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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환자실 환자에게 적용한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의 

전자의무기록 활용 평가

본 연구는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인 Cubbin & Jacson scale을 중환자실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욕창발생 예측 타당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Cubbin & 

Jac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위하여 

시도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63%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59.77세였다. 중  

  환자실 체류기간은 평균 1.43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병동으로 이동하였을 확  

  인하였다. 진료과는 외과가 53.1%로 과반수이상이었고 인공호흡기와 억제대를   

  50%이상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다. 욕창발생자는 118명으로 욕창발생률은      

  14.2%로 분석되었다.

2. 일반적, 임상적 특성 중 중환자실 체류기간, 퇴실 시 상태, 당뇨, 부종, 인공호  

  흡기, 억제대, 평균혈압에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Cubbin & Jackson scale에서는 연령과 피부상태를 제외한 체중, 의식수준, 운동  

  성, 혈역학적 상태, 호흡, 영양상태, 실금, 위생 여덟 항목에서 욕창발생과 유의  

  한 관계를 보였으며, Baden scale에서 감각인지, 습기, 체위변경, 영양, 마찰/전  

  단력의 다섯 항목이 욕창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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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구 개발자가 제시하고 있는 경계점수에서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 두 도구의 예측타당도를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로 확인하  

  였을 때 Cubbin & Jackson scale은 72.0%, 68.8%, 27.7%, 93.7%이며, Braden     

 scale은 93.2%, 16.6%, 15.6%, 93.7%였다. ROC 곡선하 면적은 Cubbin &          

Jackson scale은 .763, Braden scale .711로 계산되었다. 

5. Cubbin & Jacson scale 세부항목 중 연령, 의식수준, 호흡, 실금은 구조화된 데  

  이터 항목과 완전히 대응이 가능하였고, 피부상태는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이 가  

  능하였으며, 체중, 혈역학적 상태, 영양은 2개 데이터의 조합으로 유도가 가능한  

  보완적 대응을 보였고, 신체 활동과 개인위생은 EMR기록으로 찾을 수 없는 불  

  완전 대응의 관계를 나타내 EMR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  

  수들의 결측률은 연령, BMI 등은 0%, 의식수준에서 34%(474건), 평균혈압에서   

  1.5%(21건), 호흡상태 37.3%(519건), Braden scale에서 34.6%(482건), 심근수축제  

  의 실시유무는 3%(42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Cubbin & Jackson scale이 Braden scale보다 ROC 곡선

하 면적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으나 중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전향적으로 그 

타당도를 검증해 보아야 하겠다. 또한 Cubbin & Jac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면에서 불완전 대응관계를 보인 신체활동과 위생을 제외한 여덟 항목을 전자

의무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간호사에 의해 저장되고 있는 자료들은 자동 입력되고 간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입력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모든 항목을 간호사가 직접 기록하는 번거

로움을 없애 이중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어 업무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욕창 발생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통해 욕창이라는 간호결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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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욕창은 일반적으로 뼈가 돌출된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조직허

혈, 세포손상, 조직괴사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NPUAP, 2007). 욕창은 사망률, 이환률과 관련되며, 환자에게 

통증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술의 필요성, 감염과 폐혈증, 장애와 

의존성 등 많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여 결론적으로 의료비

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Nijs, Toppets, Defloor, Bernaerts, Milisen & Van Den 

Berghe, 2008; Russo, Steiner & Spector, 2008). 실제로 연간 영국의 욕창 치료비용

을 조사한 연구에서(Bennett, Dealey & Posnett, 2004) 욕창은 단계가 올라감에 따

라 욕창의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기간의 연장으로 치료비용도 증가하였고, 영국의 

총 욕창 치료비용은 년간 10억 파운드(Dealey, Posnet & Walker, 2012)로 이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지출의 4%에 해당하며 90%이상이 간호서비스 시간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욕창이 예방가능하다는 점에서 욕창 자체가 임상 과실

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와 같이 의료관련 종사자에게 소송이라는 

중대한 위협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Bennett et al, 2004). 

 입원 기간 중 발생하는 욕창은 미국 의료연구 및 품질기관(AHRQ)에서 강조하는 

환자안전 지표중 하나이며 간호중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환자결과이기도 하

다. 보건 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2011)에 의하면 우라나라 의료기관 평가제

도의 기준에 간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욕창예방 간호 등의 평가문항이 포함되었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간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요구도의 사정, 간호정보 

수집, 간호과정 등의 항목을 조사, 평가하고 있어 욕창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입원환자 욕창발생률은 2.7-29%이며 중환자에서의 욕창발생률은 33%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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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고관절이나 장골의 골절과 같은 정형 외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에서는 66%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Salcido, 2011). 우리

나라에서의 중환자실 욕창발생률에 대한 국가적 통계는 수집되고 있지 않지만, 욕

창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발표된 통계치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38.3~48%

(김영경, 1997; 김영경, 2000)로 보고하였고, 2000년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8.1~31.3%(김연숙, 2011; 신정화, 2009; 은성숙, 2001; 이영희, 정인숙 & 전성숙, 

2003; 임미자, 2006; 이선미, 2007)로 보고되었다. 또한 입원환자의 전체 욕창발생

에 대한 연구에서도 욕창발생환자의 44.5%가 중환자였다고 나타나(이유진, 2011) 

일반병동과 비교하여 중환자실에서의 욕창발생의 위험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인공호흡기 등 부동을 초래하는 장비 사용이 빈번하며 의식수준, 감각

의 저하, 영양불량, 부종, 대소변 실금 등 욕창발생 위험요인을 중환자가 많이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의 욕창발생 고위험군을 정확하게 선별

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적 욕창간호를 제공하여야한다(박경옥, 2005; 이명

선, 2004). 이러한 욕창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가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의 

사용은 비용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 기간 지연을 막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책이다(이종경, 2003).

  국내에서는 Braden(1987)과 Braden을 수정 보완한 송미순과 최경숙(1991)의 도구

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Braden scale이 일반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반면, 

Cubbin & Jackson scale은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최근의 보고

에 의하면 중환자를 대상으로는 Cubbin & Jackson scale이 더 예측력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어 중환자에게 적용할 것을 제언하였다(이영희 등, 2003; 이선미, 2007; 

Boyle & Green, 2001; Jun, Jung & Lee, 2004). Cox(2011)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욕

창발생의 예견인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Braden scale을 적용하였을 때 욕창발생의 

위험이 과도하게 예측되어 욕창발생 고위험군이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간호제공자의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욕창예방을 위한 간호제공의 비용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환자에게 Cubbin & Jackson 

scale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욕창 고위험대상자를 선별하여 효율적인 욕창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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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간호가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Braden scale을 중환자에게도 적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실에서만 Cubbin & Jackson scale을 사용하였

을 때 병동 간 연계가 어렵고 수집 항목이 많으며 간호사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환자실의 욕창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해 Cubbin & Jackson 

scale의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존의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에서 수집하는 자료가 재사용(reusability)이 가능

한 것인지 살펴보아 간호사들의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욕창 고위험군을 선

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욕창 위험요인 사

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전향적 조사연구로 EMR 기록으로 Cubbin & 

Jackson scale의 전 항목이 측정되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Cubbin & 

Jackson scale의 예측타당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후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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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인 Cubbin & Jackson scale을 중환자실 환자에

게 적용하였을 때 욕창발생 예측 타당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

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내,외과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피부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얻어진 욕창 발생률과  

 욕창 단계를 파악한다

2) Cubbin & Jackson scale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ROC) Curve에 따른 곡선하면적을 구하        

여 두 도구의 예측타당도를 비교 분석한다.

3) Cubbin & Jackson scale의 EMR구현 시 전자자료 활용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3. 용어의 정의

1) 중환자

   이론적 정의 : 중환자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고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장봉       

                 희, 2000).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Y대학병원의 내, 외과계 중환자실  

                 에 입실한 환자이다. 

2) 욕창

   이론적 정의 : 욕창이란 일반적으로 압력이나 압력과 마찰, 전단력이 혼합되어  

                 뼈 돌출부위에 발생하는 국소화 된 피부 또는 조직의 손상을   

                 의미한다(NPUA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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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국립욕창자문위원회(2007)에서 제시하는 욕창     

                 단계로 Deep Tissue Injury, stageⅠ, stageⅡ, stageⅢ, stageⅣ,  

                 측정불가로 분류되며, 담당간호사의 판단 하에 1단계 이상으로  

                 나온 결과를 의미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욕창의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3) 예측타당도

   이론적 정의 :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란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결과와    

                이와 관련된 미래의 현상 간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미래를 예  

                 측할 수 있는 측정도구인지를 가려내는 타당도를 말하며 민감  

                 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값으로 평가한다(이은옥    

                 등, 1998). 

① 민감도(Sensitivity)란 어떤 질환에 이환된 사람 중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

거나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② 특이도(Specificity)란 어떤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특정 증상

이 나타나지 않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③ 양성 예측도란 어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그 

진단검사가 선별하려고 하는 질환에 이환될 확률을 의미한다. 

④ 음성 예측도란 어떤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그 

진단검사가 선별하려고 하는 질환에 이환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의 예측 타당도는 Braden scale과                  

                 Cubbin & Jackson scale을 적용하여 구하여진 점수가 욕창발생  

                 을 예측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① 민감도(Sensitivity)란 욕창이 발생한 환자 중에서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

의 점수에 의해 위험군으로 예측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특이도(Specificity)란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중에서 욕창발생위험사

정도구의 점수에 의해 비위험군으로 예측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③ 양성 예측도란 욕창발생 위험군으로로 예측되었던 환자 중에 실제로 욕

창이 발생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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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발생유무
욕창발생위험측정도구에 의한 분류

욕창 위험군 욕창 비위험군

욕창 발생 A B

욕창 비발생 C D

민감도        A/(A+B)x100

특이도        D/(C+D)x100

양성 예측도    A/(A+C)x100

음성 예측도    D/(B+D)x100

④ 음성 예측도란 욕창발생 비위험군으로 예측되었던 환자 중에 실제로 욕

창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에 대한 계산공식은 <표 1>과 같

다. 

