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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응급실에서의 욕창 유병률이

나 발생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에서의 효과적인 욕창 예

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뿐

만 아니라 욕창 발생시기와 욕창 영향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년의 연구기간 동안 일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로 입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731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및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한 후향적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전체 대상자 7311명 중 응급실 내원 시점의 욕창 보유 환자는 206명으

로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은 2.82%이며, 욕창 비보유 환자 7105

명 중에서 입원 시점에 욕창 발생 환자는 198명으로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2.83%로 조사되었다.

2)응급실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 404명의 욕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욕창 보유 환자 206명의 평균 욕창 개수는 1.4±0.81개이며, 부위는

천골, 미골 부위가 82%로 가장 많았고, 단계는 2단계가 48.3%로 가장 많

았다. 욕창 발생 환자 198명의 평균 욕창 개수는 1.2±0.5개이며, 부위는

천골, 미골 부위가 74.2%로 가장 많았고, 단계는 2단계가 40.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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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시점에 확인한 욕창 보유 환자의 욕창 특성을 입원 시점의

욕창 특성과 비교하여 욕창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결과 욕창의 상태가 치

유 또는 호전된 경우가 전체 206명의 약 30%로 확인되었다.

3)대상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응급실 내원시점의 욕창 보유 여부

를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저체

중 집단, 공존질환으로 뇌혈관 질환과 당뇨가 있는 경우, 의식상태에 따라

서는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

았다. 혈액검사 결과 Hemoglobin과 Albumin은 값이 낮을수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 CRP은 값이 높을수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

율이 높았다.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경유

하여 내원한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체류시간과

관련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입원 시점의 욕창 발생 여부를 비교한 결과도 동일하였다.

4)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응

급실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 BMI,

Albumin, 의식상태, 뇌혈관질환을 제외한 공존질환 유무, 응급실 내원경

로 및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이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응급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을 확인하

고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응급실에서의 욕창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

양한 응급실 환경에서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면밀한 피부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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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하고 욕창 발생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욕창, 응급실, 노인 환자, 욕창 유병률, 욕창 발생률, 영향요인

학 번: 2015-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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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피부의 통합성 유지 간호는 전통적으로 간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피부 통합성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인 욕창은 꾸준히 발

생하고 있다(최선주, 배성열, 최종윤, 방현자, 2005).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욕창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4743명이며 이들의 치료비

용은 23,552,766,000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인원은 약 2.7배 치료비용은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욕창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가 317명에 달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질병 중증도와

다수의 공존질환, 낮은 기능적 상태, 제한된 움직임과 신체활동, 응급실에

서의 긴 체류시간 등으로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아(Samaras, et al., 2010)

응급실에서의 욕창 유병률이나 발생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

욱이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당면한 급성기 건강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서 욕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욕창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박승미, 양남영, 최정실, 2013; Baumgarten

et al., 2006).

응급실에서의 효과적인 욕창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응급실 이외의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에 대한 국외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16개 병원이 참여한

연구에서 입원환자의 욕창 유병률은 15%, 욕창 발생률은

7%(Whittington, Patrick & Roberts, 2000),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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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3.9%, 신경과 병동 입원환자의 유병률은 6.2%, 노인병동 입원환자의

유병률은 16.1%이었다(Kottner, Tannen, & Dassen, 2009). 응급실 환자

32,664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욕창 발생률을

6.2%, 응급실에서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의 욕창 발생률을

2.8%로 보고하였다(Denby & Rowlands, 2010). 프랑스의 연구에서는 응

급실 환자의 욕창 유병률은 7.8%, 발생률은 4.9%(Dugaret, et al., 2012)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조

사되어 있지 않으며(김금순 등, 2009),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유병률

23.7%(곽혜란, 강지연, 2015), 발생률 28.2-29.2%(임미자, 박형숙, 2006; 박

종연, 2010), 노인요양시설 대상자 유병률 9.8%(송효정, 김수미, 김남초,

2003) 등으로 대부분 중환자실이나 노인 대상자 중심의 욕창 유병률 또는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을 포함한 응급실 환자의 욕창에 관한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욕창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입원

환자의 주된 입원경로가 되는 응급실에서부터 욕창 발생시기 및 욕창 영

향요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Denby와 Rowlands (2010)의 연구에 따

르면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중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99.2%가 응급실

체류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음을 보고하며, 응급실에서의 체류시간이 욕창

발생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조사한 연구에서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은 김경옥(2005)의 연구에서는 5시간 40분, 김은주,

임지영, 류정순, 조선희, 배나리, 김상숙(2011)의 연구에서는 4시간 36분

(±4시간 50분)인 것으로 보고되어 국내 응급실 환자들의 욕창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실 체류시간과 입원률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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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2012). 더욱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입원 병상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에서의 입원 대기시간 및 체류시간이 길고

이에 따라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체류시간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실은 입원환자에 비해 재실 기간이 짧으며, 많은 검사와 환자

의 상태변화 등을 이유로 금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욕창 발생의 위험을 높

이는 영양불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Gunnarsson, Lonn, &

Gunningberg, 2009). 뿐 만 아니라 입원이 지연되면서 응급실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부동으로 인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며(Kaitani,

Tokunafa, Matsui, & Sanada 2010), 긴박한 응급처치로 인해 간호업무에

서 욕창간호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어 욕창 발생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또는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률과 관련요인에 대해 조사한 전향적 연구에서(Baumgarten et

al., 2006; Dugaret, et al. 2012) 욕창 발생과 관련하여 연령, 성별, 건조한

피부, 요실금, 변실금, 움직임, 요양시설 거주자, 최근의 입원력, 영양상태

불량, 공존질환(Charlson comorbidity score), 4시간 이상의 체류시간, 다

수의 처치, 3가지 이상의 약 복용, CRP 값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국

내의 욕창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환자(신정화, 2009; 임미

자, 박형숙, 2006; 이종경, 2003), 입원환자(김경남 등, 2011; 이유진, 201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노인(이상화, 2010)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그러므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에서의 욕창 유병률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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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 및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내원 시점의 욕창 유병률과 입원 시점의 욕창 발생률에

대해 조사하고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욕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노인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점의 욕창

유병률과 욕창 특성 및 입원 시점의 욕창 발생률과 욕창 특성에 대해 파

악한다.

둘째, 응급실 욕창 보유 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점과 입원 시점의 욕창 특

성을 각각 비교하여 욕창의 상태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응급실 내원 시점에 욕창을 보유한 환자(이하 욕창 보유 환자)와 보

유하지 않은 환자(이하 욕창 비보유 환자)의 대상자 및 환경적 특성 차이

를 확인한다.

넷째, 입원 시점에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이하 욕창 발생 환자)와 발생

하지 않은 환자(이하 욕창 비발생 환자)의 대상자 및 환경적 특성 차이를

확인한다.

다섯째, 응급실 경유 입원 노인환자의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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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욕창

욕창은 압력의 결과 혹은 압력과 전단력이 결합하여 상호작용으로 발생

되는 뼈 돌출 부위에 국소적인 피부 또는 조직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EPUAP & NPUAP, 2009),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AHCPR)의 욕창에 대한 피부사정 기준에서 1단계 이상에 해당

되는 상태를 말한다(AHCPR, 1992).

2) 욕창 유병률

유병률은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전체 대상자 중 해당 질환의 유병자 수

의 비율을 의미한다(박현애, 2009). 본 연구에서의 욕창 유병률은 전체 대

상자 중에서 응급실 내원 시 이미 욕창이 있었던 것으로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환자(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3) 욕창 발생률

발생률은 처음에는 질환에 이환되지 않았던 사람이 주어진 기간 내에 새

로 질병에 걸릴 확률을 의미한다(박현애, 2009). 본 연구에서의 욕창 발생

률은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응급실 내원 시 욕창이 없었던 환자 중에서 입

원 시점에 새로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환자(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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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이들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및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욕

창 유병률 및 발생률과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선행연

구를 문헌고찰 하였다.

1.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욕창의 발생은 대상자가 처한 환경, 상태에 따라 다양하며, 자료 수집 장

소와 방법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욕창 발생

률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는 없으나(김진미, 박정숙, 2010; 김금순 등,

2009), 각 기관마다 욕창 유병률 또는 발생률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는 상

이하다.

첫째,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욕창 유병률 또는 발생률

은 23.7-2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곽혜란, 강지연(2015)의 연구에서

일 대학병원 3개 중환자실 환자 2,107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욕창을 보유한 채 입실한 환자는 총 500명으로 욕창 유병률

은 23.7%로 나타났다. 신경계 중환자의 욕창 발생에 관한 연구(임미자,

박형숙, 2006)에서는 3개의 2차병원에서 78명의 신경계 중환자를 대상으

로 자료수집한 결과 28.2%의 발생률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입실경로에 따

른 발생률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 8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박종연(2010)은 신경계 중환자실 노인환자의 중증도가 욕창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212명에서 욕창이 발생한 환자는 62명으로 욕창 발생률은 29.2%으로 앞



- 7 -

서 수행된 임미자, 박형숙(200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대상자 92명을 대상으로 배뇨 형태와 관련된 욕창

발생을 조사한 연구(송효정, 김수미, 김남초, 2003)에서는 욕창 유병률은

9.8%로 중환자실의 유병률 23.7-29.2% 과 비교하여 낮은 유병률을 나타

냈다.

