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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 간의 예측타당도를 비교 

평가한 후, 다른 의료기관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연

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사례군-대조군 연구로서, 두 연구는 각각 경기도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개의 내·외

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 외과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입원 기간 수술을 받

고 수술 전에 작성된 마취 전 평가지와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가 존재하

는 환자 400명(욕창 발생군 80명, 욕창 비발생군 320명)과 245명(욕

창 발생군 49명, 욕창 비발생군 196명)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욕창 발생 예측모델은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Braden Scale의 항

목으로 구성된 모델 1, Scott Triggers Tool의 항목으로 구성된 모델 

2, Scott Triggers Tool의 항목에 마취 종류, 임상 혈액검사, 동반질환

이 추가된 모델 3으로 개발하였다. 각 모델의 예측타당도는 민감도, 특

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ROC curve)값, 아카이

케 정보 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모델 1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이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활

동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첫 번째 연

구에서는 수술 시간, 혈청 알부민 수치가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미국 마취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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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에서 사용하는 신체 

상태 분류 점수, 수술 시간, 혈청 알부민 수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수술 시간, 혈청 알부

민 수치, 뇌질환이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ASA 점수, 수술 시간, 혈청 알부민 수치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측타당도 평가 결과 두 연구에서 모두 모델 1은 세 모델 중 가장 

예측타당도가 낮았으며, 모델 2가 수술 환자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모델 2는 첫 번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민감도

(84.4%), 가장 높은 음성 예측도(94.6%), 가장 낮은 AIC (302.03)를 

보였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AIC (177.42)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델 1의 항목인 Braden Scale은 수술 환자

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을 예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급성기 종합

병원에서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을 예측하는데 Braden Scale

보다는 Scott Triggers Tool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간호 실무에서 마

취 전 상태 평가지에서 Scott Triggers Tool 항목별 값을 자동으로 추

출하여 욕창 발생 예측 자동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욕창 발생 위험요

인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술 환자 

별 욕창 발생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전자의무기록, 수술 환자, 욕창, 예측모델, 위험요인

학 번 : 2015-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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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박사 학위논문 결과 중 첫 번째 연구 결과는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Park, S. K., Park, H. A., & Hwang, H. (2019). Development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46(4), 291-297.

  본 박사 학위논문은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문헌고찰을 보강하고 이론

적 배경을 추가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추가로 시행하여 그 연구 방법과 결과, 논의를 추가 기술하

였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학위 청구 심사논문의 형

식을 갖추어 작성하였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o. NRF-2015R1A2A2A010

082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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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욕창은 압력 또는 압력과 전단력에 의해 피부와 그 밑의 조직에 국한

된 국소적인 손상(EPUAP, NPUAP & PPPIA, 2014)으로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자안전 문제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환자안

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National Medicare Patient Safety 

Monitoring System Study)에 의하면, 욕창이 발생한 환자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과 재원 기간이 모두 2배로 증가하며,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확률 또한 30%나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yder et al., 2012). 게다가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8.1∼

54.8%(Karadag & Gümüskaya, 2006; Primiano et al., 2011)로 전

체 입원환자의 욕창 발생률인 3.3∼14.7%(Perneger et al., 2002; 

Tescher, Branda, Byrne, & Naessens, 2012)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욕창 발생에는 압력과 관련된 운동성, 활동성, 감각인지와 조직의 내

구성과 관련된 마찰력, 전단력, 습기, 나이, 영양 결핍, 의식 저하, 동반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den 

& Bergstrom, 1987).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은 이러한 일반적인 위험

요인에 수술 관련 위험요인이 더 추가된다(Primiano et al., 2011). 수

술 환자는 마취로 인해 피부에 가해지는 통증과 압력을 지각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수술에 필요한 특정 체위의 부동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피부 손상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Walton-Geer, 2009). 

  이러한 욕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 시부터 욕창 발생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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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욕창 예방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해 여러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Norton 

Scale, Waterlow Scale, Cubbin & Jackson Scale, Braden Scale 등)

가 사용되는데, 이 중 Braden Scale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Chen, 

Cao, Zhang, Wang, & Huai, 2017; Jun, Jeong, & Lee, 2004). 

Braden Scale은 내과 환자를 대상으로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입증

된 바 있으나(Pancorbo‐Hidalgo, Garcia‐Fernandez, Lopez‐Medina, & 

Alvarez‐Nieto, 2006),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He, Liu, & 

Chen(2012)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Braden Scale이 수술 관련 요인

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예측타당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술 환자에게 적용 시 낮은 예측타당도를 보이는 Braden Scale을 

대체하고자, 최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

구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데, Munro Scale과 Scott Triggers Tool 개

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Munro Scale은 수술 전, 중, 후 각 시기별로 

수집한 욕창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Munro, 2010), Scott 

Triggers Tool은 수술 전에 측정한 항목만으로 간단하게 욕창 발생 위

험을 평가한다(Scott, 2015). 하지만, 이들 도구는 짧은 역사와 불충분

한 타당도 평가로 인해 아직은 활용도가 낮아(Meehan, Beinlich, & 

Hammonds, 2016)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에게 수술 환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Braden Scale을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

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실제 임상 실무의 복잡함을 반영하지 못한 근거 기반 