 표 1.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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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목적인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인 Cubbin & Jackson scale을 중환자실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욕창발생 예측 타당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문헌고찰에서는 중환

자의 욕창 발생 및 위험요인과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 욕창발생 위험사정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중환자의 욕창 발생 및 위험요인

 뼈 돌출 부위의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거나 응전력과 마찰력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국소적인 피부손상을 욕창이라고 한다. 실제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여러 

외적 요인들이 욕창 발생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요인들

에 대해 명백히 검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NPUAP, 2007)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중환자의 욕창발생률을 살펴보면 45.7%(김영경, 

2000), 이영희 등(2003)의 연구에서는 31.3%, 외과계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선미

(2007)는 18.3%,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11.6%(신정화, 2009),신경외과 

중환자실과 병동을 대상으로 한 김시숙(2003)은 16.1%, 신경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8.2%~45.5%(이종경, 2003; 임미자, 2006)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욕창 

예방 간호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외국의 중환자실 욕창 발생률을 살펴보면, 외과

계 중환자실의 stege Ⅱ이상 욕창발생률을 8%로 보고되었고(Eachempati, Hydo & 

Barie, 2001), 5.2%(Boyle et al, 2001), 3.3%(Shahin, Dassen & Halfens, 2009) 등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수치를 보면 국내자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

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사지

마비, 인공호흡기 적용, 약물 사용, 억제대 적용 등으로 기동력 저하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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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환자는 경구영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농도 수액영양이나 위관영양

을 통해 영양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인환자가 많아 욕창발생 위험이 높

은 집단에 해당한다(박경옥, 2005). 

 욕창발생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Baumgarten, Margolis, Russell Localio,  

Kagan & Lowe et al, 2006; 김재희, 2005)에서 대소변 실금, 침상에서 돌아눕기 힘

든 상태, 영양불량, 의식저하, 지각부전 및 마비, 만성질환 등을 욕창발생 위험요

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환자에게 해당되는 요인들로써 중환자가 

욕창발생의 위험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외과 중환

자를 대상으로 욕창위험요인을 분석한 Cox(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환자의 욕

창위험요인은 Braden 도구의 Mobility, 마찰/전단력, 연령, 중환자실 체류기간, 

Norepinephrine의 투약, 심혈관질환이었고, 이 외에도 인공호흡기 적용, 진정제 사

용, 체온, 혈색소, 의식상태, 뇨실금, 변실금, 영양상태 등을 중환자의 욕창위험요

인이라고 하였다(Baumgarten et al, 2006; 신정화, 2009).

 

2. 욕창발생 위험사정 도구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는 욕창 발생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

구이다(EPUAP,2009). 현재까지 개발된 욕창 발생 위험사정도구는 Norton(1962), 

Gosnell(1973), Shannon(1984), Knoll(1982), Waterlow(1985), Douglas(1986), 

Braden(1987), 송미순과 최경숙의 도구(1991), Cubbin & Jackson(1991), 

Doutch(1992)등이 있다. 본 연구는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를 적용

한 연구로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A. Cubbin & Jackson scale 

 Cubbin & Jackson scale은 중환자실 환자의 욕창발생 위험정도를 사정하기 위하

여 1991년에 개발된 것으로 연령, 체중, 전신피부상태, 의식상태, 혈역학적 상태, 



- 9 -

호흡, 영양상태, 실금, 위생, 운동성의 10가지 위험요인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도구의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최하점은 10점, 최고점은 40점으

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발생의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10가지 항목 중에서 전신피부상태, 실금, 연령, 위생과 관련된 4항목이 

욕창발생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중, 정신상태, 운동성, 영양상

태, 호흡, 혈역학적 상태는 욕창발생을 의미있게 예측하지 못하였다(김영경, 1997). 

반면 이 도구를 이용하여 신경계 중환자의 욕창발생을 확인한 임미자(2006)의 연

구에서는 체중, 전신피부상태, 의식수준, 혈역학적 상태, 호흡 및 위생의 6항목이 

욕창 발생군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내외과 중환자와 신경외과 중

환자라는 점과 그 대상자수의 차이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신피부상태는 욕창의 발생을 가장 잘 예측하는 인자였으며(김영경, 1997), 

실금은 욕창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항목이나, 중환자는 대부분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반면 환경적,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 배변에 대한 자

가간호가 취약한 그룹으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변실금이며 이로 인한 욕

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령의 증가는 피부상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인자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욕창의 빈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연구에서 연령은 욕창의 유의한 예견인자라고 하였다(Cox, 2011; 이영희 외, 2003; 

이선미, 2007; 조명숙, 박인수 & 김금희 등, 2004 ). 

 위생상태는 자가간호 능력과 연관되는 것으로 위생상태를 완전히 타인에 의존할

수록 욕창이 잘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영

경, 1996; 이선미, 2007).

 Cubbin & Jackson scale을 사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 중 김영경(1997)은 이 

도구를 이용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을 때 26점 미만에서 욕

창이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민감도는 53.6%, 특이도는 71.2%였으며 10가지 

항목 중에서 전신피부상태, 실금, 연령, 위생과 관련된 4가지가 욕창발생을 유의하

게 예측하였으며 4항목의 욕창발생 예측력은 31.95%라고 하였다. 이영희 등(2003)



- 10 -

은 이 도구를 적용하여 경계점수 24점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구 계발자가 제시

한 점수와 동일하였고 이 점수를 경계점수로 하였을 때 민감도 89%, 특이도 61% 

양성예측도 51%, 음성예측도 92%, Braden scale이나 송과 최의 도구보다도 Cubbin 

& Jackson scale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나 가장 정확한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라고 

하였다. Cubbin & Jackson scale, Braden scale, 송과 최의 도구를 비교한 이선미

(2007)의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경계점수 24점에서 민감도 70%, 특이

도 87.7%, 양성예측도 56%,음성예측도 92.8%가 측정되었으나 이선미의 연구에서 

가장 타당도가 좋은 경계점수는 28점이었으며 이때 민감도 95%, 특이도 81.5%, 양

성예측도 53.5%, 음성예측도 98.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선미(2007) 역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중환자실에 가장 적절한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는 Cubbin 

& Jackson scale이라고 하였다. 

 도구 개발자는 경계점수를 24점으로 제시하였으나, 민감도와 특이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ROC 곡선으로 전반적인 타당도를 

비교하였을 때 Braden scale, Norton scale 등 보다 Cubbin & Jackson scale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이선미, 2007; 이영희 외, 2003; Jun et al, 2004).

 B.  Braden scale

 1987년 미국에서 개발된 Braden scale은 감각인지(Sensory perception), 피부 습기

(Moisture), 활동상태(Activity), 움직임(Mobility), 영양섭취(Nutrition), 피부마찰과 쓸

림(Friction & shearing)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이선미, 2007). 

 피부마찰과 쓸림 항목은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그 외 감각인지, 피부 습기, 활

동상태, 움직임, 영양섭취의 5개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총점

은 최소 6점에서 최고 23점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욕창 발생위험이 높음을 의미

한다. 점수에 따라 욕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정도가 다른데 총점이 9

점 이하인 경우 최고위험군, 10-12점인 경우 고위험군, 13-14점까지를 중정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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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 15-18점까지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도구의 척도상 16점 이하의 집

단에서 욕창이 발생했으며 도구는 100%의 민감도를 갖고 64-90%의 특이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strom & Braden et al., 1987; 김연숙, 2011)

 이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1개의 연구들을 문헌고찰 한 결과 

Braden scale은 병원, nursing home, ICU등의 다양한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61~100%의 민감도와 26~100%의 특이도를 가지며 ,간호사간의 신뢰도가 높고 쉽고 

빠르게 사정할 수 있는 도구이며, 욕창의 위험요인을 측정하는데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였다(Kring, 2007). 반면 Braden 척도는 대상자를 측정함에 있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닌 주관적인 관찰에 기초하기 때문에 욕창발생을 

만족스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Schoonhoven, Bousema, & Buskens, 

2007). 

 우리나라에서도 Braden scale의 적용성을 보기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환자 280명을 대상으로 한 김영경(2000)의 연구에서는 경계점수 12점을 사용 하

였을 때 민감도 (sensitivity) 69.5%, 특이도(specificity) 59.87%로 측정되었다. 

 Braden scale, Cubbin & Jackson scale, 송과 최의 도구를 비교한 이선미(2007)의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16점에서의 민감도 97.5%, 특이도 40.7%, 양성

예측도 26.8%, 음성예측도 98.6%으로 계산되었으며, 가장 타당도가 높은 경계점수

는 15점이었고 이때 민감도 97.5%, 특이도 53.0%, 양성예측도 31.7%, 음성예측도 

98.9%였다. 김연숙(2011)은 중환자를 대상으로 Braden scale을 적용하여 경계점수 

16점에서 민감도 97.6%, 특이도 24.2%, 양성예측도 12.0%, 음성예측도 99.0%로 보

고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 Cox(2011) 역시 Braden scale의 경계점수 18점에서 민

감도 100%, 특이도 7%, 양성예측도 20%, 음성예측도 100%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전 대상자의 94%가 욕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욕창이 발

생한 것은 18.7%로 나타나 Braden scale이 과다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Defloor & Grypdonck(2005)의 연구에서도 Braden 척도에 의해 욕

창발생 위험이 있다는 환자들의 80%가 과다하게 예측되었고, 욕창발생 위험이 있

다고 예측된 환자의 20%만이 예방적 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환자실에서는 Braden scale을 가장 널리 사용 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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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en scale의 하부 항목의 중환자의 욕창발생 위험인자로서의 욕창 예측력이 연

구마다 차이가 있어(김연숙, 2011; 신정화, 2009; 조명숙 외, 2004; Cox, 2011) 합의

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Cox(2011)은 연령의 증가, 동맥압의 저하, 중환

자실 체류기간의 증가, APACHE(the Acute Physiologi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Ⅱ score, 당뇨, 폐혈증, 혈관 질환 등의 동반 질환, 심근수축제의 사용 

등 중환자의 욕창 발생을 예견하는 것으로 실증적 근거를 보여준 요인들이  

Braden scale에 포함되지 않아 중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Braden scale로만 예측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비위

험군 환자에게도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위양성율을 높여 위험군에게 집중되어야 할 간호시간과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

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는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3. 욕창발생 위험사정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활용

 EMR은 환자에게 시행된 모든 검사, 치료 및 결과와 처방내역에 관한 사항을 대

용량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모든 내용을 의료진 및 환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임형주, 2007)으로, 1990년대 이후 병원 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OCS/EMR을 갖춘 병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보급으

로 발생되고 축적된 대용량의 데이터들은 환자의 질병 및 치료정보에 대한 즉각

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의학적 판단을 도와주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

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중 업무의 감소로 업무 속도를 증가시키고, 조언⋅경고 

기능 등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보조시스템의 적용으로 최상

의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여 진단 및 치료계획을 제시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 대

한 발생빈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Tang, 2003).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에는 검사결과 외에 간호 관찰과 사정, 활동 등 간호실무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어 

기록 목적 외에도 간호사의 실시간 임상의사결정지원뿐 아니라 임상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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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Pesut, 2006) 의료정보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임상의사

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개발에 간호실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욕창발생예측(조인숙 & 정은자, 2011), 장기약물 복용 환자들의 

부작용 조기 발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를 알려줄 수 있는 의사지원 

결정 시스템 구축(김신영, 최병관 & 김형효, 2012)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

이 진행 중이다. 또한 CDSS는 예방관련 측면에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수록 효율

이 좋아지고(Chaudhry, 2006),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의 향상과 비용 절감의 

장점(Osheroff, 2007)이 있다고 하였다. 