셋째, 남문희와 임지혜(2012)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의 퇴원손상

환자조사 자료로 욕창관련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2005-2006년에 비해

2007-2008년의 욕창 발생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 연구

에 의하면 연령에서는 65세 이상의 욕창환자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

고, 병상규모에 따라서는 500-999 병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욕창환자의

비율이 51.0%, 1000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10.3%으로 나타났다. 의

료기관 소재별 분포는 서울지역의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욕창비율이

25.9-29.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의료기관 밀집지역과 대형 병원이 많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국외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환경에 따라 욕창 유병률 또는 발생률이 다양

하게 보고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27개 병원이 참여하여 3년 동안 수행된

욕창에 관한 대규모 연구(Kottner, Tannen, & Dassen, 2009)에서 내과계

입원환자의 8.9%,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23.9%, 신경과 병동 입원환자의

6.2%, 노인병동 입원환자의 16.1%의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116개 병원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에서 17,560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욕창 유병률은 15%, 욕창 발생률은

7%로 보고하였다. 이 중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90%가 1단계 또는

2단계의 욕창이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나타

났다(Whittington, Patrick & Roberts, 2000).

최근 응급실 환자의 욕창 관리에 관심이 커지면서 국외에서는 응급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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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Denby와 Rowlands (2010)는 미국의 응급실에서 수행한 욕창 관련 연구

에서 한 해 동안 응급실 환자 32,664명 중에서 125명에게 욕창이 새로 발

생하였고 응급실에서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 중 2.8%에서 1단

계 또는 2단계의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응급실에서부터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aumgarten et al.(2006)은 응급

실에 내원한 노인환자 32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1명에게 욕창이

새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욕창 발생률을 6.2%로 보고하였다. Dugaret, et

al.(2012)은 프랑스에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에서 유병률은 7.8%, 발생률은 4.9%로 보고하였고, 75세 이상

의 노인에서의 욕창 유병률은 15.7%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응급실 환경에서의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

에 관한 실태조사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에서의 욕창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활동에 앞서 먼저 국내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욕창관련 조

사가 필요하다.

입원경로에 따른 욕창 발생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itani,

Tokunafa, Matsui & Sanada(2010)은 중환자실 입실의 3가지 유형인 예

정된 입실, 일반병동으로부터 응급 입실, 응급실을 통합 입실의 욕창 발생

률을 비교한 결과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서 54.6%로

욕창 발생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예정된 입실을 한 유형이

18.2%, 일반병동으로부터 입실한 유형의 27.3%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이송을 대기하면서 수 시간동안 이송카에 누

워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욕

창고위험 환자의 입원경로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61.8%로 응급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가 많아 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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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원한 환자의 욕창 발생률 38.2% 보다 높았다(이유진, 2011).

한편 국내에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시기에 대해 조사한 연

구는 없지만 신경계 중환자실 입원 노인의 평균 욕창 발생일을 조사한 연

구에서 욕창 발생시기는 입원 후 평균 5.2일로, 3일 이내에는 59.1%, 1일

째에는 31.8%에서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입원 즉

시부터 조기에 욕창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욕창 예방

을 위한 간호중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임미자, 박형숙, 2006). 그러나 일

개 종합병원 입원환자 6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시기가

평균 11.6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첫 일주일 내 욕창이 발생한 비율은

28.8%로 앞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김경남 등,

2011). 국외의 연구(Denby & Rowlands, 2010)에서는 응급실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8.9±8.6(1-74.6)시간이며, 이 중

99.2%가 체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실에 내

원한 환자 중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시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이 지금까지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

환자실, 신경계 입원환자,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국외에서는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응급실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욕창 관련 통계 및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응급

실에서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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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창 발생 위험요인

욕창은 수시간 또는 수일 내에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는 환자의 질병 중

증도나 상태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므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조

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Dugaret, et al, 2012). 따라서 욕창 발생 위

험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욕창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환자실과 노인요양시설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체중, 연령, 의식상태, Albumin, 배뇨/배변

양상, 체온, 당뇨병, Braden scale 점수, 부종, 욕창 과거력, 긴 입원기간

등이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임미자, 박형숙, 2006; 신정화,

2009; 이종경, 2003; 곽혜란, 강지연, 2015; 이상화, 2010; 송효정, 김수미,

김남초, 2003; Gallagher, et al., 2008; Keelaghan, Margolis, Zhan &

Baumgarten, 2008).

국내에서는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한 연구

가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욕창 발생에 관한

연구(Dugaret, et al., 2012)에서 연령, 공존질환(Charlson comorbidity

score), 4시간 이상의 체류시간, 다수의 처치, 3가지 이상의 약 복용, CRP

값이 욕창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Baumgarten et al.(2006)의 연구에서 연

령, 성별, 건조한 피부, 요실금, 변실금, 움직임, 요양시설 거주자, 최근의

입원력, 영양상태 불량이 욕창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요인은 연령, 성별, 체중, 의

식상태, 체류시간, 입원경로, 영양상태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대상자 특

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 특성에는 연령, 성별, 체중, 의식상태, 영양상태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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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첫째, 연령과 관련하여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Dugaret, et al,

2012)에서는 70에서 90세 사이의 노인에서 가장 높은 욕창 유병률을 보였

다. Baumgarten et al.(2006)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욕창 발

생에 관한 연구에서 욕창 발생률은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에서 4.1%,

75세에서 84세 사이의 노인에서는 5.9%, 8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12.1%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욕창 발생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2,1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곽혜란, 강지연, 2015)에서는 40세 미만

인 경우에 비해 80세 이상인 경우가 욕창보유의 위험이 3.70배 높아 나이

가 많을수록 욕창 보유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

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감소하고 움직임이 둔화되며 피부가 얇고 감각-

기능이 저하되므로 동일한 압력에도 욕창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욕창 발생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내는데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경(2003)의 연구에서

는 여성의 욕창 비율이 높다고 하였지만, Baumgarten et al.(2006)의 연구

에서는 남성에게서 욕창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

해 노인 여성은 복부지방률은 낮고 둔부의 피하지방층은 더 많기 때문에

신체가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과 욕창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곽혜란, 강지연,

2015).

셋째, 체중과 욕창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그 결과가 상이한데, 먼

저 곽혜란, 강지연(2015) 연구에 따르면 70kg 이상에 비해 50kg 미만인

경우 욕창 보유의 위험이 2.82배 높았다. Hyu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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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체중(BMI 19미만), 정상(BMI 19-25), 비만(BMI 25-40), 심각한 비

만(BMI 40이상) 4단계로 구분하여 욕창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저체중(체질

량지수 19미만)과 심각한 비만집단(체질량지수 40이상)의 욕창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넷째, 의식상태 역시 곽혜란과 강지연(2015) 연구에서 욕창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는데 의식상태가 ‘각성’인 경우에 비해 ‘졸림’에서 ‘혼

수’까지 저하된 경우 욕창 보유의 위험이 약 3-6배로 높아졌다. 이는 의

식이 저하되면 압력과 불편감을 인지하는 감각과 이를 제거하려는 운동능

력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경(2003)의 연구에서도 욕창

군과 비욕창군의 의식상태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에서 모두 혼미 상태가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욕창군에서는 반혼수가 33.3%, 비욕창군에

서는 기면상태가 38.9%로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영양상태와 관련해서는 영양상태가 불량하면 욕창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종경(2003)의 연구에서는 영

양상태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는 Albumin 값을 비교한 결과 욕창군에서

비욕창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Baumgarten et

al.(2006)은 영양관련 위험요인이 낮거나 없는 경우보다 심각한 영양불량

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욕창 발생이 약 7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다음으로, 환경적 특성에는 응급실 체류시간과 입원경로가 포함된다.

첫째, 체류시간과 관련하여 Dugaret,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4시간 이

상의 체류시간을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은 8시간 이상이었고 24시간 이상 체류

한 환자도 10% 이상으로 보고하였다. Denby와 Rowlands (2010)의 연구

에서도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중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99.2%가 응급

실 체류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음을 보고하며 앞의 연구와 같이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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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긴 체류시간이 욕창 발생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둘째, 입원경로와 관련하여 Keelaghan, Margolis, Zhan과

Baumgarten(2008)의 연구에서는 널싱홈으로부터 입원하는 경우 욕창의

유병률이 26.2%, 널싱홈이 아닌 곳(주로 가정)으로부터 입원하는 경우 욕

창의 유병률이 4.8%이었다. 즉 널싱홈으로부터 입원하는 환자들이 그 외

의 환자들보다 입실 시 욕창 유병률이 5배 이상 높고 널싱홈으로부터 입

원이 욕창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곽혜란과 강지연(2015)

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경우에 비해 장기요양시설

을 거쳐 입원한 경우 욕창 보유의 위험이 13.65배 높고 이는 장기요양시

설에 입원한 환자들은 나이가 많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있으

며,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요실금, 영양장애, 만성통증 등의 간

호 문제가 있어,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금까지 욕창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연령, 성별, 체중, 의식상태, 영양

상태 요인, 체류시간, 입원경로에 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입

원환자와 달리 긴박한 응급처치가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응급실 환경에서

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해보

고 다른 환경에서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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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enby와 Rowlands (2010)가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률을 확인한 연구의 기간이 1년인 것을 참고하여 1년의 연구기간 동

안 일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한 노인환자 전수를 대상으

로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을 조사하고,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

자의무기록을 검토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2015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내원하여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로 입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자 전수는 8761명이었다. 그 중에서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입원수속을 위한 접수를 한 환자 12명, 정신과 입원환자로 의무

기록 접근 권한이 불가한 환자 1명, 응급실에서 피부상태 사정기록이 없

는 환자 1315명, 입원 후 피부상태 사정기록 없는 환자 12명, 체온이 기록

되지 않은 환자 2명, 혈액검사 미시행 환자 5명을 제외하여 최종 7311명

이었다.