실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기록된 환자 데이터나 

임상 전문가의 경험, 환자들의 선호도 등을 토대로 지식을 생성하는 방

법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Swisher, 2010). 대표적인 예로 병원의 전

자의무기록 데이터를 들 수 있는데,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시 임상 실무에 적용하여 

간호의 질을 개선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Horn & Gassaw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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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임상 실무에서 발생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임상 실무에서 수집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를 활용하고자 하며, 데이터 소스로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와 마취 전 

평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는 Braden 

Scale을 사용하여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사정한 기록지이며, 마취 전 

평가지는 수술 전 환자 상태와 마취 계획 정보가 요약된 기록지로,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Scott Triggers Tool의 항목뿐만 

아니라 욕창 발생 위험인자로 알려진 혈청 알부민, 헤모글로빈 등의 임

상 혈액검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동반질환, 마취 종류 등에 대한 정보

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와 마취 전 평가

지의 항목들은 구조화된 형태로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 가능한 이러한 수술 관련 항목만으로 

수술 환자의 욕창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수술 

환자의 욕창을 예측하는데 낮은 예측타당도를 보이는 Braden Scale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른 시기에 

기록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한 후 결과를 

도출한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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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예측타당도를 평가한다. 

2) 다른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이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예측타당도를 평

가한다.

3) 두 연구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과 예측타당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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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욕창

  욕창은 압력 또는 압력과 전단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뼈 돌출 부위의 

피부와 그 밑의 조직에 국한된 국소적인 손상을 의미한다(EPUAP, 

NPUAP & PPPIA, 2014). 

  본 연구에서의 욕창 발생은 욕창발생보고서에서 욕창 발생 “유”로 

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운동성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운동성은 침대에서 또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신체 위치를 변경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는 Braden과 Bergstrom(1987)이 개발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Braden Scale의 세부 문항 중 운동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를 의미

한다.

3) 활동성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활동성은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1987)

이 개발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Braden Scale의 세부 문항 중 

활동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를 의미한다.

4) 감각인지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감각인지는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으

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인식하고 자세를 변경하거나 이를 위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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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1987)이 개발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Braden Scale의 세부 문항 중 감각인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를 의

미한다.

5) 마찰과 전단력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마찰은 거친 표면 위로 피부가 끌리

면서 발생하며 전단력은 기저 조직에서 반대 방향으로 피부가 잡아 당겨

질 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 

(1987)이 개발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Braden Scale의 세부 

문항 중 마찰과 전단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를 의미한다.

6) 습기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습기는 땀, 대소변, 상처에서 나오는 

배액 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1987)이 개

발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Braden Scale의 세부 문항 중 습기

를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를 의미한다.

7) 영양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영양불량은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1987)이 개발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Braden 

Scale의 세부 문항 중 영양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를 의미한다.

8) 임상 혈액 검사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임상 혈액 검사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마취 전 평가지에 기록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백혈구, 혈소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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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롬빈 시간, 활성화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

이효소, 알카리성 아미노전이효소, 글루코즈,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나트륨, 포타슘 수치 각각의 정상 여부를 의미한다.

9) 동반질환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동반질환은 본 연구에서는 마취 전 

평가지에 기록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혈관질환 각각의 

질병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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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절에서는 전반적인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과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를 

살펴본 후, 기존 사정 도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으

로 제안된 실무에서 발생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욕창 발생 

예측모델에 대해 고찰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1. 욕창 발생 위험요인

  욕창 발생에 있어 압력은 가장 중요한 원인적 요소로, 압력으로 인한 

조직의 병리적 변화는 압력의 강도 및 기간, 조직의 내구성에 의해 결정

된다(Braden & Bergstrom, 1987). 압력의 강도 및 기간과 관련된 구

체적인 영향 요인으로 운동성, 활동성, 감각인지 등이 있으며, 조직의 내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영향 요인으로 마찰력, 전단력, 습기 등과 같은 

외적 요인과 환자의 나이, 영양 결핍, 의식 저하, 동반질환과 같은 내적 

요인이 있다.

  압력의 강도 및 기간과 관련된 영향 요인으로 운동성과 활동성 저하는 

욕창 발생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Bours, De Laat, Halfens, & Lubbers, 2001; Cox, 2011; 

Gallagher et al., 2008; Lindgren, Unosson, Fredrikson, & Ek, 

2004; Sayar et al., 2009). Lindgren 등(2004)의 연구에서 운동성이 

저하될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allagher 

등(2008)의 연구에서도 운동성 저하가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약 9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ayar 등(2009)의 

연구에서는 활동성 수준이 욕창 발생에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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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활동성 수준이 낮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부동 상태는 돌출된 뼈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중시켜 혈관을 압박

하여 모세혈관으로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 대사성 폐기물 운반을 방해함

으로써 국소 조직의 허혈과 부종, 괴사가 일어나게 한다(Cooper, 

2013). 압력의 강도 및 기간과 관련된 또 다른 위험요인인 감각인지 장

애는 환자들로 하여금 압력으로 인한 통증을 인지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체위 변경이나 체위 변경 요구를 하지 못해 압력 및 전단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증가시켜 욕창을 발생시킨다. Fisher, Wells, & Harrison 