 욕창위험사정도구는 간편성으로 인해 실무에서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항목의 점수체계를 안내하는 지침과 설명이 부족하고 사용자 교육도 많이 부

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rown, 2004), 도구의 사용자인 간호사 개개인의 주관

적 판단에 단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측정자간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

를 보완하여 간호사의 의사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김연숙, 2011)

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부담 또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수집, 저장된 EMR을 이용하여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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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작적 정의

Cubbin & Jackson scale의 항목별 조작적 정의

:문헌고찰  및 각 임상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의 검토

2단계: Data source 정의

EMR상의 서식들의 field 선정과 자료 추출의 가능성 및 정확성 

확인: 두 도구의 하부항목 값들을 서식 상 어느 Field에서 추출해 

낼 것인지와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추출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3단계: Pilot test

Cubbin & Jackson scale의 욕창발생률과 예측타당도 검증 : 2010

년 5월 1일~2010년 5월 30일 한 달 간 중환자실 입실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함

4단계: 두 도구의 타당도 검증
EMR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field가 실제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예비조사 시행 : 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 일 년간 중환자

실 입실환자를 대상으로 함.

5단계: EMR 자료 활용성 평가 

EMR 자료의 활용 시의 결측,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검증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내.외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기록, 임상관찰기록지 등의 전자의무

기록을 이용하여 Cubbin & Jackson scale, Braden scale을 적용해서 욕창발생 예측 

타당도를 조사하고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진행단계는 <그림1>과 같

다.

 

그림1.  연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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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한 일 대학병원에 있는 2개 내과중환자실과 2개 외과중환

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해당병원이 국제의료기관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준비하며 간호기록이 변경 된 2010년 5월

부터 2011년 4월까지로 구체적인 대상자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중환자실 체류기간이  24시간 이상인 환자

  3) 중환자실 입실당시 간호정보조사지와 간호기록에서 욕창이 없었던 환자

 

 대상자는 연구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대상자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전

수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위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환자는 중환자실 체류기간 중 욕창발생 유무에 따라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

군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 2710건을 대상으로하

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전산처리하여 얻은 대상자는 1614건이었다. 입실 시 피부

상태, 영양상태, 실금을 제외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의 필수 변수의 결측값으로 전산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대상

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829건이었다. 조

사기간 동안 중복 입실한 경우는 대상자의 중증도와 관련되어 욕창발생률에 영향

을 줄 것으로 고려되어 처음 입실과 재입원인 경우만 포함 하였다. 대상자 선정과

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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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학병원의 2개 MICU와 2개 SICU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중환자실 체류환자  

(n= 2710)

대상자 선택의 기준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중환자실 체류기간이 24시간 이상

- 중환자실 입실 시 욕창이 없었던 대상자

( 재입원은 모두 포함함 )

(n= 1614)

대상자 탈락

1.재입실의 경우 (n=221)

2.주요변수에서 전산추출 상 결측값이 있는 

경우(n=564)

최종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n=829)

욕창 발생군 (n=118) 욕창 비발생군 (n=711)

그림 2. 대상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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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욕창단계를 평가하기위한 피부사정 도구와 욕

창발생위험사정도구로 중환자에게 적합하다고 알려진 Cubbin & Jackson scale과 

전 병동에서 이미 사용 중인 Braden scale이다. 

1) 욕창에 대한 피부 사정 도구 

   국립욕창자문위원회(2007)에서 제시하는 욕창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서 피부통합성 장애 항목으로 기록한 것으로 Deep Tissue Injury, 

stageⅠ, stageⅡ, stageⅢ, stageⅣ, 측정불가로 분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

준은 아래와 같다. 

심부조직 손상단계(Deep tissue injury ) :피부 손상 없이 보랏빛 또는 밤색으로  

        색깔 변화만 있거나, 혈액이 차 있는 수포 형태로 나타나는 상태 

stageⅠ: 피부 손상 없이 non-blanchable redness가 생긴 상태

stageⅡ: 표피, 진피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찰과상(abrasion), 수포(blister) 혹은   

        얕은 crater등을 관찰 할 수 있는 상태 

stageⅢ: 표피와 진피 모두  손상을 입은 full-thickness wound, 피부 손실이 피  

        하 이하로 진행되는 괴사로 근막 이하로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 부육   

        (slough)이 존재할 수 있으나 조직 손실정도는 가늠할 수 있음. 잠식    

        (undermining)과 통로(tunneling)가 있을 수 있음. 

stageⅣ: 근육, 뼈 혹은 지지구조까지의 광범위한 조직의 괴사나 손상. 부육     

        (slough)과 가피가 있을 수 있고 종종 잠식(undermining)과 통로        

       (tunneling)를 동반한 상태

측정불가(Unstageable) : 궤양의 기저부가 부육(yellow, tan, gray, green, brown)  

        또는 가피(tan,  brown, black)로 완전히 덮혀 있는  full-thickness 피   

        부 손실을 말함. 부육과 가피가 제거되기 전까지 상처의 깊이, 단계를  

        구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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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창 발생 위험 사정도구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새롭게 적용해 보고자하는 Cubbin 

& Jackson scale과 전 병동에서 이미 사용 중 인 Braden scale이다. 

  ①  Cubbin & Jackson scale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1991년 Cubbin & Jackson이 개발한 도구로써 연령, 체

중, 전신 피부상태, 의식상태, 운동성, 영양상태, 호흡, 실금, 위생, 혈역학적 상태

의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모두 4점 척도로 되어 있어 총점은 40점

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진행된 일 

대학병원은 EMR 시스템을 적용중이며 Braden scale은 서식이 이미 존재했지만, 

Cubbin & Jackson scale의 조사를 위해서는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한 후 

기존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타당도를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ubbin & Jackson scale을 전자의무기록상의 간호기록과 임상 관

찰기록지, assessment 서식, 환자정보 등을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그 값을 구하였

다. 간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점수를 구하는 도구의 특성상 그 점수부여의 기

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후향적으로 점수를 구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

였으며 Cubbin & Jackson scale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세부항목 중 혈역학에 대한 기준점이 도구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조직

의 관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인 평균혈압을 이용하고 하루 중 가장 낮게 측

정된 값을 구하였다. 안정, 불안정, 위중의 기준점은 중환자실 마취통증의학과 전

문의와 외상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여 정의하였다. 

 실금이란 대상자의 "참지 못하는” 주관적 정의가 포함되는 용어로써 진정수면, 

의식저하 환자가 대부분인 중환자실의 특성 상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여 상처 

전문 간호사의 조언을 구하였다. 대변의 횟수나 양상으로 실금을 정의한 문헌을 

찾을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배변의 횟수는 대상자가 배변을 표현하지 못하는 중

환자에서는 배변의 횟수라기보다는 체위변경의 횟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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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1회의 정상변을 보았더라도 침상에서 기저귀를 이용한 배변특성상 중

환자실의 모든 대상자는 변으로 인한 피부자극을 경험한다고 고려되었다. 따라서 

일 2회 이상의 배변횟수를 변실금으로 정의하였으며 혈액투석으로 무뇨인 환자를 

제외하고 모든 중환자는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뇨실금은 없는 조건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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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점

수
조작적 정의

연령 <40 1 중환자실 입실 시의 나이 

(세) 40-54 2

55-69 3

>70 4

체중 평균체중 1 입실 근무조에 측정하여 임상관찰지에 기록된 BMI

비만 2

악액질 3

것들 중 하나와 부종동반 4 Assessment 서식에서의 부종유무

피부 정상 1 욕창없음, sore 없음, sore none 등으로 기록된 경우

상태 붉은 피부 2 간호기록지에 발적있음, Redness 등으로 기록된 경우

벗겨짐/ 표피박리가 있는 피부 3 간호기록지에 Abrasion, Bullar 등으로 기록된 경우

괴사/ 삼출물이 있는 궤양 4 간호기록지에 Necrosis, 괴사 등으로 기록된 경우

의식 각성/명료/ 1 입실시 근무조의 Assessment 서식상의 의식수준

수준 격앙/안절부절/혼돈 2

무감동/진정수면상태 3

/무반응/목적 없는 움직임 있음. 4

신체 완전한 기동이 가능 1 해당없음

활동 약간의 도움으로 보행가능 2 해당없음

극도로 제한/의자만 가능 3 Braden scale의 체위변경점수가 3,4번인 경우

부동/침상안정 4 Braden scale의 체위변경점수가 1,2번인 경우

혈역학 심근수축제 없이도 안정적 1 심근수축제 없이도 MBP ≧ 65mmHg인 경우

상태 사용 중 안정적 2 심근수축제를 사용 중이나 MBP ≧ 65mmHg 인 경우

심근수축제 사용 중 불안정 3 심근수축제를 사용 중이면서 55mmHg < MBP <65mmHg인 경우

심근수축제 사용 중에도 위중 4 심근수축제를 사용 중이면서 MBP ≦ 55mmHg인 경우

호흡 자발호흡 1 입실  근무조의 Assessment 서식상의 airway, 산소주입범

CPAP/T-piece 2

기계적 호흡 3

휴식/움직임  Breathless 4

영양 정상식이,수분섭취가능 1 상식, 연식 처방이 있는 경우

식사/ 경구수분/경장영양 2 상식, 연식의 처방이 없고 경장영양, 유동식 처방이 있는 경우

비경장 영양 3 식이, 경장영양 처방없고 TPN 처방만 있는경우

정맥으로만 투여 4 TPN, 경장영양, 식이 처방이 전혀 없는 경우

실금 없음/무뇨/도뇨관삽입 1

뇨실금 2

변실금 3 2회/일 이상의 배변횟수

뇨와 변실금 4

개인 독립적으로 개인위생 수행 1 해당없음

위생 약간의 도움으로 개인위생 수행함 2 Braden scale의 체위변경 점수가 4번

많은 도움이 필요 3 Braden scale의 체위변경 점수가 3번인 경우

완전히 의존적임. 4 Braden scale의 체위변경 점수가 1,2번인 경우

표 2. Cubbin & Jackson scale 세부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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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raden scale

