 22.46(±1.49) 144.5 .055†
수술 전 알부민수치(g/dl) 3.82(±.87) 4.31(±.55) 108.5 .130
수술 전 헤모글로빈(g/dl) 11.07(±1.69) 12.82(±2.47) 95.5 ...000222111***
수술 전 헤마토크릿 (%) 32.89(±4.70) 37.12(±5.64) 103.5 ...000333222***

질환명
n(%)

관상동맥질환 4(57.1%) 37(62.7%) .081 .776
판막질환 3(42.9%) 20(33.9%) 1.439 .230
대동맥박리증 0 3(5.1%) .367 .545
선천성심질환 0 6(10.2%) .771 .380

주요
동반
질환
n(%)

고지혈증 2(28.6%) 20(33.9%) .079 .779
당뇨 5(71.4) 15(25.4%) 6.176 ...000111333***
고혈압 4(57.1%) 26(44.1%) .425 .514
말초혈관질환 1(14.3%) 1(1.7%) 3.325 .068
뇌혈관질환 2(28.6%) 6(10.2%) 1.959 .162
신장질환 2(28.6%) 3(5.1) 4.855 ...000222888***
호흡기질환 1(14.3%) 1(1.7%) 3.325 .068†

수술 전
기능저하

요실금,변실금 - - - -
편마비 2(28.6%) 2(3.4) 6.864 ...0000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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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군군군의의의 수수수술술술 중중중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욕창발생군의 수술 중 관련 특성은 수술시간,체외순환 유무,체외순환 적용시
간,수술명을 각각 살펴보았다.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욕창발생군의 수술시간은 평균 348.14분(±72.30)이었다.체외순환을 적용한 자는

4명(57.1%)이었다.욕창발생군 총 7명 중 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무)을 시행받은
대상자는 4명(57.1%),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유)0명,판막대치술/성형술 3명
(42.9%)이었고,대동맥혈관대치술(문합술),선천성심질환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
는 없었다.
욕창 비발생군의 수술시간은 평균 322.85분(±54.26)이었다.체외순환을 적용한

자는 26명(44.0%)이었다.욕창 비발생군 총 59명 중 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무)
을 시행받은 대상자는 32명(54.2%),관상동맥우회술(체외순환 유)0명,판막대치술
/성형술 21명(35.6%),대동맥혈관대치술(문합술)2명(3.4%),선천성심질환 수술 6
명(10.2%)이었다.
욕창발생군과 욕창비발생군의 수술 중 관련 특성의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해 t

검정,χ
2검정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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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실험군의 수술 중 특성
N=66

*각 수술명에 대한 발생군과 미발생군의 퍼센트와 동일수술명 중 발생율,미발생율의 퍼
센트를 동시에 기재함.

333...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군군군의의의 수수수술술술 후후후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수술 후 관련 특성은 중환자실 재원일수,수술 직후 체온복귀 시간,호흡기 적용
시간,수술 후 2일의 Bradenscale,수술 후 혈관수축제 사용 유무를 각각 살펴보
았다.조사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욕창발생군의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평균 3.00일(±.58)이고,수술 직후 체온 복귀

시간은 0.86시간(±1.07)이다.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적용 시간은 12.86시간(±6.62),

특성
발생군(N=7) 미발생군(N=59) U or

χ2 PMean(±SD)
/n(%)

Mean(±SD)
/n(%)

수술시간(마취시작부터)(분) 348.14(±72.30) 322.85(±54.26) 161.0 .343

체외순환 적용 n(%) 4(57.1%) 26(44%) .084 .773

체외순환 적용시간(분) 115.0(±29.65) 134.0(±50.61) 41.5 .522

수술명*

n(%)

관상동맥우회술
(체외순환 무)

4(57.1%) 32(54.2%)
.021 .8854/36(11.11%) 32/36(88.89%)

관상동맥우회술
(체외순환 유) 0

1(1.7%)
.119 .7311/1(100%)

판막대치술/
성형술

3(42.9%) 21(35.6%) .141 .708
3/24(12.5%) 21/24(87.5%)

대동맥 혈관
대치술 (문합술) 0

2(3.4%)
.241 .6232/2(100%)