응급실에서 피부상태 사정기록이 없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환자 1315명

은 전체의 약 15%로, 대부분은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 입원 시점까지 침

상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침상이 배정되지 않는 경증 환자 진료구역에서

입원한 환자였다. 입원 후 피부상태 사정기록이 없는 환자 12명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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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당일 퇴원하였거나 입원 직후 CPCR 발생 또는 사망한 환자로 확인

되었다.

3. 연구 도구

1)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발생률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을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박현애, 2009), 응급실 내원 시점에 전자의무기록의

욕창위험도 평가에서 피부상태가 비정상으로 사정된 경우 욕창이 있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응급실 내원 시점의 욕창 보유 환자

수/연구기간 동안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전체 노인환자 수)*100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발생률(%)=(입원 시점의 욕창 발생 환자 수/연

구기간 동안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노인환자 중 응급실 내원 시점에

욕창 비보유 환자 수)*100

2) 욕창 특성

욕창 특성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욕창 유무, 욕창 개수, 욕창 부위, 욕

창 단계, 욕창 크기를 조사하였으며 욕창 보유 환자의 경우 응급실 내원

시점과 입원 시점의 욕창 특성 자료를 각각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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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창 발생 관련요인

욕창 발생 관련요인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

였으며, 응급실 내원 시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특성: 성별, 연령, 신장, 체중, 내원 당시 체온, 공존질환, 의식상태,

Hemoglobin, Albumin, CRP 값

환경적 특성: 응급실 내원경로, 응급실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 응급실

체류시간

4) 욕창 발생 위험도(Braden scale)

감각 인지, 습한 정도, 활동 정도, 기동력, 영양 상태, 피부마찰과 쏠림의

6개 항목으로 욕창 발생의 위험도를 판정하는 도구로 최저 6점에서 최고

23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Bergstrom, Demuth, & Braden, 1987). 도구의 점수별 위험정도는 9점

이하가 최고위험군, 10~12점이 고위험군, 13~14점이 중정도위험군, 15~18

점까지 저위험군으로 분류한다(Braden & Maklebust, 2005).

이 도구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99이었고 Bergstrom 등(1987)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민감도가 100% 특이도가 64-90% 이

었다. 국내에서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자간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는 급내상관계수 .88(95% CI: .85-.91)로 높은 수준

의 측정자간 일치도를 보였다(한일경, 정인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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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에 앞서 해당 연구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연구승인

을 받았으며, 이후 2016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 대상자의 전

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 조사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연구자 1인이 연구기간 동안 응급실을 경유하

여 입원한 전체 노인 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점과 입원 시점 기록을 검토

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수집 이후 연구자가 다시 한 번 수집된 자

료를 검토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전체 대상

자의 대상자 특성, 환경적 특성, 욕창 발생 위험도를 조사기록지에 기록하

였고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의 경우 욕창 특성 자료를 함께 조

사하여,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과 욕창 발생률을 확인하였다. 이

때 대상자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응급실 내원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자

료를 조사하였고 욕창 특성과 욕창 발생 위험도는 응급실 내원 시점과 입

원 시점 각각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연구승인(과제

번호: 2016-0601)을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연구대상자 식별정보

를 익명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 1대에 저장하고 문서

를 암호화하여 연구자 1인 외에는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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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 특성, 환경적 특성, 욕창 특성, 욕창 발생 위험

도는 범주형 자료인 경우 빈도와 백분율, 범위로 구하고, 연속형 자료인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욕창 보유 환자와 비보유 환자 및 욕창 발생 환자와 비발생 환자의 집

단 간 비교는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유

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응급실 내원 시점과 입원 시점의 욕창 발생 위험도(Braden Scale)와

점수별 위험정도의 비교는 대응표본 t-test,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앞서 집단 비교를 통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독립변수를 선정해 욕창

발생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이때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통해 회귀모형의

적합도와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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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 특성

전체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8.7%로 여성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73.75±6.33세이며 65-74세인 집단이 59.2%로 가장

많았다. 평균 체중은 59.24±10.72kg, 평균 BMI(Kg/m2)는 22.9±3.62Kg/m2

이며, BMI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아시아 성인 기준에 따라 저체중, 정

상, 과체중, 비만집단 4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정상 체중 집단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만집단이 25.6%로 조사되었다. 공존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은 고혈압으로 64.1%이며 신

질환이 14.1%로 가장 적었다. 평균 공존질환 수는 3.19±1.54개로 조사되었

다. 평균 체온은 36.85±0.88(℃)으로 체온을 저체온, 정상체온, 고체온, 심

각한 고체온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상체온 집단이 82.4%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고체온 집단이 9.6%로 조사되었다. 의식상태는 의식이 명

료한 집단(Alert)이 94%로 대부분이었고 의식이 저하된 집단은 6%였다.

혈액검사 결과는 Hemoglobin 11.51±2.37g/dL, Albumin 3.13±0.63g/dL,

CRP 5.53±7.0mg/dL로 나타났으며, 이 중 CRP의 경우 값의 범위가

0.1g/dL에서 43.03g/dL까지로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 20 -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73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Range

Gender Male 4292(58.7) 　

Female 3079(41.3) 　

Age(yr) 65-74 4325(59.2) 73.75±6.33 65-102

　 75-84 2534(34.7) 　

　 ≥85 452(6.2) 　

Body weight(Kg) 59.24±10.72 25-116

BMI <18.5 742(10.1) 22.9±3.62 11.1-49.9

　 18.5-22.9 3054(41.8) 　

　 23-24.9 1647(22.5) 　

≥25 1868(25.6)

Comorbidity Liver disease 1120(15.3) 3.19±1.54 0-8

Hypertension 4686(64.1)

Diabetes
mellitus 2210(30.2)

Heart disease 2696(36.9)

Kidney
disease 1032(14.1)

Respiratory
disease 2465(33.7)

Cerebrovascul
ar disease 1917(26.2)

Neoplasm 3598(49.2)

Others 3619(49.5)

Body temperature(℃) ＜36 326(4.5) 36.85±0.88 33.6-41.2

　 36-37.7 6026(82.4) 　

　 37.8-39.0 702(9.6) 　

　 ≥39 257(3.5) 　

Mental status Alert 6869(94) 　

　 Verbal response 230(3.1) 　

　 Pain response 149(2.0) 　

　 Unresponse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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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globin(g/dL)* 11.51±2.37 1.8-19.4

Albumin(g/dL)* 3.13±0.63 0.7-5.0

CRP(mg/dL)* 5.53±7.0 0.1-43.03

*Reference value:

Hemoglobin: 13-17(g/dL), Albumin: 3.5-5.2(g/dL), CRP: 0.6(mg/d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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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응급실 내원경로는 ‘직접’

이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가

31.4%, ‘외래’ 진료 후 내원한 환자가 14.0% 순으로 나타났다.

타원을 경유하여 온 환자 2298명의 응급실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은

종합병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6.7%, 16.6%이며 의원 14.4%, 노인요양병원 5.8%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20.76±16.30시간이며 범위가 0.4-119.4시간으로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응급실 체류시간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한 결과 체

류시간이 8-24시간인 환자가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4-48시간

인 환자가 27.8%로 나타났다.

Table 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73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Range

Route to ED Direct 3988(54.5)

　 OPD 1025(14.0)

　 Referral 2298(31.4)

Referral Tertiary hospital 382(16.6)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1023(44.5)

(n=2298) Hospital 384(16.7)

　 Clinic 332(14.4)

　 Long-term hospital 133(5.8)

　 Others 44(1.9)

Time of stay ＜4 528(7.2) 20.76±16.30 0.4-119.4

(hour) 4-7.9 1370(18.7)

　 8-23.9 2719(37.2)

　 24-47.9 2031(27.8)

　 ≥48 663(9.1)

OPD: Out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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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연구 대상자 7311명 중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시점에 욕창 보유 환자는

206명으로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은 2.82%이었다. 욕창 비보유

환자 7105명 중에서 입원 시점에 욕창 발생 환자는 198명으로 응급실 노

인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2.83%이었다.