(2004)의 연구에서 감각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가능성이 5.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내구성과 관련된 영향 요인 중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적요인으

로 마찰과 전단력은 각질층의 장벽 기능을 손상시키고 욕창을 가진 환자

에게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PUAP, 

EPUAP, & PPPIA, 2014). Cox (2011)의 연구에서 마찰과 전단력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5.7배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피부습기는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외적 요인

으로서 습기는 표피의 방어기전을 변화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되게 한다. Compton 등(2008)은 습기가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2.4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Theaker, Mannan, Ives, & Soni (2000)는 변실금이 있는 환자는 없

는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3.27배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조직의 내구성과 관련된 위험요인 중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적요

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에게서 욕창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Bours 등(2001)은 욕창 발생 위

험이 2.49배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Tayyib, Coyer, & Lewis (2016)는 

1.25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진피층 두께가 얇아지고 

피부재생속도가 느려지며 피부 방어기전이 떨어져 욕창 발생 위험이 높

아지게 된다. 또 다른 내적요인인 영양결핍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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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수치가 많이 사용된다. Ulker Efteli & Yapucu Gunes (2013) 

는 알부민 수치가 낮은 환자는 알부민 수치가 정상인 환자보다 욕창 발

생 위험이 11.6배나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Serpa & Santos (2014)의 

연구에서도 알부민 수치가 낮은 환자의 욕창 발생 가능성이 알부민 수치

가 정상인 환자보다 5.2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영양부족이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피부 능력을 저하시켜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

문이다. 의식저하는 욕창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활동성, 운

동성, 감각인지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Reed, Hepburn, Adelson, Center, & McKnight 

(2003)의 연구에서 의식 상태가 ‘혼미’인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1.45배로 높게 나타나 욕창 발생에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심혈관질환(Cox, 2011), 말초혈관질환(Nijs 

et al., 2009), 당뇨(Theaker et al., 2000)등과 같은 동반질환 역시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욕창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상처 감염에 취약하며 상처 회복을 방해한다(병원간호사회, 

2018).

2.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

  수술 환자에게 발생하는 욕창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Schoonhoven, Defloor, van der 

Tweel, Buskens, & Grypdonck, 2002; Tschannen, Bates, Talsma, 

& Guo, 2012; Walton-Geer, 2009; 박형숙, 박경연, & 류성미, 

2005)에서 수술 환자 욕창 발생의 일차적인 위험요인은 마취로 인해 피

부에 가해지는 통증과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부동성으로 설명

한다. 수술시 사용되는 마취제는 자율신경계 기능을 저하시켜 혈관을 확

장시키고 이는 특히 뼈가 돌출된 부분의 조직 내 관류를 저하시킨다. 오

랜 부동자세 역시 장시간 동안 신경과 근육, 건에 압박을 줌으로써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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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관류에 장애를 준다(Scott, 2016; 황희윤, 신용섭, 조현성, & 여

진석, 2007).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위험요인들은 수술 

전 요인과 수술 중 요인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수술 전 위험요인으

로는 앞서 살펴본 욕창 발생 위험요인인 나이, 영양상태(알부민, 체질량 

지수), 동반질환(당뇨, 신장질환 등)등과 수술과 관련하여 미국 마취과

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에서 사용하는 신

체 상태 분류 점수 등이 있다. 

  수술 환자에서도 고령인 경우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O’Brien, Shanks, Talsma, Brenner, & Ramachandran 

(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은 1.0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oweni 등(2019)의 연구

에서는 75세 이상인 수술 환자는 75세 미만인 수술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2.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

조직에 엘라스틴이 감소하고, 콜라겐 합성도 저하되어 조직세포가 압력

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이다(Defloor, 1999).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혈청 알부민 수치는 낮을수록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indgren, Unosson, Krantz, & Ek (2005)의 연구에서는 수술 환자 

중 욕창 발생군에서 혈청 알부민 수치가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p<.05), 

Kim, Lee, Ha, & Na (2018)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 알부민 수치가 높

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0.21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양

상태 지표인 체질량 지수 역시 낮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Schoonhoven 등(2002)의 연구에서 체질량 지

수가 낮은 수술 환자들이 정상인 환자들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4.94

배 높게 나타났으며, Tschannen 등(2012)의 연구에서도 수술 환자의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0.97배 감소하였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동반질환 중 당뇨는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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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Liu, He, & Chen (2012)의 메타분석 연

구에서 당뇨가 있는 수술 환자는 당뇨가 없는 수술 환자에 비해 욕창 발

생 위험이 2.15배 높았으며, Frankel, Sperry, & Kaplan (2007)의 연

구에서도 당뇨가 있는 수술 환자는 당뇨가 없는 수술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가능성이 2.7배 높게 나타났다.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

치인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Frankel 등(2007)의 연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3mg/dL 

초과인 경우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가능성이 3.70 배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당뇨 환자는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압력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는 경우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당뇨, 신부전과 같은 동반

질환은 환자의 면역상태를 저하시키고 피부재생능력을 감소시켜 상처 회

복을 방해한다. 