선천성심질환
수술 0

6(10.2%)
.771 .380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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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혈관수축제를 사용한 자는 4명(57.1%),수술 직후 치료적 목적으로 진정 수
면제를 사용한 자는 1명(14.3%)이었다.욕창발생군의 수술 후 2일째의 Bradenscale
은 17.42(±.90)이다.욕창발생군의 수술 후 알부민 수치는 수술당일 2.47g/dl(±.53),수
술 후 1일째는 3.41g/dl(±.37),수술 후 2일째는3.39g/dl(±.27)이다.헤모글로빈 수
치는 수술당일 9.87g/dl(±1.76),수술 후 1일째는 9.46g/dl(±1.00),수술 후 2일째는
9.20g/dl(±.91)이다.헤마토크릿 수치는 수술당일 27.9%(±4.98),수술 후 1일째는
25.27%(±2.73),수술 후 2일째는 26.86%(±2.68)이다.
욕창 비발생군의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평균 2.97일(±.83)이고,수술 직후 체온

복귀 시간은 1.49시간(±2.10)이다.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적용 시간은 15.18시간
(±4.74),수술 후 혈관수축제를 사용한 자는 31명(52.5%),수술 직후 치료적 목적
으로 진정 수면제를 사용한 자는 10명(16.9%)이었다.욕창 비발생군의 수술 후
2일째의 Bradenscale은 17.34(1.30%)이다.욕창 비발생군의 수술 후 알부민 수
치는 수술당일 2.52g/dl(±.39),수술 후 1일째는 3.57g/dl(±.99),수술 후 2일째는
3.53g/dl(±1.02)이다.헤모글로빈 수치는 수술당일 10.01g/dl(±1.51),수술 후 1일
째는 9.80g/dl(±1.20),수술 후 2일째는 9.37g/dl(±1.28)이다.헤마토크릿 수치는
수술당일 28.25%(±4.30),수술 후 1일째는 28.03%(±3.47),수술 후 2일째는
26.86%(±3.62)이다.
욕창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수술 후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

χ
2검정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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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실험군의 수술 후 특성
N=66

특성
발생군(N=7) 미발생군(N=59) U or

χ2 PMean(±SD)
/n(%)

Mean(±SD)
/n(%)

중환자실 재원일수(일) 3.0(±.58) 2.97(±.83) 184.5 .570
수술직후 체온복귀시간 .86(±1.07) 1.49(±2.10) 174.5 .849
호흡기 적용시간 (시간) 12.86(±6.62) 15.18(±4.74) 133.0 .150
수술 후 혈관수축제
사용 유무 n(%) 4(57.1%) 31(52.5%) .052 819

수술 후 치료적
진정 수면 유무 n(%) 1(14.3%) 10(16.9%) .031 .859

수술후 2일 BradenScale 17.33(±.516) 17.34(±1.30) 156.0 .760

알부민
수치
(g/dl)

수술당일 2.47(±.44) 2.52(±.39) 199.0 .875
수술후 1일 3.41(±.37) 3.57(±.99) 181.0 .593

수술후 2일 3.39(±.27) 3.53(±1.02) 199.5 .941

헤모글
로빈
(g/dl)

수술당일 9.87(±1.76) 10.01(±1.51) 182.5 .617
수술 후 1일 9.46(±1.00) 9.80(±1.20) 177.0 .539

수술 후 2일 9.20(±.91) 9.37(±1.28) 199.0 .876

헤마토
크릿
(%)

수술당일 27.90(±4.98) 28.25(±4.30) 180.5 .588

수술 후 1일 27.27(±2.73) 28.03(±3.47) 179.5 .574

수술 후 2일 26.86(±2.68) 26.86(±3.62) 195.0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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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욕욕욕창창창발발발생생생군군군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이미 앞서 욕창 발생군 7명과 비발생군 59명 간의 통계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관련 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하지만 욕창 발생군이 비발생군에 비하면 적은 인
원으로 통계 분석 상 잘못된 결론에 이를 소지가 있으므로 실험군의 의미있는 변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의학적 특성
인 진단명,수술명,수술시간 및 체외순환 여부와 체외순환 시간,수술 전 영양상
태인 BMI,알부민 수치,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 수치,수술 전 Bradenscale,호
흡기 사용 시간,중환자실 재원 일수에 대해 7명의 욕창 발생 대상자의 특성을 나
열해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표 14와 같다.
이중 의미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대상자들의 동반 질환 중 7명 중 5명이 당뇨