3. 대상자의 욕창 특성

1) 욕창 보유 환자의 욕창 특성

욕창 보유 환자 206명의 욕창 특성은 Table 3와 같다. 평균 욕창 개수는

1.4±0.81개이며 욕창 개수가 1개인 환자가 85.4%로 가장 많았고, 2개인 환

자가 10.1%로 다음으로 많았다. 가장 많은 욕창을 보유한 환자의 욕창 개

수 7개로 조사되었다. 욕창 부위는 천골, 미골 부위가 82%로 가장 많았

고, 대전자 15%, 좌골 13.6% 순으로 많았다. 욕창의 단계는 2단계 욕창이

48.3%, 1단계 욕창 24.3%, 3단계 욕창 14.6% 순으로 많았다.

욕창 보유 환자 206명의 응급실 내원 시점과 입원 시점의 욕창 특성 자

료를 비교하여 욕창 유무, 단계, 크기의 변화를 통해 욕창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결과 욕창이 치유된 환자 29명, 욕창 상태가 호전된 환자 31명, 악

화된 환자 69명, 상태 변화가 없는 환자는 77명으로 조사되었다. 욕창의

상태가 치유 또는 호전된 경우를 합하면 60명으로 전체 206명의 약 30%

로 나타났다.

욕창 발생 위험도(Braden Scale)의 항목별 점수 및 총점은 응급실 내원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욕창 비보

유 환자의 경우 도구의 총점이 19.57±2.60점이었으며 3점 척도인 피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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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쏠림 항목을 제외하면, 감각인지 항목이 3.85±0.47점으로 가장 높았

고 영양상태 항목이 2.70±0.68점으로 가장 낮았다. 욕창 보유 환자의 경우

도구의 총점이 13.02±3.27점이었으며, 3점 척도인 피부마찰과 쏠림 항목을

제외하면, 감각인지 항목이 2.95±0.92으로 가장 높았고 활동상태 항목이

1.63±0.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욕창 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욕창 발생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환자가 욕창 비보유 환자에서는 80.7%인데 반해, 욕창 보유 환

자의 경우 1.5%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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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ssure Ulcer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arrying Pressure

Ulcer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Number of PU 1 150 85.4 1.4±0.81

2 37 10.1

3 14 4

4 4 1.9

7 1 0.5

Site of PU* Sacro-coccygeal 169 82

Vertebral
prominence

5 2.4

Heel 12 5.8

Trochanter 31 15

Ischium 28 13.6

Scapula 2 1

Others 18 8.7

Stage of PU 1 50 24.3

2 99 48.1

3 30 14.6

4 17 8.3

Unstageable 5 2.4

sDTI 5 2.4

Change of PU Unchanged 77 37.38

Condition Healed 29 14.08

Improved 31 15.05

Aggravated 69 33.5

*Multiple Response

PU: Pressure Ulcer

sDTI: suspected Deep Tissue Injury, 심부조직손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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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cores on Braden Scale by the Presence of Pressure Ulcer

(N=7311)

Categories
Without PU

(n=7105)

With PU

(n=206)
t p

Sense 3.85±0.47 2.95±0.92 14.083 <0.001

Humidity 3.80±0.51 2.61±0.86 19.739 <0.001

Activity 3.16±0.89 1.63±0.67 32.020 <0.001

Movement 3.20±0.70 1.94±0.72 24.864 <0.001

Nutrition 2.70±0.68 2.01±0.61 15.874 <0.001

Skin Friction&
displacement 2.87±0.37 1.88±0.64 21.863 <0.001

Total score 19.57±2.60 13.02±3.27 28.455 <0.001

Table 5. The Degree of Risk in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 by the

Presence of Pressure Ulcer (N=7311)

Categories
Without PU

(n=7105)

With PU

(n=206)
x² p

Highest risk 61(0.9) 34(16.5) 1221.327 <0.001

High risk 137(1.9) 50(24.3)

Moderate risk 193(2.7) 45(21.8)

Low risk 979(13.8) 74(35.9)

Normal 5735(80.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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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창 발생 환자의 욕창 특성

대상자 중에서 입원 시점에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 198명의 욕창 특

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평균 욕창 개수는 1.2±0.5개이며 욕

창 개수가 1개인 환자가 85.4%로 가장 많았고, 2개인 환자가 10.1%로 욕

창 보유 환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욕창 부위는 천골, 미골 부위가

7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자 13.1%, 좌골 11.1% 순으로 많았

다. 욕창의 단계는 2단계 욕창이 40.4%, 1단계 욕창 29.3%, 3단계 욕창

10.1% 순으로 많았다.

욕창 발생 위험도(Braden Scale)의 항목별 점수 및 총점은 입원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와 같다. 욕창 비발생 환자

의 경우 도구의 총점이 19.01±2.85점이었으며 3점 척도인 피부마찰과 쏠

림 항목을 제외하면, 감각인지 항목이 3.85±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양

상태 항목이 2.38±0.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욕창 발생 환자의 총점은

14.02±2.88점이었으며, 3점 척도인 피부마찰과 쏠림 항목을 제외하면, 습

한 정도 항목이 3.13±0.89로 가장 높았고 활동상태 항목이 1.65±0.71점으

로 가장 낮았다.

욕창 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욕창 발생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환자가 욕창 비발생 환자에서는 74%인데 반해, 욕창 발생 환

자의 경우 4.5%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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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ssure Ulcer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ho Had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N=1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Number of PU 1 169 85.4 1.2±0.5

2 20 10.1

3 8 4

4 1 0.5

Site of PU* Sacro-coccygeal 147 74.2
Vertebral prominence 5 2.5

Heel 5 2.5

Trochanter 26 13.1

Ischium 22 11.1

Scapula 4 2

Others 13 6.6

Stage of PU 1 58 29.3

2 80 40.4

3 20 10.1

4 7 3.5

Unstageable 10 5.1

sDTI 23 11.6

*Multiple Response

PU: Pressure Ulcer

sDTI: suspected Deep tissue injury, 심부조직손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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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ores on Braden Scale by Pressure Ulcer Development (N=7105)

Categories
Without PU

(n=6907)

PU development

(n=198)
t p

Sense 3.85±0.52 3.11±1.03 10.100 <0.001

Humidity 3.82±0.42 3.13±0.69 14.044 <0.001

Activity 2.92±0.97 1.65±0.71 24.603 <0.001

Movement 3.24±0.77 2.20±0.72 18.718 <0.001

Nutrition 2.38±0.83 1.87±0.77 9.129 <0.001

Skin Friction&
displacement 2.80±0.42 2.06±0.52 24.315 <0.001

Total score 19.01±2.85 14.03±2.89 24.222 <0.001

Table 8. The Degree of Risk in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 by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 (N=7105)

Categories
Without PU

(n=6907)

PU development

(n=198)
x² p

Highest risk 51(0.7) 14(7.1) 593.154 <0.001

High risk 240(3.5) 43(21.7)

Moderate risk 333(4.8) 51(25.8)

Low risk 1169(16.9) 81(40.9)

Normal 5114(74.0)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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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욕창 보

유 여부

대상자 특성 중 욕창 보유 환자와 비보유 환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연령과 체중, BMI, 4개 구간으로 나눈 체온, 심질환과 신질환을

제외한 공존질환 유무, 의식상태, Hemoglobin, Albumin, CRP 값으로 나

타났다(p<0.05).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9).

먼저 연령에 대해서는 욕창 보유 환자의 평균 연령이 3.63세 높았다

(t=-8.155, p=<0.001). 연령을 3개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도 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38.013, p<0.001). 85세 이상 구간

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5에서

84세 사이에서 4.1%, 65에서 74세 사이가 1.6%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

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체중과 관련해서는 욕창 보유 환자의 평균 체중이 욕창 비보유 환자에

비해 4.85kg 낮았고(t=6.419, p<0.001), 평균 BMI 또한 1.85Kg/m2 낮았다

(t=6.204, p=<0.001). BMI를 4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91.050, p<0.001). 저체중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8.1%로 가장 높고 과체중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

비율은 1.4%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과 BMI 항목 모두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84.574, p<0.001).

체온은 연속형 변수 형태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t=1.10, p=0.270) 체온을 저체온, 정상체온, 고체온, 심각한 고

체온으로 범주화여 비교하였더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²=12.744, p=0.005). 저체온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체온 집단에서 4.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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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온 집단의 욕창 보유 환자 비율은 1.1%로 가장 적었다.

공존질환 유무에 대해서는 심질환과 신질환을 제외하고 간질환,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종양, 기타질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욕창 보유 환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질환은

뇌혈관질환으로 4.0%이며(x²=11.851, p<0.001), 다음으로 당뇨가 3.6%로

높게 나타났다(x²=7.445, p=0.009). 반면 간질환의 유병률은 욕창 보유 환

자에서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x²=19.594, p<0.001).

의식상태를 의식이 명료한 집단, 구두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 통증자극

에만 반응하는 집단, 어떠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

을 때,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17.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 집단이 12.7%로 높았다. 반면

의식이 명료한 집단에서는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2.1%로 가장 낮아

의식상태에 따라 욕창 보유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²=222.538, p<0.001).

혈액검사 결과로 Hemoglobin, Albumin, CRP 값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Hemoglobin (t=6.128, p<0.001), Albumin (t=16.18, p<0.001) 값은

욕창 보유 환자에서 더 낮았으며, 사분위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두 항목 모두 값이 낮을수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

다. CRP 값은 욕창 보유 환자에서 더 높았으며(t=-6.66, p<0.001), 사분위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에도 값이 높을수록 욕창 보

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환경적 특성 중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응급실 내원경로

와 응급실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x²=71.237, p<0.001).