  수술 전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ASA 점수 또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Aloweni 등(2019)의 

연구에서 ASA 점수가 3점 이상인 환자는 3점 미만인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가능성이 3.12배 높게 나타났으며 Fred, Ford, Wagner, & 

VanBrackle (2012)의 연구에서는 ASA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욕창 

발생 가능성이 14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위험요인으로는 수술 시간, 마취 종류, 체위, 수혈, 저체온, 혈

관수축제 사용 등이 알려져 있다. 수술 시간은 여러 연구에서 수술 환자

의 욕창 발생에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Tschannen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수술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욕창 발생 위험은 

1.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oonhoven 등(2002)의 연구에

서는 수술 시간이 30분 증가할수록 욕창 발생 위험은 33% 증가하였다. 

  전신 마취 또한 중요한 욕창 발생 위험요인으로서, Baumgarten 등

(2003)의 연구에서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는 부분 마취를 받은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1.3배 증가하였다. 전신 마취를 받는 환자는 수

술 중과 후에 더 오랫동안 부동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욕창이 더 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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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수술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체위 역시 욕창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연구마다 그 결과는 상이하였다. Schoonhoven 등

(2002)의  연구에서는 수술 중 복위를 취한 환자가 앙와위를 취한 환자

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Lumbley, Ali, & Tchokouani 

(2014)의 연구에서는 수술 중 앙와위를 취한 환자가 복위, 측위, 쇄석

위를 취한 환자보다 욕창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Stevens 등

(2004)의 연구에서는 측위가 앙와위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8배 높

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수술 중 수혈(Gao et al., 2018; O’Brien et al., 2014), 

혈관수축제 사용(Tschannen et al., 2012), 저체온(Fred et al., 

2012) 등은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술 중 혈액 손실이 심각한 상태였음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혈액 손실은 조직 세포의 저산소증을 야기하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모세혈관 손상과 호중구 침윤을 유발하면서 조직 내 

관류가 이루어져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과산화물 음이온은 피부 손상

과 욕창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Gao et al., 2018). 혈관수축제를 사

용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혈역학 상태에 있으며 조직 관류의 

문제로 욕창이 발생하게 된다(Lyder, Preston, & Ahearn, 1998). 마

취제 사용과 수술실의 낮은 온도는 정상적인 체온 유지를 방해하여 저체

온을 유발하며, 저체온은 상처부위 감염을 촉진시킨다(AORN 

Recommended Practices Committee, 2007).

3.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

  욕창은 한 번 발생하면 환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원 시부터 

욕창 발생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욕창 예방 간호 중재를 제공하



- 14 -

기 위해 여러 가지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Norton Scale, Waterlow 

Scale, Cubbin & Jackson Scale, Braden Scale 등)가 사용되고 있다.

  1962년 영국에서 노인 환자의 욕창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된 Norton Scale는 신체 상태, 정신 상태, 활동, 움직임, 실금의 5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 범위는 5-20점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Norton, McLaren, & 

Exton-Smith, 1962).

  1973년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Gosnell Scale는 정신 상태, 실금, 운동성, 활동성, 영양의 5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 범위는 5-2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Gosnell, 1973).

  1985년 영국에서 개발된 Waterlow Scale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도구로 키에 대한 체중, 시각적 피부 상태, 성별, 나이, 실

금, 움직임, 식욕, 약물복용, 기타(조직 영양결핍, 신경학적 장애, 대수술 

또는 손상)의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 범위는 1-64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Waterlow, 

1985).

  1987년 미국에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Braden 

Scale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감각 인지, 습

기, 활동성, 운동성, 영양, 마찰과 전단력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총 점수 범위는 6-23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Bergstrom, Braden, Laguzza, & Holman, 1987).

  1991년 영국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위해 개발된 Cubbin & Jackson 

Scale는 나이, 체중, 전신 피부 상태, 의식 상태, 운동성, 영양, 호흡, 실

금, 위생, 혈역학적 상태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 범

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Cubbin & Jackson, 1991).

  이 중 Braden Scale은 미국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장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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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도구로(Cho & Noh, 2010; Hyun et al., 2013) 오늘날까지 가

장 광범위하게 신뢰도, 타당도를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Kring, 

2007), 다양한 연구(Kring, 2007; Pancorbo‐Hidalgo et al., 2006; 

Tannen et al., 2010)에서 Braden Scale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입증된 바 있다. Pancorbo-Hidalgo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욕창 

사정 도구에 관한 35개의 연구를 리뷰한 결과, Braden Scale이 가장 

좋은 민감도와 특이도 균형을 보여주며, Norton Scale, Waterlow 

Scale, 그리고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보다 Braden Scale이 욕창 위험군

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4.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

  하지만 Braden Scale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O’Brien et al., 2014; Scott & Buckland, 2005). Byers, 

Carta, Mayrovitz (2000)은 Braden Scale는 수술 전에는 대부분의 환

자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전신 마취 시작 후에는 모든 환자를 위험

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환자별 수술 중 적절한 욕창 예방 간호가 이루

어지지 않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Braden Scale에 관한 메타분석

(He et al., 2012)에 따르면 Braden Scale은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사정하기에는 수술장에서만 발생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험요

인(예, 수술 시간, 마취 종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예측타당도가 

낮으므로 새로운 도구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

라 최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가 개발되었는

데, Munro Scale과 Scott Triggers Tool이다(Goudas & Bruni, 

2019). 