를 진단 받았으며,그 외 고혈압,고지혈증,뇌혈관 질환,신장질환,말초혈관질환
을 동반하고 있다.전 수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직접적인 주요 질환 외에 2개 이상
의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좌심실 박출계수(LVEF)는 4명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4명 중 3명은 전체 실험군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고,이 중 1명은
21%로 매우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수술 전 영양관련 지표 중 BMI는
1인이 저체중(20이하),4인이 정상체중(20-25),2인이 과체중(25-30)이었다.이는
영양 불량과 욕창발생의 관련성이나 비만과 욕창발생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는 없었다.수술 전 알부민 수치,헤모글로빈 수치,헤마토크릿 수치
는 평균적으로 전체 실험군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이고,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보다 높은 편차를 보이며 낮은 수치를 보인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
다.수술 전 Bradenscale또한 2명이 각각 15,18점을 나타내어 평균보다 매우 낮
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수술 시간은 평균보다 길었으나,체외순환 여부,체외순환 시간,호흡기

사용시간,중환자실 재원일수는 욕창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관련 지을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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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444...실실실험험험군군군 내내내 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Mean(±SD)
실험군 전체
Mean(±SD)

인구사회
학적 특성

성별(M/F) M M M F M F F - -

연령(세) 58 52 64 77 42 64 44 57.29(±12.37) 59.73(±11.36)

의학적 
특성

진단명
관상동맥질환, 
당뇨, 
고혈압

판막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부전, 
폐질환

판막질환, 
당뇨, 
말초혈관질환

판막질환, 
당뇨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 -

LVEF(%) - - 27 41 63 52 -
45.75

(±15.39)
59.02(±12.8)

수술명 관상동맥
우회술

판막대치술
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우회술

판막대치술 판막대치술 판막대치술 - -

수술 시간(분) 462 349 355 345 265 404 257
348.14
(±72.3)

325.53
(±56.31)

체외순환여부
(체외순환시간,분)

× ○(144) × × ○(87) ○(137) ○(92)
115.0

(±29.65)
131.47
(±48.39)

수술전 
영양관련 

지표

BMI 26.41 22.65 27.39 21.78 21.51 23.42 19.17 23.19(±2.87) 23.93(±2.92)

albumin 4.2 3.0 2.6 3.7 3.1 5.0 4.3 3.82(±.87) 4.26(±.59)

Hb 11.3 13.8 10.0 11.8 8.5 11.9 10.2 11.07(±1.69) 12.64(±2.45)

Hct 31.6 39.6 30.2 35.3 24.6 34.4 31.0 32.89(±4.70) 36.62(±5.71)

수술 전 Braden scale 23 23 15 18 21 23 23 20.86(±3.19) 22.29(±1.78)

호흡기 사용 시간(시간) 17 9 26 12 10 9 7 12.86(±6.62) 14.92(±4.97)

중환자실 재원일수(일) 4 3 3 3 3 3 2 3.0(±.58) 2.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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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적적적절절절성성성 평평평가가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예예예비비비 욕욕욕창창창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일대일 면접을 통해 직접 프로토콜을 사용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욕창예방 프로
토콜의 개별 문항 및 전체 구성에 대해 일대일 면접을 통해 프로토콜의 수정,보
완을 하였다.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접을 시행하였으며,반구조화된 질문은 다
음과 같다.

§ 적용한 프로토콜의 장점
§ 적용한 프로토콜의 단점
§ 개선해야 할 점
-전체 프로토콜의 구성
-세부 문항의 적절성

이 중 의미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전전전체체체적적적인인인 구구구성성성

Bradenscale의 모든 항목별로 점수를 각각 내서 더하도록 유도하였으나,실제
사용시 이행율이 매우 떨어져 Braden scale 총점을 기재하도록 교체하였다.
Braden scale아래 Mild risk(15-18),Moderaterisk(13-14),High risk(10-12),
Veryhighrisk(<11)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위험 정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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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구구구체체체적적적인인인 문문문항항항 수수수정정정

기존 문항 수정된 문항

Footdrop을 방지한다. 삭제(구체적인 적용이 모호하다는 의
견이 많음)

warm bag사용을 금한다. hotpack사용을 금한다.
warming unit사용시 과도하게 온도
를 높이지 않는다.

수술 직후 warming시 더운 공기가 직
접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다.

시트가 젖었을 시 즉시 교체한다. 시트가 젖었을시 즉시 교체하는 등 습
기 노출을 최소화 한다.

duty 시작 전에 airmattress작동을
확인한다.