반면 응급실 체류시간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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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응급실 내원경로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집단

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집단이 5.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래 또는 타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내원한 집단의 욕창 보유 환자 비율이 1.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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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by the Presence of

Pressure Ulcer (N=7311)

Characteristics

Without PU

(n=7105)

With PU

(n=206) t or 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Gender

Male 4177(97.3) 115(2.7) 0.726 0.430

Female 2928(97.0) 91(3.0)

Age(yr)　 73.65±6.29 77.28±6.83 -8.155 <0.001

65-74 4255(98.4) 70(1.6) 68.013 <0.001

75-84 2430(95.9) 104(4.1)

≥85 420(92.9) 32(7.1)

Body weight(Kg) 59.37±10.67 54.52±11.63 6.419 <0.001

BMI(Kg/m²) 22.95±3.59 21.10±4.25 6.204 <0.001

<18.5 682(91.9) 60(8.1) 91.050 <0.001

18.5-22.9 2970(97.2) 84(2.8)

23-24.9 1624(98.6) 23(1.4)

≥25 1829(97.9) 29(2.1)

Body temperature(℃) 36.85±0.88 36.79±0.89 1.10 0.270

＜36 306(95.0) 16(5.0) 12.744 0.005**

36-37.7 5763(97.4) 155(2.6)

37.8-38.9 778(96.0) 32(4.0)

≥39 258(98.9) 3(1.1)

Comorbidity

Liver disease 1111(99.2) 9(0.8) 19.594 <0.001

Hypertension 4572(97.6) 114(2.4) 7.06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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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mellitus 2130(96.4) 80(3.6) 7.445 0.009**

Heart disease 2624(97.3) 72(2.7) 0.337 0.608

Kidney disease 1001(97.0) 31(3.0) 0.152 0.685

Respiratory disease 2409(97.7) 56(2.3) 4.047 0.044*

Cerebrovascular
disease

1841(96.0) 76(4.0) 11.851 0.001**

Neoplasm 3521(97.9) 77(2.1) 11.879 0.001**

Others 3541(97.8) 78(2.2) 11.483 0.001**

Mental status

Alert 6725(97.9) 144(2.1) 222.538 <0.001

Verbal response 202(87.8) 28(12.2)

Pain response 123(82.6) 26(17.4)

Unresponse 55(87.3) 8(12.7)

Hemoglobin(g/dL) 11.54±2.37 10.52±2.23 6.128 <0.001

<9.9 1645(95.3) 81(4.7) 41.306 <0.001

9.9-13.2 3732(97.2) 106(2.8)
>13.2 1728(98.9) 19(1.1)

Albumin(g/dL) 3.15±0.62 2.45±0.59 16.18 <0.001

<2.7 1485(91.6) 137(8.4) 248.558 <0.001

2.7-3.6 4041(98.4) 65(1.6)
>3.6 1579(99.7) 4(0.3)

CRP(mg/dL) 5.42±6.94 9.21±8.09 -6.66 <0.001

<0.36 1810(99.3) 12(0.7) 55.383 <0.001
0.36-8.22 3555(97.1) 107(2.9)

>8.22 1740(95.2) 87(4.8)

BMI: Body mass index

PU: Pressure Ul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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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by the Presence of

Pressure Ulcer (N=7311)

Characteristics

Without PU

(n=7105)

With PU

(n=206) t or 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Route to ED

Direct 3929(98.5) 59(1.5) 71.237 <0.001
OPD 984(96.0) 41(4.0)
Referral _Tertiary 358(93.7) 24(6.3)

_General 970(94.8) 33(5.2)
_Hospital 369(96.1) 15(3.9)

_Clinic 323(97.3) 9(2.7)

_Long-term 130(97.7) 3(2.3)

_Others 42(95.5) 3(4.5)

Time of stay(hour) 20.79±16.33 19.55±15.44 1.09 0.277

＜4 516(97.7) 12(2.3) 4.634 0.327
4-7.9 1324(96.6) 46(3.4

8-23.9 2643(97.2) 76(36.9)
24-47.9 1971(97.0) 60(3.0)

≥48 651(98.2) 12(1.8)

OPD: Outpatient department

PU: Pressure Ul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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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욕창 발

생 여부

대상자 특성 중 욕창 발생 환자와 비발생 환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연령과 체중, BMI, 신질환을 제외한 공존질환 유무, 의식상태,

Hemoglobin, Albumin, CRP 값으로 나타났다(p<0.05). 항목별로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1).

먼저 연령에 대해서는 욕창 발생 환자의 평균 연령이 3.49세 높았다

(t=-6.458, p=<0.001). 연령을 3개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도 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55.437, p<0.001). 85세 이상 구간

에서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5에서

84세 사이에서 3.6%, 65에서 74세 사이가 1.9%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

록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체중과 관련해서는 욕창 발생 환자의 평균 체중이 욕창 비발생 환자에

비해 4.76kg 낮았고(t=6.211, p<0.001), 평균 BMI 또한 1.61Kg/m2 낮았다

(t=5.272, p=<0.001). BMI를 4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54.193, p<0.001). 저체중

집단에서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7.0%로 가장 높고 과체중 집단에서

욕창 발생 환자 비율은 1.8%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과 BMI

항목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존질환 유무에 대해서는 신질환을 제외하고 간질환, 고혈압, 당뇨, 심

질환,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종양, 기타질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욕창 발생 환자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

은 뇌혈관질환으로 3.7%이며(x²=7.543, p=0.008), 다음으로 당뇨가 3.6%로

높게 나타났다(x²=7.7.03, p=0.007). 반면 간질환의 유병률은 욕창 발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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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x²=10.033, p=0.001).

의식상태를 의식이 명료한 집단, 구두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 통증자극

에만 반응하는 집단, 어떠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

을 때,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에서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18.7%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 집단이 9.1%로 높았다. 반면

의식이 명료한 집단에서는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2.3%로 가장 낮아

의식상태에 따라 욕창 발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²=157.877, p=0.001).

혈액검사 결과인 Hemoglobin, Albumin, CRP 값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Hemoglobin (t=4.927, p<0.001), Albumin (t=10.152, p<0.001)값은

욕창 발생 환자에서 더 낮았으며, 사분위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두 항목 모두 값이 낮을수록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높았

다. CRP 값은 욕창 발생 환자에서 더 높았으며(t=-4.557, p<0.001), 사분

위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값이 높을수록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환경적 특성 중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응급실 내원경로

와 응급실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x²=37.260, p<0.001).

반면 응급실 체류시간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2).

먼저 응급실 내원경로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집단

에서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집단이 4.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요양병원을 경

유하여 내원한 집단의 욕창 보유 환자 비율이 1.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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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by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 (N=7105)

Characteristics

Without PU

(n=6907)

PU development

(n=198) t or 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Gender

Male 4067(97.4) 110(2.6) 0.879 0.380

Female 2840(97.0) 88(3.0)

Age(yr)　 73.55±6.22 77.04±7.52 -6.458 <0.001

65-74 4176(98.1) 79(1.9) 55.437 <0.001

75-84 2243(96.4) 87(3.6)

≥85 388(92.4) 32(7.6)

Body weight(Kg) 59.50±10.63 54.74±10.86 6.211 <0.001

BMI(Kg/m²) 23.0±3.56 21.39±4.24 5.272 <0.001

<18.5 634(93.0) 48(7.0) 54.193 <0.001

18.5-22.9 2888(97.2) 82(2.8)

23-24.9 1594(98.2) 30(1.8)

>25 1791(97.9) 38(2.1)

Body temperature(℃) 36.85±0.88 36.85±0.93 0.054 0.957

＜36 293(95.8) 13(4.2) 2.702 0.440

36-37.7 5608(97.3) 155(2.7)

37.8-38.9 755(97.0) 23(3.0)

≥39 251(97.3) 7(2.7)

Comorbidity

Liver disease 1096(98.6) 15(1.4) 10.033 0.001**

Hypertension 4467(97.7) 105(2.3) 11.374 0.001**

Diabetes mellitus 2053(96.4) 77(3.6) 7.703 0.007**

Heart disease 2576(98.2) 48(1.8) 14.080 <0.001

Kidney disease 982(98.1) 19(1.9) 3.397 0.077

Respiratory disease 2367(98.3) 42(1.7) 14.644 <0.001

Cerebrovascular
disease 1773(96.3) 68(3.7) 7.543 0.008**

Neoplasm 3452(98.0) 69(2.0) 17.626 <0.001

Others 3485(98.4) 56(1.6) 37.85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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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status

Alert 6573(97.7) 152(2.3) 157.877 <0.001

Verbal response 184(91.1) 18(8.9)

Pain response 100(81.3) 23(18.7)

Unresponse 50(90.9) 5(9.1)

Hemoglobin(g/dL) 11.57±2.36 10.73±2.50 4.927 <0.001

<9.9 1573(95.6) 72(4.4) 26.896 <0.001

9.9-13.2 3631(97.3) 101(2.7)
>13.2 1703(98.6) 25(1.4)