 1987년 Bergstrom, Braden, Laguzza & Holman이 미국에서 개발한 Braden scale

은 감각인지(Sensory perception), 피부 습기(Moisture), 활동상태(Activity), 움직임

(Mobility), 영양섭취(Nutrition), 피부마찰과 쓸림(Friction & shearing)의 6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찰 & 쓸림 항목은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그 외 5가지 항

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6점에서 최고 23점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점

수가 낮을 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이종경, 2003).

 Braden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연구들에서 욕창발생을 예측하는 경계

점수는 연구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 하나의 점수로 결정하기 어려우나 16 ~18

점으로 제시된다. Braden scale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매 근무조마다 평가하고 있

는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근무조의 값을 사용하였다. Braden 

scale의 세부항목의 점수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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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점수
압력으로 인한 불편감에 대한 반응 이상없음 4

가끔 반응함 3

통증 자극에만 반응함 2

전혀 반응없음 1

피부의 습기노출 거의 젖지 않음 4

이따금 젖어 있음 3

자주 젖어 있음 2

항상 젖어 있음 1

체위 변경 능력 문제 없음 4

약간 움직임 3

거의 움직이지 못함 2

전혀 움직이지 못함 1

신체 활동 자주 보행함 4

이따금 보행함 3

의자에 한정적임 2

침상에 한정적임 1

영양 섭취 양호함 4

적당함 3

불량함 2

매우 불량함 1

마찰 & 쓸림 문제없음 3

가능성 있음 2

문제 있음 1

총점

표 3. Braden scale의 항목 및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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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서울시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의 내.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 환자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일년 동안 입실환자 중 본 연구의 대상자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목록을 의료정보

실로부터 확인한 후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구분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욕창발생군은 중환자실 재원기간동안 욕창이 발생한 환자이며 

욕창 비발생군은 사망 또는 퇴원, 전실 등의 이유로 중환자실을 퇴실하는 시점까

지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이다. 두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는 모든 대상자에서 

입실 시에 점수를 구하였고 욕창 발생 대상자는 국립욕창자문위원회(2007)에서 제

시하는 욕창단계에 따라 크기, 단계, 부위를 확인하였다. 그 외 일반적 특성 및 부

가적 요인확인을 위해 자료수집도구를 이용하였다. 

  Braden scale은 이미 존재하는 간호서식이 있어 그 자료를 추출하였고, Cubbin 

& Jackson의 세부항목들은 <표 2>에서 제시된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EMR상 추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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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18.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욕창의 특성은 서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② 욕창발생 위험 사정도구별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의 점수는 t-test로 비  

 교하였다.

③ 도구의 예측타당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각 도구의 경계 점수별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및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를 구  

 하고 각 도구의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를 구하였다. 

④ EMR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Cubbin $ Jackson scale 항목별 결측지를 실수와   

백분율로, EMR 자료 항목별 대응은 조인숙 등(2008)이 제시한 네가지 분류를 적   

용하여 평가하였다.

 ⒜ 완전대응: 구조화된 입력화면의 특정 항목으로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 구조화된 화면에 대응되는 항목이 없고 표준 진술문으  

 로 대응되는 경우

 ⒞보완적 대응: 구조화된 화면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변수는 없으나 두 개 이상   

 의 데이터 항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거나 표준 진술문과 함께 조건 확인을 통  

 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불안전 대응: 구조화된 화면의 데이터나 표준화된 간호 진술문에 대응되는 항  

 목이 없고, 이들 조합을 이용해서도 유추가 어려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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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및 욕창 발생률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일 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

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의 전체 중환자실 입실건수는 2710건 

이었고 그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어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입실건수는 829건

이었다. 성별, 연령, BMI, 중환자실 체류기간, 퇴실 시 상태, 당뇨 유무, 진료과, 욕

창발생 유무를 살펴 보았으며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522건(63.0%), 평균나이는 59.77세(SD:14.87)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55-70세가 308건(37.2%)로 가장 많았고, 71세 이상도 245건(29.6%)로 많았

으며, 였다. 평균 BMI는 23.14(SD:3.77)Kg/m2로, 표준체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530건

(63.9%)으로 가장 많았다.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평균 1.43(SD:0.88)일이었으며 1-2

일이 533건(64.3%)로 가장 많았다. 퇴실 시 상태는 이동이 708건(85.4%)로 가장 많

았으며, 당뇨가 있는 경우가 95건(11.5%)였다. 진료과는 일반외과가 328건(39.5%)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는 244건(29.5%), 흉부외과가 113건(13.6%)이었고, 마취통증의학

과, 구강악안면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기타 

144건(17.5%)이 입실하였다. 중환자실 입실동안의 욕창발생률은 829건 중 118건으

로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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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실수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522(63.0)

여자 307(37.0)

연령(세) < 40 94(11.3) 59.77±14.87

40-54 182(22.0)

55-70 308(37.2)

>70 245(29.6)

BMI
a
(Kg/m²) 저체중(18.5미만) 78(9.4) 23.14±3.77

표준체중

(18.5이상, 25미만)

530(63.9)

비만(25이상) 221(26.7)

중환자실 체류기간 1-2일 533(64.3) 1.43±0.88

3-4일 97(11.7)

5-6일 58(7.0)

7일이상 141(17.0)

퇴실시 상태 이동 708(85.4)

사망 109(13.1)

퇴원 12(1.40)

당뇨 유무 무 734(88.5)

유 95(11.5)

부종 유무 무 655(79.0)

유 174(21.0)

억제대 적용 유무 무 396(47.8)

유 433(52.2)

인공호흡기 적용 유무 무 417(50.3)

유 412(49.7)

진료과 일반외과 328(39.5)

흉부외과 113(13.6)

내과 244(29.5)

기타 144(17.5)

욕창발생 유무 비발생 711(85.8)

발생 118(14.2)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n=829)

 BMIa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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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실수 (%) 평균±표준편차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 발생 시기

1-3일 58(49.2)

4.88±3.92

4-6일 33(28.0)

7~9일 13(11.0)

10일 이상 14(11.9)

욕창발생 부위 미골 69(58.47)

둔부 18(15.25)

등 10(8.47)

발뒤꿈치 4(3.39)

기타 17(14.4)

욕창단계 1단계 53(44.92)

2단계 63(53.39)

3단계 0(0)

4단계 0(0)

DTI
a

2(1.69)

2. 욕창 발생군에서의 욕창 관련 특성 

 욕창이 발생한 118건에서의 욕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욕창발생 시기는 중환자실 

입실 시점으로부터 1-3일이 지나서 발생한 경우가 58건(49.2%), 4-6일이 33건

(28.0%)이었고, 7~9일 13건(11.0%), 10일 이상 14건(11.9%)이었으며, 평균 욕창발생

일은 4.88(SD:3.92)일로 나타났다.  욕창 발생 부위는 미골이 69건(58.4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둔부 18건(15.25%), 등 10건(8.47%), 발뒤꿈치 4건(3.39%)순서로 발생

하였다. 욕창의 단계는 2단계 욕창이 63건(5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

단계 욕창으로 53건(44.92%)이었다.<표 5>  

              

표 5. 욕창 발생군에서의  욕창 관련 특성                            (n = 118)

 DTIa : deep tissu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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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 따른 욕창 유무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욕창 발생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본 연

구에서 연령과 BMI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환자

실 체류기간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χ2=193.22, p<.001)를 보여  중환자실에

서 더 오래 체류하는 경우 욕창발생이 증가하였다.

 욕창 발생군에서 퇴실 시 사망한 경우가 43건(36.4%)였고, 욕창 비발생군에서 66

건(9.3%)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65.76, 

p<.001). 당뇨가 있는 경우가 욕창 발생군에서 24건(25.26%), 욕창 비발생군은 71

건(9.99%)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0.69, p<.001). 입실 시 부

종이 있는 경우가 174건이었는데 욕창 발생군에서 부종이 있는 경우가 45건

(38.1%)이고, 욕창 비발생군에서는 129건(18.1%)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4.39, p<.001).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욕창 발생군에서 108건(91.5%), 욕창 비발생군

에서 304건(42.8%)로 나타나 대부분의 욕창발생환자들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

고 이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96.28, p<.001). 억제대 적용 유무

에서는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각각 억제대를 적용한 대상자가 107건(90.7%), 

326 (45.9%)이었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82.51,

p<.001). 대상자의 혈역학적 상태를 살펴본 평균혈압은 55mmHg이하인 경우가 욕

창발생군에서 29건(24.6%), 욕창 비발생군에서는 66건(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χ2=32.8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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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욕창발생

χ2 p
유(n=118)

n(%)

무(n=711)

n(%)

연령(세) < 40 11(9.3) 83(11.7)

1.23 .747
40-54 24(20.3) 158(22.2)

55-70 44(37.3) 264(37.1)

>70 39(33.1) 206(29.0)

BMI
a
(Kg/m²) 저체중(18.5미만) 14(11.9) 64(9.0)

1.08 .584

표준체중

(18.5이상 ,

25미만)

72(61.0) 458(64.4)

비만(25이상) 32(27.1) 189(26.6)