수술 직후 환자에게 airmattress적용
을 시작하고, duty 시작 전에 air
mattress작동을 확인한다.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는 가능한 경
우 duty당 1회 이상 등마사지를 시행
한다.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duty당 1회 이상
등마사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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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AAA...욕욕욕창창창 발발발생생생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과과과 예예예방방방

본 연구에서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적용군 66명과 대조군
66명을 대상으로 욕창 발생율 및 욕창 특성을 비교하였다.적용군에는 7명(10.6%),
대조군에서는 20명(30.4%)의 욕창 발생율 나타내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X2=7.869,p=.009).
적용군에는 7명(10.6%),대조군에서는 20명(30.4%)의 욕창 발생율은 개심술 환

자의 욕창발생율인 9.2%-38%(Stordeur,LaurentandD'hoore,1998;Cuddigan,
AyelloandSussman,2001)에 근접하게 해당하는 수치이고,적용군의 발생율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판정할 수 있다.그러나 욕창 예방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 적
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중환자실 환자나 수술 환자 등 포괄적인 집단군을 대상
으로 시행한 연구가 많아 본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평균 중환자실 재실 기간은 욕창발생군에서 3.0일,비발생군에서

2.97로 수술 당일부터 수술 후 2일까지의 욕창 발생율의 조사를 시행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었고,수술 후 1-3일 사이에 수술에 기인한 욕창이 발견된다는
(Papantonioetal,1994)문헌에서 또한 수술 후 2일까지의 욕창 발생율 조사의
합당성을 입증해준다.수술 후 욕창 발생의 다수가 수술 후 1일에 일어났으며,적
용군의 71.4%,대조군의 80%가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욕창 발생부위는 전 수가
미골에서 발생하였다.이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예방 프로토콜의 적용
결과 욕창의 발생 부위를 조사한 이명선(2004)의 연구 결과 발뒤꿈치(10%),팔꿈
치(20%)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다는 결과와 비교된다.이는 개심술 환자의 수술로
인한 장기간의 앙와위 유지가 그 관련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욕창이 발생한 대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이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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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유발 관련 특성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적용군 66명을 대상으로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다시 재분류하여 일반적 특성,욕창 유발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욕창 유발 관련 특성은 수술 전 특성,수술 중 특성,수술
후 특성으로 별도 구분하였다.분석 결과 수술 전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구체적인 변수는 수술 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당뇨,신장질환,수술 전 편마비(hemiplegia)유무이다.본 연구
는 Lewickietal(1997)의 연구 결과와 상당히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Lewickietal(1997)는 337명의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4.7%
의 욕창 발생이 관찰되었고,욕창발생과 연관이 있는 변수로 수술 전 낮은 헤모글
로빈,헤마토크릿,혈중 알부민 수치,수술 후 IntraAorticBallonPump(IABP)삽
입,수술 전 낮은 Bradenscale,당뇨 유병률,다른 동반 질환의 유무,수술 후 체
온으로의 빠른 복귀,수술 후 적은 체위 변경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술 전 Bradenscale이 실험군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욕창발생군과 비발생군과의 관련성에서 p=0.55로 거의 통계
적으로 유의한 근접치를 나타내었다.수술 전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기존 연구(Stotts,1999)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당뇨는
욕창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이미 다수의 논문에서 욕창과 당뇨 유병
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밝혀낸 바 있다(Papantonio,WallopandKolodner,1994;
Schultzetal,1999;Lewickietal,1997).이 결과는 이미 이전 연구에서 욕창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바가 있으며,신장질환과의 관련성은 Jerusum,Joseph,
Davis& Suki(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수술 전 편마비 유무는 욕창과의 직접적
인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감각지각의 저하와 수술 후 부
동자세가 더 우려될 수 있는 집단으로 충분히 욕창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흥미로운 것은 직접적인 수술 시간이나 수술 후 호흡기 사용 시간 등 수술
중과 수술 후 관련된 변수는 유의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이를 통해
서 수술 전 관련 변수의 예상이 가능하며 기존 문헌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밝혀
진 집단에 대해서는 미리 수술 전,중,후에 차별화된 간호중재를 시행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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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용용용