Albumin(g/dL) 3.17±0.61 2.69±0.66 10.152 <0.001

<2.7 1388(93.5) 97(6.5) 107.021 <0.001

2.7-3.6 3951(97.8) 90(2.2)

>3.6 1568(99.3) 11(0.7)
CRP(mg/dL) 5.35±6.90 7.96±7.99 -4.557 <0.001

<0.36 1784(98.6) 26(1.4) 24.926 <0.001
0.36-8.22 3456(97.2) 99(2.8)

>8.22 1667(95.8) 73(4.2)

BMI: Body mass index

PU: Pressure Ulcer



- 40 -

Table 1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by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 (N=7105)

Characteristics

Without PU

(n=6907)

PU development

(n=198) t or 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Route to ED

Direct 3850(98.0) 79(2.0) 37.260 <0.001

OPD 959(97.5) 25(2.5)
Referral _Tertiary 339(94.7) 19(5.3)

_General 923(95.2) 47(4.8)

_Hospital 353(95.7) 16(4.3)

_Clinic 315(97.5) 8(2.5)

_Long-term 128(98.5) 2(1.5)

_Others 40(95.2) 2(4.8)

Time of stay(hour) 20.76±16.32 22.26±16.54 -1.282 0.200

＜4 503(97.5) 13(2.5) 1.827 0.768

4-7.9 1290(97.4) 34(2.6)
8-23.9 2574(97.4) 69(2.6)

24-47.9 1910(96.9) 61(3.1)

≥48 630(96.8) 21(3.2)

OPD: Outpatient department

PU: Pressure Ul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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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욕창 영향요인

1) 대상자의 욕창 보유 영향요인

욕창 보유 환자의 욕창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3). 앞서 욕창이 있었던 환자

의 대상자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

령, BMI, 구간으로 나눈 체온, 공존질환(간질환,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

환, 뇌혈관질환, 악성종양, 기타질환), Hemoglobin, Albumin, CRP 값, 의

식상태, 응급실 내원경로,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선정하

였다. 연령과 BMI는 연속형 변수와 구간으로 나누어 본 범주형 변수 모

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체중과 4단계로 구분한

BMI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나 체중 변수는 제거하고 분

석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x²=6.846, df=8, p=0.553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

확도는 97.2%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욕창 보유 환자의 욕창 보유 여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BMI, 공존질환(간질환,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

환, 악성종양, 기타질환), Albumin 값, 의식상태, 응급실 내원경로 및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직접, 외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나타

났다.

이 중에서 욕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식상태로 의식이 명

료한 집단에 비해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은 5.7배, 어떠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집단은 5.3배, 구두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은 3.3배 욕

창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욕창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



- 42 -

는 요인은 Albumin 값으로 Albumin 값이 낮을수록 욕창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584, OR=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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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ogistic Regression on Pressure Ulcer Development with the

Patients Carrying Pressure Ulcer

Variables B S.E. Wals OR 95% CI p

Age(yr) 0.069 0.011 36.677 1.010 1.047-1.095 <0.001

BMI(Kg/m²) -0.071 0.022 10.786 0.931 0.892-0.972 0.001**

Body
temperature(℃)
＜36 - - 2.942 - - 0.401

36-37.7 -0.321 0.316 1.032 0.725 0.390-1.348 0.310

37.8-38.9 -0.159 0.368 0.186 0.853 0.415-1.754 0.666
≥39 -1.022 0.678 2.271 0.360 0.095-1.360 0.132

Hemoglobin(g/dL) 0.028 0.039 0.521 1.029 0.953-1.111 0.471

Albumin(g/dL) -1.584 0.154 106.141 0.205 0.152-0.227 <0.001

CRP(mg/dL) 0.004 0.010 0.148 1.004 0.984-1.025 0.701

Mental status

Alert - - 63.250 - - <0.001

Verbal response 1.196 0.255 22.058 3.306 2.007-5.446 <0.001

Pain response 1.747 0.276 40.106 5.737 3.341-9.851 <0.001

Unresponse 1.664 0.470 12.518 5.278 2.100-13.266 <0.001

Comorbidity

Liver disease -1.238 0.365 11.519 0.290 0.142-0.593 0.001**

Hypertension -0.559 0.171 10.679 0.572 0.409-0.800 0.001**

Diabetes mellitus 0.590 0.165 12.742 1.804 1.305-2.495 <0.001

Respiratory
disease -0.379 0.179 4.488 0.685 0.482-0.972 0.034*

Cerebrovascular
disease 0.251 0.179 1.965 1.286 0.905-1.828 0.161

Neoplasm -0.393 0.172 5.236 0.675 0.482-0.945 0.022*

Others -0.459 0.163 7.886 0.632 0.459-0.87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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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to ED
Direct - - 45.301 - - <0.001

OPD 0.913 0.224 16.640 2.491 1.607-3.862 <0.001

Referral_Tertiary 1.281 0.277 21.387 3.602 2.093-6.200 <0.001

General 1.240 0.211 34.450 3.454 2.283-5.226 <0.001

Hospital 0.961 0.322 8.884 2.613 1.390-4.915 0.003**

Clinic 0.559 0.379 2.176 1.748 0.832-3.672 0.140

Long-term 0.517 0.628 0.677 1.677 0.489-5.747 0.411

Others 1.100 0.782 1.979 3.005 0.649-13.922 0.160

Constant -2.895 1.117 6.179 0.055 -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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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욕창 발생 영향요인

입원 시점에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욕창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4). 앞서 욕

창이 발생한 환자의 대상자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BMI, 공존질환(간질환, 고혈압, 당뇨, 심질환, 호흡기

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종양, 기타질환), Hemoglobin, Albumin, CRP 값,

의식상태, 응급실 내원경로,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였다. 연령과 BMI는 연속형 변수와 구간으로 나누어 본 범주형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

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체중과 4단계로 구분

한 BMI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나 체중 변수는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x²=10.443,

df=8, p=0.235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97.3%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

령, BMI, 공존질환(간질환, 고혈압, 당뇨, 심질환, 호흡기질환, 악성종양,

기타질환), Albumin 값, 의식상태, 응급실 내원경로 및 내원 전 의료기관

의 유형(직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욕창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식상태로 의식

이 명료한 집단에 비해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은 8.3배, 어떠한 자극

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집단은 4.7배, 구두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은 3.0

배 욕창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욕창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존질환 중 기타질환이 없는 경우로 기타질환이 있는 경

우에 비해서 욕창 발생이 3.2배 높았다(B=-1.169, OR=0.311). 다음으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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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lbumin 값으로 Albumin 값이 낮을

수록 욕창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584, OR=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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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Logistic Regression on Pressure Ulcer Development with the

Patients Who Had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Variables B S.E. Wals OR 95% CI p

Age(yr) 0.075 0.011 45.642 1.078 1.055-1.102 <0.001

BMI(Kg/m²) -0.083 0.022 13.673 0.920 0.881-0.962 <0.001

Hemoglobin(g/dL) -0.029 0.038 0.577 0.971 0.902-1.047 0.448

Albumin(g/dL) -0.014 0.155 42.821 0.363 0.268-0.492 <0.001

CRP(mg/dL) 0.010 0.011 0.865 1.010 0.989-1.032 0.352

Mental status

Alert - - 68.430 - - <0.001

Verbal response 1.102 0.292 14.193 3.010 1.697-5.340 <0.001

Pain response 2.114 0.289 53.370 8.285 4.698-14.610 <0.001

Unresponse 1.555 0.534 8.467 4.736 1.661-13.499 0.004**

Comorbidity
Liver disease -0.665 0.293 5.147 0.514 0.289-0.913 0.023*

Hypertension -0.976 0.179 29.813 0.377 0.266-0.535 <0.001

Diabetes mellitus 0.731 0.168 18.912 2.078 1.494-2.889 <0.001
Heart disease -0.606 0.183 11.012 0.545 0.381-0.780 0.001**

Respiratory
disease -0.880 0.206 18.297 0.415 0.277-0.621 <0.001

Cerebrovascular
disease 0.232 0.193 1.448 1.261 0.864-1.841 0.229

Neoplasm -0.897 0.189 22.613 0.408 0.282-0.590 <0.001
Others -1.169 0.177 43.785 0.311 0.220-0.439 <0.001

Route to ED
Direct - - 31.658 - - <0.001

OPD 0.006 0.250 0.001 1.006 0.617-1.642 0.979

Referral_Tertiary 1.049 0.281 13.981 2.856 1.647-4.949 <0.001

General 0.831 0.205 16.401 2.297 1.536-3.435 <0.001

Hospital 0.845 0.306 7.629 2.329 1.278-4.244 0.006**

Clinic 0.116 0.393 0.087 1.123 0.520-2.424 0.768

Long-term -0.165 0.743 0.049 0.848 0.198-3.637 0.824

Others 1.173 0.768 2.234 3.230 0.718-14.540 0.127

Constant -3.027 1.082 7.826 0.048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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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욕창 유병률, 발생률 및 욕창 영향요

인을 확인하였다. 응급실 내원 시점의 욕창 보유 환자와 비보유 환자, 입

원 시점의 욕창 발생 환자와 비발생 환자를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기술하

였고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본 연구에서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은 2.82%, 응급실을 경유하