1-4일 33(28.0) 597(84.0)

193.22 <.001 ***

체류기간 5-8일 30(25.4) 64(9.0)

9-12일 23(19.5) 26(3.7)

13일 이상 32(27.1) 24(3.4)

퇴실 시 상태 이동 73(61.9) 635(89.3)

65.76 <.001 ***사망 43(36.4) 66(9.3)

퇴원 2(1.7) 10(1.4)

당뇨 유무 무 94(79.66) 640(90.01)
10.69 <.001 ***유 24(25.26) 71(9.99)

부종 유무 무 73(61.9) 582(81.9)
24.39 <.001 ***유 45(38.1) 129(18.1)

인공호흡기 무 10(8.5) 407(57.2)
96.28 <.001 ***적용유무 유 108(91.5) 304(42.8)

억제대 적용유무 무 11(9.3) 385(54.1)
82.51 <.001 ***유 107(90.7) 326(45.9)

MBPb(mmHg) ≦ 55 29(24.6) 66(9.3)

32.89 <.001 ***64-54 37(31.4) 161(22.6)

≧ 65 52(44.1) 484(68.1)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 따른 욕창 유무의 차이           (n =829) 

* p <.05     ** p <0.01      ***  p<0.001

BMIa : body mass index

MBPb: mean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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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욕창발생위험사정 도구의 하부항목 빈도 

 

 Cubbin & Jackson scale은 4점 척도로 이루어진 10개 항목으로, 각 항목의 평균

은 신체활동이 1.58(SD:0.49), 개인위생 1.69(SD:0.66), 영양 1.71(SD:0.81), 연령 

2.15(SD:0.97), 체중 3.01(SD:1.20), 호흡상태 3.16(SD:0.99), 의식수준 3.23(SD:1.06), 

혈역학적 상태는 3.30(SD:1.03), 실금에서 3.88(SD:0.47), 피부상태는 3.97(SD:0.21)의 

순이었고, 총점은 25.99(SD:3.69)였다. 55-69세가 308건(3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70이상이 245건(29.6%)로 나타났으며, 체중에서는 평균체중이 428건(51.6%), 

부종이 동반된 경우가 174건(21.0%)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상태는 정상이 811건

(97.8%)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식수준은 각성/명료 상태가 529건(63.8%)로 가장 많았

다. 신체활동은 기동이 극도로 제한됨이 479건(57.8%), 부동/침상안정이 350건

(42.2%)였다. 혈역학적 상태에서는 심근수축제 없이도 안정이 522건(63.0%), 호흡에

서는 자발호흡이 481건(58.0%), 기계적 호흡이 345건(41.6%),영양에서는 정맥으로만 

투여되는 경우가 402건(48.5%), 실금에서는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 뇨와 변실금이 

없는 경우가 781건(94.2%), 개인위생에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가 387건(46.7%)

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ubbin & Jackson scale의 하부항목별 조사결과

는 <표 7>과 같다.

 Braden scale 각 항목에서의 평균은 신체활동이 1.01(SD:0.09), 마찰/전단력 

2.00(SD:0.23), 영양 2.17(SD:0.42), 체위변경 2.51(SD:0.91), 감각인지 3.09(SD:1.13), 

습기는 3.69(SD:0.50)의 순이었고, 총점은 14.44(SD:2.16)이었다. 구체적인 Braden 

scale의 세부항목별 기술통계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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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분류
점

수
실수(%)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40 4 94(11.3) 2.15±0.97
40-54 3 182(22.0)

55-69 2 308(37.2)

>70 1 245(29.6)

체중 평균체중 4 428(51.6) 3.01±1.20
비만 3 154(18.6)

악액질 2 73(8.8)

위의 것들 중 하나와 부종동반 1 174(21.0)

피부상태 정상 4 811(97.8) 3.97±0.21
붉은 피부 3 12(1.4)

벗겨지거나 표피박리가 있는 피부 2 6(0.7)

괴사/삼출물이 있는 궤양 1 0(0.0)

의식수준 각성/명료 4 529(63.8) 3.23±1.06
격앙/안절부절/혼돈 3 16(1.9)

무감동/ 반응은 있으나 진정수면상태 2 228(27.5)

혼수/무반응/목적 없는 움직임만 있음 1 56(6.8)

신체활동 완전한 기동이 가능 4 0(0.0) 1.58±0.49
약간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음 3 0(0.0)

기동이 극도로 제한/의자만 가능 2 479(57.8)

부동/침상안정 1 350(42.2)

혈역학적상태 심근수축제 없이도 안정 4 522(63.0) 3.30±1.03
심근수축제 사용 중 안정 3 105(12.7)

심근수축제 사용 중 불안정 2 127(15.3)

심근수축제 사용 중 위중 1 75(9.0)

호흡 자발호흡 4 481(58.0) 3.16±0.99
CPAP/T-piece 3 3(0.4)

기계적 호흡 2 345(41.6)

휴식 시/ 움직임 시  Breathless 1 0(0.0)

영양 정상식이와 수분섭취 가능 4 27(3.3) 1.71±0.81
가벼운 식사/경구수분/경장영양 3 104(12.5)

비경장 영양 2 296(35.7)

정맥으로만 투여 1 402(48.5)

실금 없음/무뇨/도뇨관 삽입 4 781(94.2) 3.88±0.47
뇨실금 3 0(0.0)

변실금 2 48(5.8)

뇨와 변실금 1 0(0.0)

개인위생 독립적으로 개인위생 수행 4 0(0.0) 1.69±0.66
약간의 도움으로 개인위생 수행 3 92(11.1)

많은 도움이 필요 2 387(46.7)

완전히 의존적 1 350(42.2)

총점 25.99±3.69

표 7 . Cubbin & Jackson scale의 세부항목별 기술통계                 (n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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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욕창 발생 유무에 따른 욕창발생 위험사정 도구의 항목별   

  점수 차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일 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체 점수범위는 15~34점으로 나타

났고, 평균은 25.99±3.69였다. 욕창 발생군에서의 점수 범위는 15~31점이었고, 욕

창 비발생군에서는 17~34점이었다. Braden scale의 점수는 8점에서 20점으로 분포

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14.44±2.16점이었다. Braden scale 점수 범위는 욕창 발생

군에서 9~19점, 욕창 비발생군에서 8~20점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시의 욕창 발생 유무에 따른  Cubbin & Jackson scale의 각 항목

별 점수 차이는 <표 8>과 같다. Cubbin & Jackson scale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총

점에서 욕창발생군 22.98±3.30, 욕창 비발생군 26.49±3.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 <.001). 도구 세부항목별 욕창발생 유무에 따른 점수를 비교한 t-test에서는 

체중, 의식수준, 운동성, 혈역학적 상태, 호흡, 영양상태, 실금, 위생의 여덟 항목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과 전신피부상태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Braden scale의 총점은 욕창 발생군에서 12.94±2.38, 욕창 비발생군에서 

14.69±2.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 세부항목별 욕창발생 유무에 따른 

점수를 비교한 t-test에서는 감각인지, 습기, 체위변경, 영양, 마찰/전단력 다섯 항

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활동에서는 욕창발생군

이 욕창 비발생군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

적인 Braden scale의 세부항목별 기술통계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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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욕창발생

 t p유(n=118) 무(n=711)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점 22.98±3.30 26.49±3.51 10.605 <.001 ***

연령 2.06±0.95 2.17±0.98 1.103 .124

체중 2.53±1.34 3.09±1.16 4.294 <.001 ***

전신피부상태 3.97±0.18 3.97±0.21 0.281 .779

의식수준 2.49±1.12 3.35±1.01 7.852 <.001 ***

운동성 1.36±0.48 1.61±0.49 5.142 <.001 ***

혈역학적 상태 2.65±1.18 3.40±0.96 6.553 <.001 ***

호흡 2.63±0.93 3.25±0.97 6.723 <.001 ***

영양상태 1.57±0.55 1.73±0.84 2.705 .007 **

실금 3.73±0.69 3.91±0.42 2.779 .006 **

위생 1.46±0.66 1.73±0.65 4.142 <.001 ***

표 8. 욕창 발생 유무에 따른  Cubbin & Jackson scale의 항목별 차이 (n = 829 )

* p <.05 ,    ** p <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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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경계점수
민감도

(%)

특이도

(%)

양성 예측도

(%)

음성 

예측도

(%)

Cubbin &

J a c k s o n

scale

24
*

72.0 68.8 27.7 93.7

B r a d e n

scale
16* 93.2 16.6 15.6 93.7

6.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의 타당도 및 ROC 곡선

  각 도구별 타당도를 산정하기 위한 경계점수는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경계점수

를 이용하였다. Cubbin & Jackson scale은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경계점수 24에서 

민감도 72%, 특이도 68.8%, 양성 예측도 27.7%, 음성예측도는 93.7%였다. Braden 

scale은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경계점수 16점에서 민감도 93.2%, 특이도16.6%, 양

성 예측도 15.6%, 음성예측도 93.7%를 보였다. <표 9>. 