예방을 위한 프로토콜의 적용의 중요성은 실제 임상 실무 현장에서는 이미 발
생한 욕창의 치료에 주안점을 둔 간호중재를 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다.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간호현장에서의
현실이다.예방 프로토콜을 미리 숙지하고,업무 때 체크함으로써 그 예방을 위
한 중재적용의 실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토콜 적용의 주요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Braden scale의 6개 하부 항목 감각지각

(Sensory Perception),습기정도(Moisture),활동상태(Activity),움직임(Mobility),
영양상태(Nutrition),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을 기준으로 하부 중재안을 구
성하여 Bradenscale을 통해 대상자의 위험 정도를 파악한 후 각 하부 중재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구체적인 하부 중재안을 구성하기 위한 문헌 고찰
은 총 5개의 문헌을 통해 시행하였으며,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인
Wound,Ostomy,and Continence Nurses Society(WOCN),NationalPressure
UlcerAdvisory Panel(NPUAP),AHRQ(Agency for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중 AgencyforHealthcareResearchandQuality(AHRQ)의 가이드라인
과 EuropeanPressureUlcerAdvisoryPanel(EPUAP)가이드라인 및 그 외 3개
의 욕창예방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중재안을 분석하여 중재안을 구
성하였다.개심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도 호흡기 및 특수 장치의 사용 등으로
보다 장기간의 부동을 요하고,혈역학적 안정 도모 및 수술 부위 출혈 등의 방지
를 위해 절대 안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 일반적인 욕창예방 중재를 그대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을 요하는 집단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
및 이미 개발된 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공통적인 중재안을 선별하고,이를
실제 개심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 후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한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다.특히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용할 수 있도
록 구조화된 표로 구성되어 있거나,체크리스트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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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집단이나 간호단위에 맞도록 변형의 과정과 더불어 실
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의 변형을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적용을 한 결과 현재 중재를 시행한 대학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시스

템을 갖춘 병원으로 간호사가 실제 업무 수행 중에 욕창발생 위험도 사정(Braden
scale)및 피부사정 등은 이미 전자의무기록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면화된 욕
창프로토콜의 체크 방식이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 우려가 발견되었다.이는 구체적
인 내용(content)을 갖추고 타당도가 입증된 프로토콜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적
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동반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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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과과과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과과과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연구자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심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욕창예방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욕창 발생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욕창예방 프로토콜은 욕창 위험도 사정도구인 Bradenscale의 6개 하부 항목 감

각지각(SensoryPerception),습기정도(Moisture),활동(Activity),움직임(Mobility),
영양상태(Nutrition),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을 기준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타당도 점수 0.75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삭
제 및 신설,수정 보완하였다.활동영역 중 1항목,마찰과 응전력 영역의 1항목을
삭제하고,전문가의 의견에 참고로 마찰과 응전력 영역의 1항목을 추가하였다.
개발된 욕창예방 프로토콜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설계를 하

였다.대조군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술하여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
자 66명,실험군은 2007년 10월부터 11월,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술하여 중환
자실에 입실한 환자 66명을 편의표출하여 시행하였다.대조군과 실험군의 욕창관
련 특성은 동질성 검정을 완료한 후 진행하였다.욕창예방 프로토콜의 적용 전 중
환자실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실제 적용시 각 프로토콜은
담당간호사가 근무조(shift)내에 적용하여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고,다음
번 담당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욕창예방 프로토콜 적용 결과 실험군에서는 7명(10.6%),대조군에서는 20명
(30.4%)의 욕창 발생율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7.869,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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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군의 욕창발생 7명의 욕창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욕창 발생 시기는 수술
후 1일이 5명(71.4%),수술 후 2일은 2명(28.6%)이었다.욕창발생 부위는 7명
(100.0%)이 모두 미골 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발뒤꿈치,견갑골,기타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욕창정도는 GradeⅠ이 5명(71.4%),GradeⅡ이 2명(28.6%)이
고,욕창 크기는 1×1cm 이하는 2명(28.6%),3×3cm 이하가 3명(42.9%),5×5cm 이
하가 2명(28.6%)으로 이었다.
대조군의 욕창발생 20명의 욕창 발생 시기는 수술 당일은 3명(15%),수술 후 1

일은 16명(80%),수술 후 2일은 1명(5%)이었다.욕창발생 부위 20명(100.0%)이 모
두 미골 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발뒤꿈치,견갑골,기타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다.욕창정도는 G Ⅰ이 18명(90%)이고,G Ⅱ이 2명(10%)으로 나타났다.욕창
크기는 1×1cm 이하는 2명(10%),3×3cm 이하가 8명(40%),5×5cm 이하가 7명
(35%),7×7cm 이하가 1명(5%),9×9cm 초과가 2명(10%)으로 나타났다.
  