여 입원 시 욕창 발생률은 2.83%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응

급실 환경에서의 욕창 유병률 및 발생률에 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

아 국외의 응급실 환경에서 조사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Denby와 Rowlands (2010)가 미국의 응급실에서 수행한 욕창 관련

연구에서 한 해 동안 응급실 환자 32,664명 중에서 응급실에서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의 2.8%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

의 욕창 발생률인 2.83%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Dugaret, et

al.(2012)은 프랑스에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욕창 유

병률은 7.8%, 발생률은 4.9%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러한 차이는 프랑스의 연구가 전향적인 연구로써 응급실 체류기간 동안

연구자가 환자의 피부상태를 반복하여 면밀하게 사정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을 조사함에 있

어서 후향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추후에는 전향적인 방법으로 피부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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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욕창 유병률 또는 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중환자실이나 노인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일 대학병원 3개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욕창 유병률은 23.7%(곽혜란, 강지연, 2015), 신경

계 중환자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욕창 발생률은

28.2-29.2%(임미자, 박형숙, 2006; 박종연, 2010)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대상자의 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병률은 9.8%(송효정, 김수미,

김남초, 2003)로 나타났다. 즉, 중환자실 환자 또는 신경계 중환자실 노인

환자, 노인요양시설 대상자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욕창 유병률 및 발생

률이 다소 낮았다. 이는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고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로 인해 진정제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

인요양시설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고 다수의 공존질환 등의 요인으로

욕창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를 일반병동으로의 입원과 중환자실로의 입원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

으므로 선행연구의 욕창 통계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

다. 또한 많은 욕창 관련 선행연구가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나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환자의 경우 질병 특성상 환자가 오랜 시간 부

동자세를 유지하거나 감각 및 활동 저하 등으로 욕창 발생위험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입실을

일반병동과 중환자실로 구분하고 주 진료과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이에 따

른 욕창 발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

과와 직접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욕창 보유 환자의 응급실 내원시점의 욕창 특성과 입원 시점의 욕창 특

성을 비교하여 욕창의 상태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욕창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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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치유되거나 호전된 환자가 60명으로 전체 206명의 약 30%, 상태변

화가 없는 환자는 77명으로 전체 37%,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69명으로

전체의 34%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욕창 상태

가 호전된 결과는 연구가 수행된 기관의 응급실에서는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응급실에서부터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의 효과와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른 긴박한 응급처치에

비해 욕창간호 업무의 우선순위가 낮을지라도, 욕창간호 수행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간호 수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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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욕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 모두에서 공통적으

로 연령, BMI, Albumin, 의식상태, 뇌혈관질환을 제외한 공존질환 유무,

응급실 내원경로 및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이 욕창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규명되었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식상태이며

다음으로 Albumin, 응급실 내원경로 및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 공존질

환 유무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상태와 관련하여 의식이 명료한 집단에 비해 의식이 저하된 집단에

서 욕창을 보유할 가능성이 3.3-5.7배 높았고,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은

3.0-8.3배까지 높아졌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곽혜란과 강지연

(2015) 연구에서 의식상태가 ‘각성’인 경우에 비해 ‘졸림’에서 ‘혼수’까지

저하된 경우 욕창 보유의 위험이 약 3-6배로 높아졌다고 한 것과 일치한

다. 이종경(2003)의 연구에서도 욕창군과 비욕창군의 의식상태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에서 모두 혼미 상태가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욕창군

에서는 반혼수가 33.3%, 비욕창군에서는 기면상태가 38.9%로 많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의식상태 저하가 욕창 발생에 유의

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에서도 환자의 의식상

태를 사정하여 의식이 저하된 경우 욕창 보유 및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인

지하고 욕창 예방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욕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양상태의 주요지표가 되는

Albumin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Albumin 값이 1 낮아질 때마다

욕창을 보유할 가능성이 4.88배 높았고,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은 1.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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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이는 이종경(2003)의 연구에서 욕창군에서 비욕창군에 비해

Albumin 값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Baumgarten et al.(2006)은 영양관련 위험요인이 낮거나 없는 경우보다

심각한 영양불량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욕창 발생 가능성이 약 7배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중 Albumin

값을 확인하여 환자의 영양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장기

간의 금식으로 인한 영양불량 위험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실 내원경로와 관련해서는 직접 내원한 환자에 비해 타원을 경유하

여 내원하는 경우 욕창 보유 및 발생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을 내원 전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경유한 환자에서 욕창 발생 위험이 3.45-3.60배 높았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을 경유한 환자에서 욕창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상급종

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경유한 환자에서 욕창 발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병·의원급의 기관이나 노인요양병원을 경유한 환자에 비해 질병 중증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연구가 수행된 기관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

원으로써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집중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공존질환과 관련해서는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 모두에서 공통

적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욕창 발생이 1.8-2.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간질환, 고혈압, 심질환, 호흡기질환, 악성종양, 기타질환은

각 질환이 없는 경우에 욕창 발생 가능성이 1.46-3.4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곽혜란(2013)이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욕창 보유 환자와 비보유 환자의 동반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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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대상자의 진단명을 조

사한 결과로는 욕창 보유 환자에서는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패혈증, 대사

성질환, 기타질환이 많았으나, 욕창 비보유 환자에서는 순환기질환, 간질

환, 신경계질환, 위장관계질환, 악성종양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

이한 연구결과는 두 연구에서 질환을 단순히 계통에 따라 분류하여 각 질

환의 유무만을 조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

존질환을 분류함에 있어 계통에 따라 분류한 질환의 유무 자체 보다는 환

자가 공존질환으로 인해 감각인지나 활동상태를 포함한 일상생활 수행능

력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연령에 대해서는 욕창 보유 환자의 평균 연령이 3.63세 높았고(t=-8.155,

p=<0.001). 욕창 발생 환자의 연령은 3.49세 높았다(t=-6.458, p=<0.001).

연령을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욕창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

(Dugaret, et al, 2012)에서도 70에서 90세 사이의 노인에서 가장 높은 욕

창 비율을 보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Baumgarten et

al.(2006)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욕창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

욕창 발생률은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에서 4.1%, 75세에서 84세 사이

의 노인에서는 5.9%, 8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12.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욕창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국내에서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2,1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곽혜란, 강지

연, 2015)에서 4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80세 이상인 경우가 욕창 보유의

위험이 3.70배 높아 나이가 많을수록 욕창 보유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을 인지하고 노인 환자의 욕창 예방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MI에 대해서는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의 평균 BMI가 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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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유 환자와 욕창 비발생 환자 집단에 비해 1.61-1.85Kg/m2 낮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BMI를 대한비만학회

가 발표한 아시아 성인기준에 따라 저체중(BMI 18.5미만), 정상(BMI

18.5-22.9), 과체중(BMI 23-24.9), 비만(BMI 25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저

체중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yun, et al.(2014)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4단계로 구분하여 욕창 발생을 조사

한 결과, 저체중과 심각한 비만집단의 욕창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체중 환자와 심각한 비만 환자의 영양관리와 더불어 체중조절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욕창 발생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경(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

의 욕창 비율이 높다고 하였지만, Baumgarte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남성에게서 욕창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성별과 욕창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곽혜란, 강지

연, 2015).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별과 욕창 발생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처럼 성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

으므로 성별이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욕창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응급실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체류시간을 조

사한 결과 평균 체류시간은 22.26±16.54시간으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체

류시간인 20.76± 16.30(0.4-119.4)시간과 욕창 비발생 환자의 평균 체류시

간 20.76±16.32 (0.4-119.4)시간과 비교하여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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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체류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enby와 Rowlands (2010)의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의 응급실에서 욕창 발생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8.9±8.6(1-74.6)시간으로, 이 중 99.2%가 체류시간 2시간 이상이라고 지적

하며 체류시간을 욕창 발생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의 평균 체류시간인 22.26± 16.54(0.9-74.7)과 비교하면 약 2.5배

짧은 시간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의 응급실 과밀화 문제 및 입원 병상부족 문제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욕창 발생 환자와 욕창 비발생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긴 체류시간이 욕창 발생 위험요인이

라고 지적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보다 약 2시

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긴 체류시간이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욕창 발생시기에 대해 조사한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는 평균발생일

이 5.2-11.6일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욕창 발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입원 1일 째 31.8%에서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임미자, 박형숙, 2006; 김경남 등, 201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응급실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평균 체류시

간이 22.26±16.54시간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의 주된 경로가 되는 응급실에서부터 조기에 적극적인

욕창예방과 관리 위한 간호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만 65세 이

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수행한 연구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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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 발생률 및 욕창 영향요인을

국내 응급실 노인환자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응급실 환경에서의 전향적인 방법으로 욕창 실태조사와 욕창 영향요인

을 조사하여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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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서울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로 입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731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욕창 유병률과 발생률 및

욕창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1)전체 대상자 7311명 중 응급실 내원 시점의 욕창 보유 환자는 206명

으로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은 2.82%이며, 욕창 비보유 환자

7105명 중에서 입원 시점에 욕창 발생 환자는 198명으로 응급실 노인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2.83%로 조사되었다.