표 9. 욕창발생위험사정 도구의 경계점수에서의 민감도, 특이도 및 양성 예측도, 

음성예측도                                                     (n = 829 )

*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경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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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 중 중환자의 욕창발생 위험대상자를 더 

정확하게 선별하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위하여 ROC 곡선을 구하고 각 도

구의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AUC는 Cubbin & Jackson scale은 .763, Braden scale .711으로 나타나 Cubbin & 

Jackson scale이 Braden scale보다 타당도가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두 도구의 

ROC curve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의 RO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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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전산추출에 사용된 항목은 총 24개였고, 성별, 진료과, 중환자실 재

원시간, 연령, 체중, 전신피부상태, 의식수준, 운동성, 혈역학적 상태, 호흡, 영양, 

실금, 위생, Braden의 압력, 피부상태, 습기, 체위변경, 신체활동, 영양상태, 마찰/

전단력과 합계, 억제대, 인공호흡기적용, DM 진단명이었다. 본 연구는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Braden scale의 여섯 항목과 성별, 진료과, 중환자실 재원기간, 억제대, 인공호흡기 

적용, DM진단명 등을 제외하고 Cubbin & Jackson scale의 10항목에 대한 활용 가

능성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을 추출하기 위한 EMR의 데이터 추출가능성은  조인

숙 등(2008)이 분류한 완전대응,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 보완적 대응, 불완전 대응

의 범주화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시행된 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시계열 worksheet, 임상관찰기

록지, 간호기록지, 식이현황, 투약내역, Assessment서식 등 6개의 구조화된 입력화

면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Cubbin & Jacson scale 세부항목 중 4개 항목은 구조화된 데이터 항목과 완전히 

대응이 가능하였고, 1개 항목은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이 가능하였으며, 3개 항목

은 2개 데이터의 조합으로 유도가 가능한 보완적 대응을 보였고, 2개 항목은 EMR

기록으로 찾을 수 없는 불완전 대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의식수준, 호흡, 실금은 완전대응의 관계를 볼 

수 있었으며, 피부상태는 간호기록상의 진술문으로 대응이 가능하였다. 2개 이상

의 데이터 항목으로 유추가 가능한 보완적 대응관계는 체중, 혈역학적 상태, 영양

이었는데 체중은 임상관찰기록지의 BMI와 Assessment서식에서의 부종유무를 이용

하여, 혈역학적 상태는 임상관찰지록지의 평균혈압과 투약내역의 심근수축제 실시

유무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였고, 영양은 식이처방과 투약내역의 TPN 실시유무에 

의해 파악할 수 있었다. EMR상의 구조화된 화면이나 표준 진술문 등에서 데이터

를 획득할 수 없는 불완전 대응의 관계는 신체활동과 개인위생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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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완전대응a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b 보완적 대응c 불완전 대응d 합

계
연령(세) +

체중 +

피부상태 +

의식수준 +

신체활동 +

혈역학적상태 +

호흡 +

영양 +

실금 +

위생 +

Total 4 1 3 2 10

 EMR에서 Cubbin & Jacson scale 세부항목의 자료추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

였다.  

표 10 . 일 병원 EMR에서 Cubbin & Jacson scale 세부항목의 자료추출 결과 

완전대응a : 구조화된 입력화면의 특정 항목으로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b: 구조화된 화면에 대응되는 항목이 없고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되는 경우 

보완적 대응c  : 구조화된 화면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변수는 없으나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항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거나 표준 진술문과 함께 조건 확인을 통  

     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불완전 대응d : 구조화된 화면의 데이터나 표준화된 간호 진술문에 대응되는 항목  

     이 없고, 이들 조합을 이용해서도 유추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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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총 자료대상은 1614건이었

으나 항목에서의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여 제외된 대상이 564건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에서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였던 원인들과 구체적인 결측률에 대해 살펴

보면, 연령, BMI 등은 0%의 결측률을 보였고, BMI에서 3건의 부적합한 수치가 발

견되었으나 입력오류로 확인되어 데이터의 질적 측면으로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

하였다. 의식수준에서 34%(474건), 평균혈압에서 1.5%(21건), 호흡상태 37.3%(519

건), Braden scale에서 34.6%(482건)의 결측률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데이터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의식수준, 호흡 상태, Braden scale은 대부분이 입실 시 assessment 

서식의 작성오류에 의한 것으로 입실 일로 서식이 저장되지 않았거나, 입실 근무

조의 입력 값이 없는 등의 이유였다. 평균혈압에서는 그 값이 위중 또는 불안정이

나 심근수축제가 실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실시되지 않고 fluid 

loading 또는 진정수면제의 감량, 중지 등으로 치료한  경우가 95건 이었고, 심근

수축제가 실시되었으나 전산추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42(3%)건이었다. 이러한 결

측 또는 오류의 원인은 심근수축제의 처방이 늦어 입실 일 다음날부터 실시되었

거나, 또는 의사처방이 있기 전에 중지되어 실시하지 않고 hold하는 경우, 입실 일

에 실시 또는 종료의 행위 없이 주입되고 있어 EMR 자료추출이 불가능한 시스템

적 원인 등으로 분석되었다. 피부상태, 영양, 실금의 3항목의 경우는 연구자가 직

접 EMR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모두 구하였으므로 결측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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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인 Cubbin & Jackson scale을 중환자실 환자에

게 적용하였을 때 욕창발생 예측 타당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으며,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입실

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욕창의 특성과 욕창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욕창 발생위험요

인을 확인하고, Cubbin & Jackson scale의 예측타당도를 확인하여 중환자실에 적

합한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가 무엇인지와 전자의무기록의 자료 활용성에 대해 논

의해보고자 한다.

 

1. 욕창의 특성 및 욕창발생 위험요인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829건이었고, 중환자실 입실 후 욕창이 발생한 대상자

는 118건으로 조사되어 욕창발생률은 14.2%로 분석되었다. 욕창 발생률은 신경외

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45.5%(이종경, 2003), 외과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18.3%

(이선미, 2007),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11.6%(신정화, 2009)로 보고하고 있어 중환

자실과 일반병동, 각 진료과에 따라 욕창발생률의 편차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외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내,외과 중환자실 욕창발생률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평균 욕창 발생시기는 중환자실 입실 후 4.88일로 나타났으며, 중환자실 입실 후 

1~3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중환자실 입실 후 평균 7일에 욕창이 발생하

고 중환자실 입실 후 4~7일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이선미(2007)의 

연구보다는 욕창 발생일이 빠르지만 신정화(2009)의 연구에서는 1~3일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Cox(2011)는 중환자실 입실 



- 40 -

후 평균 5.5일에 욕창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중증도 및 수술, 호흡기 적용 등은 욕창의 위험요인으로(Alderden, Whitney, 

Taylor & Zaratkiewicz, 2011; Compton, Hoffmann, Hortig, Strauss, Frey & Zidek 

et al, 2008; Curry, Kutash, Chambers & Evans, 2012), 입실 초기의 혈역학적 불안

정과 필요한 처치 등의 수행으로 고용량의 심근수축제가 투여되거나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중환자실 입실 초기에 욕창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중환자실 입실 후 7일 이내는 욕창발생의 고위험기간으로, 중환자

의 욕창발생을 예방하기위해 규칙적인 체위변경, 피부상태 확인, 마찰로 인한 욕

창을 예방하기 위한 foam 적용, 발뒤꿈치 들어주기 등 집중적인 욕창예방 간호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Cox, 2011; Nijs et al,2009). 

 욕창은 1단계에서 53건(44.92%), 2단계에서 63건(53.39%)로 욕창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3~4단계에서 욕창이 발견되는 건수는 없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은성숙, 2001; 이종경, 2003)와 유사하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욕창 관

련 지식과 인식의 증가로 중환자실 입실 직후부터 욕창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피부상태를 사정하고,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실행 및 욕창을 조기 발견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일반적, 임상적 특성과 관련된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는 

중환자실 체류기간, 퇴실 시 상태, 당뇨, 부종, 인공호흡기 적용, 억제대 적용, 경

균혈압이었다.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본 연구에서 평균 1.41일이었고, 욕창발생군의 

중환자실 체류기간이 2.46일로 욕창 비발생군의 1.26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중환

자실 체류기간은 Theaker et al(2000), 조명숙 등(2004), Alderden et al(2011)의 연

구에서 중환자의 욕창발생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대상자의 질병특성과 중증

도, 신체적 움직임의 제한, 영양불량 상태의 지연 등과 연관되어 욕창발생 위험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연령은 본 연구에서는 욕창발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이 59.77세로 높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2010)도 평균 연령

이 70세 이상인 대상자 특성상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분석된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다. 연령이 욕창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이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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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임미자, 2006)들도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욕창 발생 위험요인 중 하나인 신

체 움직임이 감소하고,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고 주름지게 되며, 만성질환을 갖게 

되고, 감각기관 장애 등 여러 가지 욕창 발생이 쉬운 신체적 조건을 가지게 되어

(Makletbust & Sieggreen, 2000) 적은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욕창이 발생하게 된

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연령은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이유

진, 2011; 조명숙 등, 2004; Cox, 2011; Curry et al, 2012), 연령이 높은 대상자 간

호 시 욕창발생 고위험군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욕창예방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종, 인공호흡기치료, 억제대적용은 욕창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분석

되었는데, 전신부종이나 체중증가는 피부상태의 악화와 관련되며(Curry et al, 

2012), 특히 인공호흡기의 사용은 양압으로 인해 신체의 부종을 유발하게 되어  

욕창발생에 영향을 미치며(양영희 & 김원숙, 1998), 신정화(2009)는 인공호흡 치료

일 수가 1일 증가시마다 욕창발생 교차비가 1.09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

호흡기 치료를 위한 진정, 진통제의 사용으로 활동이 줄고 부동을 초래하기 때문

에 욕창발생을 증가시키고(은성숙, 2001; Alderden et al, 2011), 억제대의 사용 역

시 중환자의 욕창발생에 영향을 준다(김재희, 2005)고 보고된 바가 있다. 당뇨는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보고(김동훈 등, 2011; Alderden et al, 2011) 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욕창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혈압이 낮은 그룹에서 욕창발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환자의 욕창발생과 혈압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가 많지 않고 수축기 혈압, 평균 

동맥압 등으로 측정값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Curry et al(2012)

은 평균동맥압 70mmHg 이하에서 피부손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Cox(2011)도 평균동맥압 60mmHg이하의 상태는 욕창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평균동맥압은 대상자의 중증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평균동맥압이 낮은 상

태에서 심근수축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더욱 욕창발생위험을 높이게 될 것으로 사

료된다. 

 2000년 이후에 Cubbin & Jackson scale의 하부항목과 욕창발생을 비교한 논문

(Boyle et al, 2001; 임미자, 2006)이 매우 적어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도구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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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과 욕창발생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Cubbin & Jackson scale의 10항목 

중 체중, 의식수준, 운동성, 혈역학적 상태, 호흡, 영양상태, 실금, 위생의 여덟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과 전신피부상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임미자(2006)는 체중, 전신피부상태, 의식수준, 혈역학적 상태, 호흡, 

위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Boyle et al(2001)은 의식수준과 혈

역학적 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전신피부상

태를 제외한 8항목이 두 그룹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EMR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향적 연구로 피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상의 “욕창 없음”, “sore 없음”, “발적”등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자료수집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전신피부상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Cubbin & Jackson scale을 적용하여 

욕창발생과의 관계를 본 연구가 적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각 항목들의 욕창 예

측력을 확인 해 보아야 한다.