3.욕창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수술 전 관련 특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isher's
exacttest,Mann-Whitneytest를 시행한 결과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U=95.5,
p=.021),헤마토크릿 수치(U=103.5,p=.032),당뇨(χ2=6.176,p=.013),신장질환 여
부(χ2=4.885,p=.028),수술 전 편마비(χ2=6.864,p=.009)에서 욕창발생군과 비발생
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개심술 환자에게 욕창예방 프로토콜의 사용한 후 욕
창 발생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이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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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욕창예방 프로토콜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욕창 발생이 나타난 실험군의 사례
를 통해 욕창 발생 고위험군의 선별과 고위험군을 위한 차별화된 간호중재의 개
발을 제언한다.

2.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다른 특성의 대상자 그룹에의 임상 타
당도 검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표준화된 예방 프로토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언한다.

3.개심술 환자의 수술 전이나 수술 중 제공할 수 있는 욕창의 예방적 중재에 관
한 연구를 제언한다.

4.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욕창 예방을 위한 실제 간호기록,전자
간호기록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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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욕욕욕창창창발발발생생생위위위험험험 사사사정정정도도도구구구

항목 정의 점
수 점수환산기준

감각지각(Sensory  Perception)

압력에  
의한  

불편감을  
지각하여  
반응하는  
능력

1 완전히 제한됨 : 무의식 상태나 진정제 투여로 통각자극에 무반응 또는 대부분의  
신체부위가 통증을 느끼지 못함 .

2 매우 제한됨 : 통증자극에만 반응 . 신음이나 몸을 뒤트는 외에는 불편감을 전달하
지 못함 . 도는 체부 1/2 이상에 감각 손상이 있어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함 . 

3 약간 제한됨 : 구두 명령에 반응할 수 있으나 , 불편함이나 돌아눕고 싶다는 의사
를 항상 표현하지는 못함 . 또는 1-2개의 사지가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함 . 

4 장애 없음 :문자 명령에 반응하고 ,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음 . 

습도(Moisture)
피부가  
습기에  
노출되는  
정도

1 계속 습기가 차 있음 : 발한 , 배뇨 등에 의해 거의 지속적으로 습기가 차있음 . 환
자 이동이나 체위 변경시마다 습기가 확인됨 .

2 습기가 차 있음 : 피부가 종종 습함 . 체위변경시마다 린넨을 교체해야 함 . 
3 종종 습기가 차있음 : 린넨을 하루 한번 정도 교체할 만큼 피부가 습기에 차 있음 . 
4 거의 습기가 없음 : 피부는 항상 건조함 . 린넨은 정기적으로만 교체함 .

활동성(Activity) 신체활동의  
정도

1 침대에 고정 : 환자는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음 .
2 의자에 고정 : 보행능력이 없거나 심히 제한됨 .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의자나 휠
체어에 의지해야 함 . 

3 보행이 일부 제한됨 : 혼자서 혹은 보조를 받으며 가끔씩 보행하거나 거리는 매
우 짧음 .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나 의자에서 보냄 .

4 자주 보행 : 깨어 있는 동안 실외에서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보행하고 실내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보행 .

기동성(Mobility)
체위를  
변경하고  
조절하는  
능력

1 완전 부동 : 도움이 없이는 사지의 자세나 가벼운 체위변화조차도 불가능함 .
2 매우 제한 : 가끔 , 체위나 사지의 자세를 약간은 변경할 수 있으나 , 자주 그리고  
괄목할 만한 체위 변경은 불가능함 .