2)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 404명의 욕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욕창 보유 환자 206명의 평균 욕창 개수는 1.4±0.81개이며, 부위는 천

골, 미골 부위가 82%로 가장 많았고, 단계는 2단계가 48.3%로 가장 많

았다. 욕창 발생 환자 198명의 평균 욕창 개수는 1.2±0.5개이며, 부위는

천골, 미골 부위가 74.2%로 가장 많았고, 단계는 2단계가 40.4%로 가

장 많았다.

응급실 내원시점에 확인한 욕창 보유 환자의 욕창 특성을 입원 시점

의 욕창 특성과 비교하여 욕창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결과 욕창의 상태

가 치유 또는 호전된 경우가 전체 206명의 약 30%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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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욕창 보유 여부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 특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욕창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저체중 집단, 공존질환으로 뇌혈관 질환과 당뇨가 있는 경우, 의식상태

에 따라서는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혈액검사 결과 Hemoglobin과 Albumin은 값이 낮을수

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 CRP은 값이 높을수록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나 종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집단에서 욕창 보유 환자의 비율이 높

았다. 반면 체류시간과 관련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입원 시점의 욕창 발생 여부

를 비교한 결과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

자의 욕창 발생 관련요인에 차이가 없어 응급실 노인환자의 욕창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환경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욕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응급실 욕창 보유 환자와 욕창 발생 환자에서 공통적으

로 연령, BMI, Albumin, 의식상태, 뇌혈관질환을 제외한 공존질환 유

무, 응급실 내원경로 및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이 유의한 욕창 영향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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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수행한 후향적 연구로 응급실

에서 피부상태 사정기록이 없는 환자 1315명을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

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이들의 피

부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사정할 수 있도록 전향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

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존질환을 조사할 때 질환을 단순히 계통에

따라 분류하여 질환의 유무만을 조사하였으나, 공존질환이 감각인지와 활

동상태를 포함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함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일반병동과 중환자실로의 입원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입원 진료과를 함께 조사하여 이에 따른 욕창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것을 제안한

다.

넷째, 전향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응급실에서의 욕창 발생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하여 응급실 체류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적절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입원환자의 주된 입원경로

가 되는 응급실에서부터 욕창 예방 및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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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욕창 유무 ①유 ②무

2)욕창 개수 ( )개

3)욕창 부위 ①Sacro-coccygeal ②Vertebral prominence ③Heel

④Trochanter ⑤Ischium ⑥Scapula ⑦기타( )

4)욕창 단계 ①1단계 ②2단계 ③3단계

④4단계 ⑤분류불가능 ⑥심부조직손상

5)욕창 크기 길이( ), 너비( )cm

부록. 연구도구

1. 욕창 유병률/발생률

전자의무기록의 욕창위험도 평가에서 피부상태가 비정상으로 사정된 경

우 욕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욕창 유병률(%)=(응급실 내원 시 이미 욕창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환자

수/연구기간 동안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전체 노인환자 수)*100

욕창 발생률(%)=(입원 시점에 새로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환자

수/연구기간 동안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노인환자 중에서 응급실 내

원 시 욕창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환자를 제외한 수)*100

2. 욕창 특성

1) 응급실 내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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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성별 ①남 ②여

1-2)연령 만( )세

1-3)신장 ( )cm

1-4)체중 ( )kg

1-5)내원 당시 체온 ( )℃

1-6)공존 질환
①간질환 ②고혈압 ③당뇨 ④심질환 ⑤신질환

⑥호흡기질환 ⑦뇌혈관질환 ⑧악성종양 ⑨기타

1-7)의식상태
①Alert ②Verbal response

③Pain response ④Unresponse

1-8)Hemoglobin ( )g/dL

1-9)Albumin ( )g/dL

1-10)CRP ( )mg/dL

2-1)응급실 내원경로 ①직접 ②외래 ③타원 ④미상

2-2)응급실 내원 전 의료기관의 유형
①상급종합병원 ②종합병원 ③병원

④노인요양병원 ⑤노인의료복지시설

2-3) 응급실 체류시간 ( )시간

1)욕창 유무 ①유 ②무

2)욕창 개수 ( )개

3)욕창 부위 ①Sacro-coccygeal ②Vertebral prominence ③Heel

④Trochanter ⑤Ischium ⑥Scapula ⑦기타( )

4)욕창 단계 ①1단계 ②2단계 ③3단계

④4단계 ⑤분류불가능 ⑥심부조직손상

5)욕창 크기 길이( ), 너비( )cm

2) 입원 시점

3. 욕창 발생 관련요인

1) 대상자 특성

2) 환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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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점수 평가지침 ① ②

감각

인지

1 전혀없음 통증자극에도 반응이 없음

2 매우제한 통증자극에만 반응함

3 약간제한
언어지시에 따를 수 있으나 불편감이나

돌아눕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움
4 장애없음 언어지시에 따라 반응함

습한

정도

1
계속적으

로 있음
땀이나 소변 등에 의해 피부가 항상 젖어 있음

2 매우있음 피부가 젖어 있으나 항상은 아님

3 가끔있음
피부가 자주 젖어 있고 하루에 한번 린넨

교환이 필요함

4 거의없음
피부는 대게 건조한 상태이고 정기적

린넨교환이 가능함

활동

상태

1 꼼짝못함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함

2

의자에

앉을 수

있음

자신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자나

바퀴의자에 앉을 때 도움이 필요하며 걷는

능력이 제한됨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가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음

4
자주 걸어

다님
낮 동안 1회, 1~2시간 정도 걷는 경우

움

직

임

1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음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함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자세를 약간 바꿀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음

3
약간

제한됨
자세를 자주 바꿀 수는 있으나 약간 제한됨

4 제한이 도움없이 자주 체위변경이 가능함

4. 욕창 발생 위험도: Braden scale ①응급실 내원 시점 ②입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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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영양

상태

1 매우나쁨

식사의 1/3이상을 섭취하지 못하고 수분섭취도

부족하며 다fms 보충식도 먹지 않음. 24시간

이상 NPO중이거나 IV therapy 중임

2
부적절한

섭취

식사의 1/2이상을 섭취함. 단백질 섭취가

저하됨. 다른 보충식과 적은양의 미음만

섭취함

3
적당한

섭취

식사의 1/2이상을 섭취함. 하루 1~2회 단백질

식품을 섭취함. Tube feeding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 요구가 충당됨

4 매우좋음

식사를 거절하지 않고 섭취함. 대부분을

섭취함. 가끔 간식도 섭취하여 보충이

필요없음

피부

마찰

과

쏠림

1
문제가

있음

홑이불에 쏠리지 않고 완전히 환자를 들기가

불가능함
2 약간문제 움직이기가 힘들며, 약간 협조가 필요함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움직이며, 홑이불에

쏠리지 않을만큼 충분히 자신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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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pressure ulcer in health care has been

getting attention as more and more elderly people visit emergency

department recently. There is a clear need to examine not only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pressure ulcer, but also the occurrence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to effectively

manage the pressure ulcer and prevent the development of it for the

betterment of patients who visit emergency department.

A retrospective study involving 7311 elderly patients(mean age=

73.75±6.33, 58.7% male), who admitted to general ward or intensive

care unit through emergency department at one tertiary hospital in

South Korea,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the pressure ulcer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Data including about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risk of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as measured by Braden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pressure ulcer have been collected through patient's medical records.

Descriptive statistics, χ²-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key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prevalence was 2.82% given that the number of the patients

carrying pressure ulcer was 206 among 7,311 patients. The incidence

was 2.83% given that the number of patients who had a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at the time of admission was 198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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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of patients who had no pressure ulcer at the time of visit to

emergency department.

2) The characteristics of pressure ulcer are as follows.

For the patients carrying pressure ulcer at that time of visit to

emergency department, the mean number of pressure ulcer was

1.4±0.81. Also, the most common anatomic locations of pressure ulcers

were mostly sacro-coccygeal area, while Stage II ulcers comprised

48.3%, which were responsible for most reported ulcers. For the

patients who had a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at the time of

admission, the mean number of pressure ulcer was 1.2±0.5. Also, the

most common anatomic locations of pressure ulcers were mostly

sacro-coccygeal area, while Stage II ulcers comprised 40.4%.

Moreover the rate in healing and improvement of pressure ulcer was

30% from the time of emergency department to admission.

3)When comparing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pressure

ulcer between patients groups, according to associated factors of the

pressure ulcer development, the ratio of PU patient increases as the

age increases. Also, the ratio of PU patient was highest in patients

with lower body weight, cerebrovascular disease, diabetes mellitus and

who respond only to pain stimuli. Moreover, the ratio of PU patients

increases as the level of albumin and hemoglobin decreases, whereas

the level of CRP increases. In term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ratio of PU patients was highest in patients who came vi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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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ary or general hospital. Finally,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length of stay, thus concluding that  

the associated factors of the newly developed pressure ulcer did not

differ by the setting of emergency department from others.

4)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ome variables are

significant factors of pressure ulcer development. And it were Age,

BMI, Albumin, mental status, comorbidity(except cerebrovascular

disease), route to emergency department and type of referral

institution. Among these, mental status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for the patients.

Keyword: Pressure Ulcer, Emergency department, Elderly,

Incidence, Prevalence, Affecting factors

Student number: 2015-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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