2.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의 예측 타당도 

 Cubbin & Jackson scale과 Braden scale의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경계점수는 각 

24점, 16점이며 본 연구에서의 각 경계점수에서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

성예측도는 Cubbin & Jackson scale은 72%, 68.8%, 27.7%, 93.7%로, Braden scale

의 경우 93.2%, 16.6%, 15.6%, 93.7%로 분석되었다. 중환자를 대상으로 Cubbin & 

Jackson scale은 경계점수 24점에서 민감도 70%, 특이도 87.7%, 양성예측도 56%,음

성예측도 92.8%(이선미, 2007)로 보고되었으며, Braden scale은 경계점수 16점에서 

민감도 97.6%, 특이도 24.2%, 양성예측도 12.0%, 음성예측도 99.0%(김연숙, 2011)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도구 모두 욕

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대상자 중 실제로 욕창이 발생하지 않

은 음성예측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대상자 중 실제로 

욕창이 발생한 양성예측도는 30%미만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 43 -

다. 

 특이도와 음성예측도가 높은 도구를 선정하였을 때 욕창 발생 위험도가 낮은 환

자에게 추가적인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는 간호시간을 늘리고, 간호사의 업

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이영희 등, 2003), 특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민감도와 양성예측도가 높은 도구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받

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윤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욕창이 

발생 가능한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욕창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민감도와 

음성예측도가 높은 도구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두 가지가 유사하다면 특이도와 

양성예측도가 높은 도구를 선정하게 된다(이영희 등, 2003; 이선미, 2007)고 하였

다.

 올바른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의 적용은 비용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 기간 지연을 막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책이라 할 수 있

다(이종경, 2003). 현재 개발된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의 종류가 많아 환자의 중증

도, 연령, 인종 등에 따라서 그 경계점수의 변동이 필요하다(김시숙, 2003). 따라서 

욕창의 발생가능성을 잘 선별해 줄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예측타당도에 대한 연구

와, 도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계점수에 대한 재평가 및 상향조정이 필요하

다(임미자, 2006).

 도구의 전반적인 타당도 지표로 ROC curve의 곡선하 면적을 이용하는데, 이 값

이 클수록 판별력 또는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AUC는 

Braden scale .711, Cubbin & Jackson scale은 .763으로 Cubbin & Jackson scale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으나 기존 연구에서의 타당도보다는 낮다. 이는 본 연구가 후

향적 조사연구로 Cubbin & Jackson scale의 각 항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위생 두 항목을 Braden scale의 체위변경 항목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피부상태

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영희 등(2003)과 이선미

(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Cubbin & Jackson scale의 타당도가 높게 분석되어 

Braden scale보다 중환자의 욕창발생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도구를 적용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타당도를 검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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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을 제언한다. 

3.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는 EMR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향적 조사연구로 중환자의 욕창발

생을 예측하기위해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를 적용함에 있어 EMR로 축적되는 간호

실무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Cubbin & 

Jackson sacle의 10항목을 전산추출하는 과정에서 연령, 체중, 피부상태, 의식수준,  

혈역학적상태, 호흡, 영양, 실금의 여덟 항목은 EMR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완전

대응, 표준 진술문으로 대응, 보완적 대응 등의 관계를 보여 전산추출이 가능하였

고, 신체활동과 위생의 두 항목은 불완전 대응관계로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과정에서 총 대상자 1614건 중 결측값으로 제외

된 대상자가 546건으로 나타나 변수값 결측률이 33.83%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assessment 서식을 입실일로 저장하지 않았거나, 입실근무조가 입

력을 하지 않은 등의 작성오류로 인한 결측이었으며 이는 간호사들의 서식작성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부적합데이터의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상태에 대응하는 간호기록상의 표준화된 진술문을 발견하지 

못하여 모든 대상자에서 간호기록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자료수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술문으로는 “욕창없음”, “sore 없음”, “sore none" 등의 자유진

술문 기록들이었다. 예를 들어, "피부통합성 장애의 가능성”이란 진단을 이용하

여 간호기록을 할 때, 간호중재-상세내용-속성을 선택한 후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자유진술문으로 기록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속성의 표준진술문 구

조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유진술문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피부상태를 표준 진술문의 데이터 항목들로 기록함에 있어 그 기록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조인숙, 2009)하였다. 자유 진술

문 형태의 간호기록은 입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표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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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와 코드화가 어려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측면

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조인숙, 2009). 따라서 간호사들의 자유진술문 형태의 기

록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간호사들이 느끼는 기록의 불편함, 부족함과 관련된 연구

를 통해 전자간호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간호사들의 표준 진술문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금 및 영양상태 항목도 의사 처방이 없거나, 전자의무기록상의 field를 정의하

기가 어려워 임상관찰기록지와 식이처방, 투약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였다.  

영양상태와 식이유형, 실금은 조인숙, 윤호연, 박상임 & 이현숙(2008)의 연구에서 

이미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이 확인된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도 자료수집과정에서 

영양상태는 비경장영양액의 실시와 식이처방을 통해, 실금은 임상관찰기록지의 대

변횟수라는 EMR 데이터 항목을 통해 전산추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후향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면서 간호기록의 표준화에 대한 부족함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간호기록지의 간호기록이 구조화된 기록에 비해 비구조화된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자간호기록의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표준 

진술문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조인숙 등, 

2008). 따라서 임상 간호사들의 간호기록 표준진술문의 사용을 적극 격려하고, 간

호 연구자들이 전자의무기록의 간호정보 구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

과 관련된 간호정보학 지식 및 역량 개발 등이 뒷받침된다면 간호 실무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의 많은 시간이 할당되고 

있는 간호사에 의한 환자기록들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함이 가능하게 되어(조인숙 

& 정은자, 2011), 여러 가지 간호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용이해 질것이다. 실제로 간호실무 데이터를 이용하여 욕창발생 예측 베이

지안 네트워크 모델(조인숙 등, 2011)을 개발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을 때 ROC 곡

선하면적이 85%이상으로 실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이 모델은 일 병원의 대용량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다른 간호환경에 적응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의 가능성을 확인한 Cubbin & Jackson scale은 실제 중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

발된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로써 그 타당도가 Braden scale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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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바 있다. 또한 간호사들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또는 일정 간격으로 욕창

발생위험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욕창발생 위험군을 확인하고 있어 간호

업무량이 많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더욱 높인다. 따라서 중환자의 욕

창발생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타당도가 입증된 Cubbin & Jackson 

scale의 세부항목들을 간호사의 판단으로 일일이 기록하기 보다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이미 수집되고 저장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기

록해야 할 항목들을 최소화 한다면 간호사의 욕창위험사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는 욕창이라는 간호 문제의 예방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

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 대학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을 이용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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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욕창발생  위험사정도구인 Cubbin & Jackson scale을 중환자실 환자에

게 적용하였을 때 욕창발생 예측 타당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

하여 시도 되었다.  

 연구의 분석결과 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욕창 발생률은 14.2%였고, 중환자실 체

류기간이 길수록, 퇴실 시 상태가 사망인 경우,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 부종이 있

는 경우, 인공호흡기 또는 억제대를 적용받은 경우, 평균혈압이  낮은 경우 욕창

발생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ubbin & Jackson scale에서는 체

중, 의식수준, 운동성, 혈역학적 상태, 호흡, 영양상태, 실금, 위생 여덟 항목에서 

욕창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ubbin & Jackson scale

이 Braden scale보다 ROC 곡선하 면적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으므로 중환자에게 

적용하여 전향적으로 그 타당도를 검증해 보아야 하겠다.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면에서 불완전 대응관계를 보인 

신체활동과 위생을 제외한 여덟 항목을 전자의무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간호사에 의해 저장되고 있는 자료들

은 자동 입력되고 간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입력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모든 항목을 간호사가 직접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이중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어 업무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욕창 발생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경고 메

시지 등을 통해 욕창이라는 간호결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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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로 Cubbin & Jackson scale의 항목에서 평균혈압, 실

금, 위생, 체위변경을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자료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전향적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본 

도구의 타당도를 재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Cubbin & 

Jackson scale의 전자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며, 이러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시스

템의 보완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간호 실무 측면

 중환자의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Cubbin & Jackson scale의 적용하여 욕창 발

생 고위험군을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욕창예방 간호를 적용함으로써 중환자 

간호사의 간호업무 부담을 줄이고 간호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 

3. 간호 교육 측면

간호사들이 많은 업무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간호기록 및 실무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의 표준화, 합의된 표현 또는 약어의 사용, 데이

터의 정확한 입력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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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 번호 　 　

2 등록번호 　 　

3 성별  1.남자  2. 여자 　

4 나이 1 　 　

5 주진단명 　

6 부진단명 　

7 ICU 입실일 　

8 ICU 퇴실일 　

9 BMI 1 　 　

부종 1.무2.유 　

10　 욕창발생위험사정도구 항목 입실시

11 나이 2 1.>70 2.55-70 3.40-54 4.<40 　　

12 BMI 2 1. 부종있는 경우,2 .악액질,3.비만,4.평균체중 　

13 피부상태 1.괴사/삼출물 있는궤양,

2.벗겨지거나 박리있는피부,3.붉은피부4.정상
　

14 의식수준 1,혼수/무반응/목적없는움직임 2.,무감동/진정수면 3.

격앙/안절부절/혼돈, 4.각성/명료
　　

15 기동성 1.부동/침상안정,2.극도로제한/의자만가능,

3.약간의도움으로보행가능,4.완전독립
　

　

16 혈역학적안정성 1.심근수축제사용중위중,2심근수축제사용중불안정,3.심
근수축제사용중안정,4.심근수축제 없이 안정 

　

　

17 호흡 1.휴식/움직임시호흡곤란,2.기계호흡
3.CPAP/T-piece 4. 자발호흡

　　

18 영양 1.,금식/NoTPN 2.비경장영양(IV TPN)3.(유동식)/경
구수분/경장영양,4.정상식이

　

　

19 실금 1.도뇨관삽입상태/무뇨 2.변실금 3.뇨실금 4. 실금없음 　

20 위생 1.,완전히의존적  2.많은 도움이 필요
3.약간의 도움으로가능,4.독립적 개인위생가능 

　

　

21 Cubbin&Jackson점수 　 　

22 압력에대한 불
편감(감각)

1.전혀반응없음, 2.통증자극에만 반응 3.가끔반응함,

4. 이상없음.