  2010년 개발된 Munro Pressure Ulcer Risk Assessment Scale 

For Perioperative Patients (Munro Scale)은 수술 전 6가지 요인(운

동성, 영양 상태, 체질량 지수, 체중감소, 나이, 기저질환), 수술 중 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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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신체상태, 마취, 체온, 혈압, 습기, 수술대 표면, 체위), 수술 후 

2가지 요인(수술 시간, 혈액손실량)의 각 시기별 욕창 위험요인을 평가

하여 욕창 위험군을 분류하고 총 점수를 합산하여 다시 위험군을 분류한

다. 각 시기별 총 점수는 수술 전 5-21점, 수술 중 7-21점, 수술 후 

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Munro, 

2010). Munro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Li, Tang, Gan 

(2018)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자 간 신뢰도와 내용 타당도, 수용 

가능한 구성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2015년 개발된 Scott Triggers Tool은 수술 전 측정 가능한  4가지 

요인(나이, 알부민 수치(또는 체질량 지수), ASA 점수, 예측된 수술 시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는 62세 이상, 혈청 알부민 수치는 

3.5g/dL 미만(또는 체질량 지수 19미만 또는 40 초과), 예측된 수술 

시간은 3시간 초과, ASA 점수는 3점 이상이면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이

는 것으로 평가하며 총 점수 범위는 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Scott, 2015). Scott (2016)는 미국에서 

7,000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임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욕창 

발생률이 3.37%에서 0.89%로 감소하였으며 의료비가 1년 동안 1,364

달러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unro Scale은 수술 시기별로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욕창 위험요

인을 사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정항목이 15가지로 많은 편이어

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Scott 

Triggers Tool은 항목이 4가지로 쉽고 간단한 편이지만 수술 중의 상

태변화는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두 가지 도구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도구로서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

고, 타당도 검증 중에 있으며(Meehan et al., 2016), Braden Scale과 

같은 다른 사정 도구들과의 타당도 비교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Goudas & Brun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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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활용

  근거 기반 실무에서 근거를 생성하는 방법의 하나인 무작위 대조군 연

구는 엄격히 통제된 환경 하의 제한된 집단에서 시행되므로 복잡한 실제 

세계를 반영하지 못하여 그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에서 개인별 맞춤 중

재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연구 참여

에 대한 대상자 동의의 어려움 역시 연구수행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Rubin, 2007). 

  이러한 연구 기반 근거 생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들

어서 실제 임상에서 기록된 환자 데이터나 임상 전문가의 경험, 환자들

의 선호도 등을 토대로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Horn & Gassaway, 2007; Swisher, 2010). 대표적인 예로 임상에서 

기록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를 생성한 것을 들 수 있

다(Huston, 2013).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 간호하는 과정에서 수

집되어 전산에 기록되는 데이터로서 환자의 기본 인적사항, 병력, 건강

상태, 투약, 검사결과, 간호 실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데이터는 환자 진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

하여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Cho & Chung, 2011; 

Raju, Su, Patrician, Loan, & McCarthy, 2015).  

  전자의무기록에 축적된 데이터를 욕창 발생 예측에 활용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Bergstrom 등(2005)은 요양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 욕창 관련 중재 

등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욕창 

발생을 감소시키는 중재법을 찾아낸 후, 그 중재법을 다시 임상 실무에 

적용한 결과 욕창 발생률을 기존보다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다

른 선행 연구의 예로, Hatanaka 등(2008)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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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결과, 성별, 연령을 포함하여 개발된 욕창 발생 예측모델의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ROC curve, AUC)값이 0.79로 Braden Scale의 AUC 값 0.56보

다 예측타당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Cho와 Chung (2011)의 연구

에서는 중환자실 간호기록과 간호일지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

한 욕창 발생 예측모델의 AUC 값이 0.85 이상으로 높은 예측타당도를 

보여주었다. Deng, Yu, & Hu (2017) 역시 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 데

이터를 활용하여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한 결과 AUC 값이 

0.91~0.93으로 Braden scale의 0.79보다 예측타당도가 높음을 확인하

였다. Jin, Jin, & Lee (2017)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

된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자동화된 욕창 발생 위험사정 시스템으로 구현

하여 임상에서 예측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AUC 값이 0.95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환자의 진료, 간호 과정에 기록한 데이터를 간호사들의 의사결

정에 활용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줄여 간호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 추출한 근거를 활용하여 간호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0; 박슬기, 박현애, & 황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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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틀

1. 욕창 발생 관련 이론의 이해

  욕창은 피부와 피하조직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과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Braden과 

Bergstrom (1987)은 욕창 발생의 원인 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적 모델

을 개발하여 Figure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욕창 발생

에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압력의 강도와 시간, 압력을 견뎌내는 조직 

세포의 내구성을 제시하였다. 