3 약간 제한 : 자주 혼자서 약간씩 체위나 사지의 자세를 변경함 . 
4 제한 없음 : 도움 없이 자주 체위 변경

영양(Nutrition) 일반식이  
섭취 형태

1 매우 불량 : 매번 식사량을 모두 섭취하지 못함 . 간혹 제공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 . 음료와 보충식이를 섭취하지 못함 . 또는 금식 상태이거나 맑은 유동식 또
는 5일 이상 정맥수액만을 공급

2 대체로 불충분 : 거의 완전 식이를 섭취할 수 없고 , 제공된 음식의 약 1/2 정도
만 섭취 . 단백질은 오직 세끼의 식사 또는 하루 섭취량만 섭취 . 간혹 영양제를  
섭취 또는 , 적정량 이하의 유동식이나 위관영양 섭취

3 적정 : 식사의 1/2 이상을 섭취 . 매일 단백질 (고기 , 하루 권장량 )을 총 4회 섭취 . 
또는 , 위관영양과 TPN에 의존하여 영양요구량을 섭취

4 우수 : 매 식사를 거의 다 섭취 . 절대식사를 거르지 않음 . 육류나 유제품을 하루
에 4회 이상 섭취 . 가끔 간식섭취 . 영양보충이 필요하지 않음 . 

마찰과  
응전력(Friction/shear)

1
문제 : 이동시 전적으로 , 혹은 중간 정도의 도움을 받음 . 시트가 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들어올릴 수 없음 . 침대나 의자에서 자주 미끄러지므로 , 자세를 다시  
취해 주어야 하는데 , 도움이 없이는 힘듦 . 경련 , 연축 도는 흥분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마찰

2 잠재적 문제 : 미약하나마 이동능력이 있고 ,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함 . 이동중에  
시트나 , 의자 , 억제대 등이 어느 정도는 미끄러짐 .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
간동안 비교적 좋은 자세를 유지함 . 그러나 가끔씩 미끄러짐 . 

3 문제없음 : 침대나 의자에서 독립적으로 이동 . 이동하는 동안 몸을 완전히 들어
올릴 만큼 근력이 강함 . 항상 침대나 의자에서 좋은 자세를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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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욕욕욕창창창예예예방방방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개심술 환자의 욕창예방 프로토콜
Ⅰ. risk factor assessment  
이  름 등록번호
입실일 퇴실일 재실기간

수술 전

성별/연령 Ht/Kg/BMI
질환명
수술명
EF(%) 중환자실 입실경험
수술전 
만성질환 
여부

(√ 표시)

심근경색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뇌졸중, 만성 폐질환, 결
체조직질환, 궤양질환, 경증 간질환, 당뇨(1)
반신마비, 중등도 또는 심한 신장 질환, 장기손상을 동반한 
당뇨, 종양, 백혈병, 림프종(2)
중등도 또는 심한 간질환(3)
전이된 종양, 에이즈(6)

수술 중
수술시간 (분)
체외순환시간 (분)
수술중 저혈압시간 (분)

수술 후

특수치료 
여부

Ventilator (Yes, No) (           hr)
IABP (Yes, No) (           hr)
PCPS(ECMO) (Yes, No) (           hr)
CRRT (Yes, No) (           hr)
기타 (Yes, No) (           hr)

Inotropic 
제재 사용 
여부

Dopamine (Yes, No) (           hr)
Dobutamine (Yes, No) (           hr)
Norepinephrine (Yes, No) (           hr)
Epinephrine (Yes, No) (           hr)
Vasopressine (Yes, No) (           hr)
Milrinone (Yes, No) (           hr)
기타 (Yes, No) (           hr)

진정
수면제 
사용여부

morphine (Yes, No) (           hr)
sufentanyl (Yes, No) (           hr)
기타 (Yes, No) (           hr)

요실금 여부 (Yes, No)
변실금 여부 (Yes, No)
감각지각저하(마비 등) (Yes, No)
수술전 체온 복귀시간          분

Lab
data

수술전 수술당일 POD #1 POD #2
albumin

Hb
Hct

predictive 
scale Brade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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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ursing Intervention                              (______년 _____월 _____일)
Braden scale category 중재안 D E N

Braden scale 총점 D

scale (  /23)점

E

scale (  /23)점

N

scale (  /23)점
mild 15-18 mild 15-18 mild 15-18
moderate 13-14 moderate 13-14 moderate 13-14
high 10-12 high 10-12 high 10-12
very high <11 very high <11 very high <11

감각지각
사정 § 발목, 발뒤꿈치 등을 포함한 피부를 관찰한다. 
중재 § warm bag 사용을 금한다.

§ 수술 직후 warming시 더운 공기가 직접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다. 

습도
사정 § 요실금, 변실금을 감시한다.
중재 § 기저귀 착용을 금한다. 