　

　

23 습기노출 1.항상젖음, 2.자주젖음 3.이따금 젖음 4.거의 젖지않음 　　　

24 체위변경능력 1.전혀움직이지못함, 2. 거의 움직이지 못함. 3.약간 
움직임, 4.문제 없음.

　　

　

25 신체활동 1.침상에한정,2.의자에 한정,3.이따금보행,4.자주보행함. 　　

26 영양 1.매우불량 ,2.불량, 3. 적당함, 4. 양호함. 　　　

27 마찰과 쓸림 1.문제있음  2. 가능성 있음, 3. 문제 없음. 　　

28 Braden 점수 　 　　

29 욕창발생유무 1.욕창비발생군  2. 욕창발생군 　

30 욕창발생일(발생군에서)　

31 욕창단계 　

32 욕창부위 　 　

33 억제대적용유무 1. 무    2. 유 　

34 억제대 적용기간(시간)

35 인공호흡기적용유무 1.무  2.유　

36 인공호흡기 적용시간

37 진료과 　 　

38 퇴실사유 1.이동2.사망  3.퇴원 　

<부록 1> 자료수집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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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작적정의
연령(세) 중환자실 입실 당시의 나이

체중
중환자실 입실 시 근무조가 측정하여 임상관찰기록지에 기록한 BMI와 동일 

시점에서 assessment 서식상의 부종유무로 측정한다. 저체중은 BMI가 

18.5Kg/m²미만, 표준체중은 BMI가 18.5Kg/m²이상에서 25Kg/m²미만, 비만

은 BMI 25Kg/m²이상인 경우이다.

피부상태 대상자의 피부상태로 간호기록 상 “욕창없음”, “sore none”, “피부상태 정상”,

"redness", "Abrasion", "bullar"등의 진술문으로 확인한다.

의식수준 중환자실 입실 시 근무조의 assessment 서식상의 의식수준으로 측정한다.

신체활동 중환자실 입실 시 근무 조의 assessment 서식 상 Braden scale에서 체위변경”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혈역학적

상태
대한 기준점이 도구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조직의 perfusion을 가

장 잘 반영하는 지표인 MBP(Mean Blood Pressure)를 이용하고 하루 중 가장 낮게 측

정된 값을 구하였다. 안정, 불안정, 위중의 기준점은 중환자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와 외상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여 중환자실 입실 후 가장 낮게 측정된 MBP가 

65mmHg 이상인 경우를 혈역학적 안정상태로 정의하였고, MBP가 55mmHg 초과에서 

65mmHg 미만인 경우를 불안정상태, 55mmHg이하인 경우를 위중상태로 정의하였다.

호흡
중환자실 입실 시 근무 조의 assessment 서식에서 Airway 종류, 산소 주입상

태의 값을 이용하며 측정한다.

영양 입실 시의 식사상태로 대상자의 식이현황과 투약내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금

실금이란 대상자의 "참지 못하는” 주관적 정의가 포함되는 용어로써 진정수

면, 의식저하 환자가 대부분인 중환자실의 특성 상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여 

상처 전문 간호사의 조언을 구하였다. 대변의 횟수나 양상으로 실금을 정의한 

문헌을 찾을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배변의 횟수는 대상자가 배변을 표현하지 

못하는 중환자에서는 배변의 횟수라기 보다는 체위변경의 횟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1회의 정상변을 보았더라도 침상에서 기저귀를 이

용한 배변특성상 중환자실의 모든 대상자는 변으로 인한 피부자극을 경험한

다고 고려되었다. 따라서 일 2회 이상의 배변횟수를 변실금으로  정의하였으

며 혈액투석으로 무뇨인 환자를 제외하고 모든 중환자는 유치도뇨관을 가지

고 있으므로 뇨실금은 없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개인위생
환자실 입실 시 근무 조의  assessment 서식 상 Braden scale에서 체위변경의 

점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부록 2> Cubbin & Jackson scale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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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서식의 종류 서식 값
EMR data 추출

가능성

연령(세) 시계열 Worksheet 나이 ●

체중 임상관찰기록지 BMI ●

assessment서식 피부:부종 정도 ●

피부상태 간호기록지 ✘
의식수준   assessment서식 의식수준 ●

신체활동 assessment서식 체위변경 ●

혈역학적 상태 임상관찰지, MBP값 ●

투약내역 Inotropics 실시

호흡 호흡요법서식
산 소 주 입 

(OT/TT/Cannular/Mask)
●

영양  식이현황 식사종류 ✘
투약내역 TPN 실시

실금 assessment서식 foley, ICUD등 배뇨관 확인 ✘
임상관찰기록지 대변횟수, 양상

개인위생 assessment서식 체위변경 ●

Braden scale assessment서식 Braden scale ●

● 가능          ✘ 직접관찰필요

<부록 3> 일 병원 EMR에서 추출된 Cubbin & Jacson scale 세부항목의 EMR상의 

위치 및 자료추출 

 

 ● EMR자료와 완전대응이 가능하여 추출된 자료를 즉시 이용이 가능함

  ✘ EMR자료와 대응하는 field 확인이 어려워 연구자의 직접 관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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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점수 실수(%) 평균±표준편차

감각인지 이상없음 4 443(53.4)

3.09±1.13
가끔 반응함 3 144(17.4)
통증 자극에만 반응함 2 118(14.2)
전혀 반응없음 1 124(15.0)

습기 거의 젖지 않음 4 583(70.3)

3.69±0.50
이따금 젖어 있음 3 231(27.9)
자주 젖어 있음 2 15(1.8)
항상 젖어 있음 1 0(0.0)

체위변경 문제 없음 4 92(11.1)

2.51±0.91
약간 움직임 3 387(46.7)
거의 움직이지 못함 2 203(24.5)
전혀 움직이지 못함 1 147(17.7)

신체활동 자주 보행함 4 0(0.0)

1.01±0.09
이따금 보행함 3 0(0.0)
의자에 한정적임 2 7(0.8)
침상에 한정적임 1 822(99.2)

영양 양호함 4 8(1.00)

2.17±0.42
적당함 3 130(15.7)
불량함 2 683(82.4)
매우 불량함 1 8(1.00)

마찰/전단력 문제없음 3 24(2.9)
2.00±0.23가능성 있음 2 785(94.7)

문제 있음 1 20(2.4)
총점 14.44±2.16

<부록 4>. Braden scale의 항목별 기술통계                     (n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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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욕창발생

t p유(n=118) 무(n=711)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점 12.94±2.38 14.69±2.01 7.554 <.001 ***

감각인지 2.32±1.29 3.22±1.04 7.203 <.001 ***

습기 3.48±0.52 3.72±0.49 4.604 <.001 ***

체위변경 2.09±1.00 2.58±0.88 4.972 <.001 ***

신체활동 1.03±0.18 1.00±0.07 -1.755 .082

영양 2.10±0.36 2.18±0.43 2.070 .040 *

마찰/전단력 1.94±0.27 2.02±0.22 2.846 .005 **

<부록 5> 욕창 발생 유무에 따른 Braden scale 의 항목별 차이      (n = 829 ) 

* p <.05 ,    ** p <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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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데이터를 추출한 EMR 상 구조화된 화면의 예시

1. 임상관찰기록지

 

  : 평균혈압 , BMI 확인을 위한 구조화된 화면

: 실금확인을 위한 구조화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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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데이터를 추출한 EMR 상 구조화된 화면의 예시 (계속)

2. 간호기록지

   

: 피부상태 확인을 위한 표준진술문

3. 투약현황

    : 심근수축제의 실시, TPN 의 실시 유무를 확인한 구조화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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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데이터를 추출한 EMR 상 구조화된 화면의 예시 (계속)

4. Assessment 서식 

 

: 부종, 호흡(airway,  산소공급형태), 의식수준 확인, Braden scale 확인을 위한 구

조화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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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데이터를 추출한 EMR 상 구조화된 화면의 예시 (계속)

5. 식이현황

: 영양상태의 식사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화된 화면 

6. 시계열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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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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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EMR Use for Pressure Ulcer Risk Assessment Tools In ICU Patients

Kim, Eun K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Mona, Phd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e the predictive validity of Cubbin 

& Jackson scale for pressure ulcer risk assessment tool and possibility of 

practical use of EMR for it.

Methods: A retrospective design was used to examine 829 cases admitted to four 

intensive care unit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from May 1, 2010 to April 30, 

2011. Patients who were without pressure ulcers at admission to ICU, 18 years or 

older and had stayed in ICU for 24 hours or longer were included.  Data were 

analyzed by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Results: The reported incidence rate of pressure ulcers in the hospital was 

14.2%. According to the scores on the Cubbin & Jackson scale, at the cut-off 

score of 24,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were 72.0%, 68.8%, 27.7%, 93.7% respectively. AUCs of ROC 

curve was 0.763. Cubbin & Jackson scale was slightly better pressure ulcer risk 

assessment tool than Braden scale. The length of stay in ICU, condition on 

discharge from ICU, DM, Edema, Ventilator, Restraint, MBP are the risk factors 

for pressure ulcer. Eight items of Cubbin & Jackson scale were related with 

pressure ulcer: weight, mental condition, mobility, hemodyna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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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tion, nutrition, incontinence, hygiene. Weight, mental condition, respiration 

and incontinence on Cubbin & Jackson scale were complete matching with 

structured data. General skin condition was completely matched with electronic 

nursing statements and weight, hemodynamic status and nutrition showed 

suboptical matching into more than two itiems. Mobility and hygiene described 

incomplete matching.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EMR data use for 8 

items were readily available. 

Conclusion:  Cubbin & Jackson scale was slightly better pressure ulcer risk 

assessment tool than Braden scale. However,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validity of pressure ulcer. Furthermore, the 8 items 

except mobility and hygiene can be extracted from EMR so that the practical 

use of EMR data stored was possible. If Cubbin & Jackson scale is a part of 

EMR assessment form, it would help nurses  perform tasks to prevent presure 

ulcer effectively and quickly with an EMR alert for high risk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