  압력의 강도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운동성, 활동성, 감각

인지가 있다. 운동성은 침대에서 또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 신체 위치를 

변경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활동성은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각인지는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인식하고 자세를 변경하거나 이를 위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세포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

적 요인과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적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습기, 마찰, 전단력이 있는데, 습기는 땀, 대소변, 상처에서 나오는 배액 

등을 의미하며 과도한 습기는 표피 세포의 수분과잉으로 인해 피부 탄성

을 감소시킨다. 마찰은 혼자서 체위 변경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자세를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 침대 린넨과 같은 거친 표면 위로 피부가 끌리면

서 발생한다. 전단력은 침상 머리를 올린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과 같이 기저 조직에서 반대 방향으로 피부가 잡아 당겨질 때 흔히 발생

하는 것으로 혈관과 근육과 같은 심부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된다. 

  내적 요인으로는 영양 상태, 나이, 세동맥압, 기타 가설적 요인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세포 조직의 구조와 피부의 생리적 활동,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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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알부민혈증, 빈혈, 비타민 C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과 고령은 근육 탄성 감소와 피부 재생 속도 저하로 욕창 발생

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낮은 세동맥압(이완기 혈압 60mmHg 미만)은 

압력에 대한 조직 내구성을 감소시키고 조직 세포의 허혈을 야기한다. 

이외 기타 가설적 요인으로 간질액 흐름, 정서적 스트레스, 흡연, 피부 

온도 등이 있다.

  Benoit과 Mion (2012)은 이 모델을 확장하여 만성질환자의 욕창 발

생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면서 압력과 조직의 내구성을 구성개념

으로, 압력의 위험요인, 조직 내구성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은 개념으

로, 각 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들은 변수로 정의하였다.

Figure 1. A conceptual schema for the study of the etiology of 

pressure sores by Braden and Berg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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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Primiano 등(2011)은 욕창 발생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 수술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사용한 바 있는데, 외적 요인으

로 마취 종류, 수술 시간, 수술 중 체온 등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요인으

로 나이, 동반질환, ASA 점수, 헤모글로빈 수치, 알부민 수치 등을 사용

하였다(Figure 2).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 (1987) 모델의 구성개념과 개

념은 유지하면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는 

수술 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pressure ulcer risk factors 

by Primian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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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기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Braden과 Bergstrom (1987)

의 모델을 기반으로 Figure 3과 같이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

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의 주요 요인

인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운동성, 활동성, 감각 인지가 있으며, 

조직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적 요인에는 습기, 마찰과 

전단력, 수술 시간, 마취 종류가 있으며 내적 요인에는 나이, 영양, ASA 

점수, 임상 혈액검사 결과(예, 알부민, 헤모글로빈 등), 동반질환(예, 고

혈압, 당뇨 등)이 있다.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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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수술 환자를 위한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 간의 예측타당도를 비교하는 반복 연구로, 두 연구의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의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와 마취 전 평가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 간의 예측타탕도를 비교하기 위한 후향적 사례군-대조군 연구이

다.

2. 연구 대상

  첫 번째 연구는 경기도의 일개 대학병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

년 5월까지 욕창 발생률이 높은 6개 병동(신경과, 신경외과, 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입원 당시와 수술 전 

욕창이 없으며, 입원 기간 수술을 받고 수술 전 마취 전 평가지와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가 존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욕창 발생군(사

례군)은 1년 5개월 동안 수술 후 3일 이내 욕창이 발생한 환자 전수 

80명이며, 욕창 비발생군(대조군)은 욕창 발생군의 자료 수집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수술 후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로 욕창 발생군의 

4배인 320명을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였다. 사례군과 대조군의 수는 1:1

로 비슷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사례군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대조군

의 수를 4배까지만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4배 이상 증가시

키는 것은 연구의 설명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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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es & Schulz, 2005). 수술 후 3일 이내 욕창 발생을 수술로 인

한 욕창 발생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Karadag & 

Gümüskaya, 2006)에서 수술 후 6일째까지 욕창 발생 분포를 살펴보았

을 때 수술 후 3일째까지가 전체 욕창 발생의 97.9%를 차지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연구는 서울의 일개 대학병원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 외과 병동(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

과, 산부인과)에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입원 당시와 수술 전 

욕창이 없으며, 입원 기간 수술을 받고 마취 전 평가지와 욕창 발생 위

험 평가지가 존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욕창 발생군은 1년 5개

월 동안 수술 후 3일 이내 욕창이 발생한 환자 전수 49명이며 욕창 비

발생군은 욕창 발생군의 자료 수집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수술 후 욕

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로 욕창 발생군의 4배인 196명을 무작위 추출

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Grimes & Schulz (2005)의 

제안에 근거하여 욕창 비발생군을 욕창 발생군의 4배로 무작위 추출하

였다.

3. 연구 도구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 모두 다음의 연구 도구를 동일하게 사용

하였다.

1) Braden Scale

  욕창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데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로 감각인지, 습기, 활동성, 운동성, 영양, 마찰과 전단력의 여섯 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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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찰과 전단력은 0-3점, 나머지 5개의 항목은 

0-4점으로 평가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

다. 

2) Scott Triggers Tool

  수술 환자 대상으로 욕창 발생 위험을 사정하는 도구로 나이, 혈청 알

부민 수치(또는 체질량 지수), 예측된 수술 시간, ASA 점수로 수술 전 

측정 가능한 네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는 62세 이상, 

혈청 알부민 수치는 3.5g/dL 미만(또는 체질량 지수 19 미만 또는 40 

초과), 예측된 수술 시간은 3시간 초과, ASA 점수는 3점 이상이면 욕

창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한다.