§ 시트가 젖었을시 즉시 교체하는 등 습기 노출을 최소화 한다. 
활동 사정 § 호흡기 이탈 환자들은 기침, 심호흡을 격려하는 등 신체 활동을 증진

시킨다.중재

기동성
사정 § 수술 직후 환자에게 air mattress 적용을 시작하고, duty 시작 전에 air 

mattress 작동을 확인한다.

중재
§ duty 당 2회 이상 체위를 변경한다.
§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duty당 1회  

이상 등마사지를 시행한다.

영양

사정 § 혈청 알부민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중재

§ 혈청 알부민 수치가 3.0mg/dl 이하면 의사에게 알려, 알부민을 정주한다.
§ 금식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영양대체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 후 영양

공급을 한다.(TPN/tube fedding)
§ 처방된 식이를 확인하고 식이 섭취를 격려한다. 
§ 영양결핍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영양과 협진을 고려한다. 

마찰과 
응전력

사정 § 수술 직후 중환자실 입실시 미골부위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 압력이 지속될 위험에 대해 감시한다. 

중재

§ 체위 변경시는 가급적 환자 끌어올리지 않고, 들어올린다.
§ 호흡기 이탈 환자들도 간호인력 2인 이상이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 골성부위는 피부를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 상체를 30도 미만으로 유지한다.
§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시 보호용 제재를 사용한다.(Tegaderm, 양말 등)

피부사정
(사정

시간:     )

단계
Grade Ⅰ § transparent film(Tegaderm) dressing 적용한다.
Grade Ⅱ § hydrocolloid dressing 제재를 사용한다. 
Grade Ⅲ

§ 전문가(상처전문간호사, 피부과/성형외과)에게 의뢰한다.Grade Ⅳ
위치
크기 (  )cm×(  )cm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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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ppppppllliiicccaaatttiiiooonnnaaannnddd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aaappprrreeessssssuuurrreeeuuulllccceeerrrppprrreeevvveeennntttiiiooonnn
ppprrroootttooocccooolllfffooorrr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ooopppeeennnhhheeeaaarrrtttsssuuurrrgggeeerrryyy

LEE,HYEON JEONG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of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determinetheeffectivenessofapressure
ulcerprevention protocolforpatients with open heartsurgery.The study
designwasanonequivalentcontrolgroupnon-synchronizedstudy.
The pressure ulcer prevention protocol was consisted of classified

intervention by 6 subscales ofBraden scale-Sensory Perception,Moisture,
Activity,Mobility,NutritionandFriction/shear.EachNursinginterventionwas
collectedthroughaliteraturereview.
Allsampleawereadmittedafteropenheartsurgery.Patientswereexcluded

iftheywareunder20yearsoldorhavehadapressureulcerbeforesurgery.
Thecontrolgrouphadhas66patientsthatwereadmittedtotheintensivecare
unitduringMay2007andtheexperimentalgrouphave66patientsthatwere
admittedtotheintensivecareunitduringfrom OctobertoNovember2007and
from ApriltoMay2008.BeforetheapplicationofaPressureulcerprevention
protocol,trainingofNursingstaffwasdone.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Of the 132 patients in the study,7(10.6%) had skin breakdown in
experimentalgroupand20(30.4%)hadskinbreakdownincontrolgroup.It
wasstatisticalllysignificantresult(X2=7.869,p=.009).

2.Therewere7patientsthathad theskin breakdown in theexperimental
group.5(71.4%)ofthebreakdownsoccurredthefirstdayafterthe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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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2(28.6%)ofthebreakdownsoccurredthesecounddayafterthesurgery.
Thebreakdownbygradewasasfollows:GradeⅠ,5(71.4%);GradeⅡ,
2(28.6%).Allbreakdownwerefoundincoccyxarea.

3.Theexperimentalgroupwasdividedintotwogrouptoidentifysomerisk
factorsrelatedtotheoccuringpressureulcers:Thebreakdowngroupand
the skin integrity group.Severalrisk factors forthe breakdown group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ose of the skin integrity group. lower
hemoglobin in thepreoperativeperiod(U=95.5,p=.021),lowerhematocritin
preoperative period(U=103.5,p=.032),the presence ofdiabetes mellitus(χ2
=6.176,p=.013),the presence ofrenaldisease(χ2 =4.885,p=.028)and the
presenceofhemiplegiabeforesurgery(χ2=6.864,p=.009).

Inconclusion,thedevelopedprotocolisaneffectivenursinginterventionto
preventthepressureulcersforpatientswithopenheart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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