3) 마취 전 상태 평가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수술 전 환자 상태 파악과 마취 계획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기록지로, 앞서 소개한 Scott Triggers Tool의 네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임상 혈액검사, 마취 종류, 동반질환 항목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병원마다 세부항목은 약간씩 상이하며 첫 번째 연구기관의 

마취 전 상태 평가지는 Scott Triggers Tool의 네 가지 항목과 수술명, 

임상 혈액검사(Hb, Hct, WBC, Platelets, PT, aPTT, AST, ALT, 

Glucose, BUN, Creatinine, Na+, K+), 마취 종류(전신마취, 비전신마

취), 동반질환(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연구기관의 마취 전 상태 평가지는 Scott Triggers Tool

의 네 가지 항목과 수술명, 임상 혈액검사(Hb, Hct, Platelets, PT, 

aPTT, AST, ALT, Glucose, BUN, Creatinine, Na+, K+), 마취 종

류(전신마취, 비전신마취), 동반질환(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경계질

환, 혈관질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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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 모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자

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체중, 입원 경로, 수술 종류)은 초

기 간호 정보 조사지와 수술 기록지에서 추출하였다. 욕창 발생군의 욕

창 발생일과 욕창 발생 부위, 욕창 단계는 욕창발생보고서에서 추출하였

다. Braden Scale의 세부항목은 수술 직전에 작성된 욕창 발생 위험 평

가지에서 추출하였으며, Scott Triggers Tool의 세부항목을 비롯한 수

술 관련 항목은 마취 전 상태 평가지에서 추출하였다. 

  Braden Scale의 세부항목은 항목별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수

술 관련 항목 중 나이는 62세 이상과 미만, 혈청 알부민 수치는 

3.5g/dL 미만과 이상, 예측된 수술 시간은 3시간 초과와 이하, ASA 점

수는 3점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알부민을 제외한 임상 혈액검사

는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정상과 비정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마취 

종류는 전신마취와 비전신마취로 분류하였으며, 동반질환인 고혈압, 당

뇨, 뇌질환,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혈관질환은 각각의 존재 여부로 분류

하였다. 이 중 예측된 수술 시간은 마취 전 평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대신 마취 전 평가지에 포함된 수술명으로 수술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의 수술 기록지에서 수

술명과 실제 수술 시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수술명별 평균 수술 시간을 

구한 후, 평균 수술 시간을 다시 3시간 초과와 이하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마취 전 평가지의 수술명으로 수술 시간이 예측되도록 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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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연구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인“빅데이터 분석 기반 환자 안전사고 

예측모델 개발”과제의 일부로 진행된 연구로서,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한 연구는 책임연구자의 지도하에 본 연구자가 연

구담당자로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연구승인(IRB no. B-1607-354-111)을 받았으며 전자의무기록

의 데이터는 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웨어하우스(Clinical Data 

Warehouse)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된 상

태로 추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기반 수술 환자 욕창 발생 예

측모델 검증을 위한 반복 연구”로서 연구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실장의 

지도하에 본 연구자가 연구담당자로서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

구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H-1908-137-105

8)을 받았으며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는 연구기관의 임상 데이터웨어하

우스(Clinical Data Warehouse)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

는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추출하였다.

  

6. 자료 분석

  첫 번째 연구와 두 번째 연구 모두 다음과 같은 동일한 자료 분석 방

법을 사용하였다.

1)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의 일반적인 특성과 욕창 발생군의 욕

창 관련 특성은 서술적 통계(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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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

2)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 간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은 χ2 test

와 Mann-Whitney U test의 단변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

였다. 욕창 관련 위험요인 중 나이( ≥ 62 세), 혈청 알부민 수치( 

< 3.5 g/dL), ASA 점수( ≥ 3), 예측된 수술 시간( > 3 시간) 과 

같은 명목 변수는 χ2 test로 분석하였으며, Braden Scale의 세부

항목과 같은 서열 변수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3) 세 가지 종류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개발하였다. 세 가지 예측모델은 Braden Scale 항목을 이용한 

모델 1, Scott Triggers Tool 항목을 이용한 모델 2, Scott 

Triggers Tool 항목에 임상 혈액검사, 마취 종류, 동반질환 항목이 

추가된 모델 3으로서, 각 모델별 세부항목은 Table 1과 같다. 각 모

델의 적합도는 Hosmer-Lemeshow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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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ree Pressure Injury Risk Prediction Models for Surgical 

Patients 

Abbreviations: ASA scor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core;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Reprinted from “Development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by 

Park, S. K., Park, H. A., & Hwang, H, 2019,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46(4), 291-297. Copyright 2019 by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Characteristic Model 1 Model 2 Model 3

Braden Scale

Sensory perception ○     

Moisture ○     

Activity ○     

Mobility ○     

Nutrition ○     

Friction/shear ○     

Preanesthesia evaluation items

Scott Triggers Tool       

Age   ○ ○

ASA score   ○ ○

Estimated surgery time   ○ ○

Serum albumin level   ○ ○  

Laboratory test results + type of   anesthesia + comorbidities

Laboratory test results

(Hb, Hct, …)
○

Type of anesthesia     ○

Comorbidities

(Hypertension, Brain dise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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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예측모델의 예측타당도는 각 모델 별로 산출된 욕창 발생 위험

도를 각 모델의 적정 절단값을 기준으로 분류한 욕창 발생 위험군, 

비위험군과 실제 욕창 발생 건수를 비교하여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구하고 AUC와 아카이케 정보 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민감도는 욕창

이 발생한 환자를 모델이 욕창 발생 위험군으로 분류할 확률이며, 

특이도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모델이 욕창 발생 비위험군

으로 분류할 확률이다. 양성 예측도는 모델이 욕창 발생 위험군으로 

분류한 환자 중 실제로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고, 음

성 예측도는 모델이 욕창 발생 비위험군으로 분류한 환자 중 실제로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Figure 4).  

Sensitivity = TP/(TP+FN)

Specificity = TN/(FP+TN)

PPV = TP/(TP+FP)

NPV = TN/(FN+TN)

   AUC는 모델이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을 얼마나 잘 판별해 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ROC 곡선 아래 면적을 뜻한다. ROC

곡선은 가능한 절단값에 대한(1-특이도)와 민감도를 각각 X축과 Y

축 좌표에 대응시킨 그래프로 표현된다. AUC는 0.5와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판별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AIC는 주

Predicted condition
Positive Negative

True 

condition

Positive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

Negative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Figure 4. Predictive validity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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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데이터셋에서 독립변수의 수가 각각 다른 통계 모델 간의 상대

적인 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척도로서 AIC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

으로 더 적합한 모델임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2.0, 

Armonk, New York)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검정에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 32 -

Ⅴ.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두 의료기관 각각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비교하

여 기술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첫 번째 연구에서 2,747명의 수술 환자 중 수술 후 3일 이내에 욕창 

발생군은 80명이었으며, 욕창 비발생군은 욕창 발생군의 4배로 무작위 

추출하여 320명이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 8,484명의 수술 환자 중 욕창 

발생군은 49명이었으며 욕창 비발생군은 욕창 발생군의 4배인 196명이

었다. 두 연구에서 모두 두 그룹 간의 나이,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두 연구의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두 연구 모두 성별은 욕창 발생군에서 남성(44명, 55%; 30명, 

61.2%)이 더 많고, 욕창 비발생군에서는 여성(171명, 53.4%; 106명, 

54.1%)이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첫 번째 연구에서 욕창 발생군은 

57.28±15.40세, 욕창 비발생군은 57.25±13.80세이며, 두 번째 연구

에서 욕창 발생군은 58.14±16.40세, 욕창 비발생군은 58.79±15.52세

였다. 두 연구 모두 입원 경로 중 응급실을 통한 입원은 욕창 발생군

(20건, 25.0%; 6건, 12.2%)이 욕창 비발생군(44건, 13.8%; 3건, 

1.5%)보다 더 많았다. 수술 종류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 모두 신경외과 수술이 88.8%, 66.6%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나 두 번째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군은 신경외과 수술과 흉

부외과 수술이 34.7%, 2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욕창 비발생군

은 비뇨기과 수술과 신경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이 32.7%, 17.9%, 

17.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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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Injury and No Pressure Injury Groups

* Reprinted from “Development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by Park, S. K., Park, H. A., & Hwang, H, 2019,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46(4), 291-297. Copyright 2019 by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Characteristic

First study* Second study

Pressure injury

group   

(n=80)

No pressure injury 

group    

(n=320)

Pressure injury

group    

(n=49)

No pressure injury 

group     

(n=196)

Sex

Male 44 (55.0%) 149 (46.6%) 30 (61.2%) 90 (45.9%)

Female 36 (45.0%) 171 (53.4%) 19 (38.8%) 106 (54.1%)

Age, years 57.28±15.40 57.25±13.80 58.14±16.40 58.79±15.52

Weight, kg 66.45±16.08 63.21±12.04 71.95±15.27 64.15±11.68

Route of admission

Emergency room 20 (25.0%) 44 (13.8%) 6 (12.2%) 3 (1.5%)

Clinic 60 (75.0%) 276 (86.2%) 43 (87.8%) 193 (98.5%)

Type of surgery

Neurological surgery 71 (88.8%) 213 (66.6%) 17 (34.7%) 35 (17.9%)

General surgery 3 (3.8%) 63 (19.7%) 4 (8.2%) 17 (8.7%)

Orthopedic surgery 4 (5.0%) 13 (4.1%) 9 (18.4%) 34 (17.3%)

Obstetrics and gynecology 1 (1.3%) 11 (3.4%) 3 (6.1%) 30 (15.3%)

Urology 1 (1.3%)   9 (2.8%) 4 (8.2%) 64 (32.7%)

Thoracic surgery 0 (0.0%) 0 (0.0%) 11 (22.4%) 15 (7.7%)

Other surgery 0 (0.0%) 11 (3.4%) 1 (2.0%)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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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창 발생군의 욕창 관련 특성

  첫 번째 연구에서 2,747명의 수술 환자 중 수술 후 3일 이내에 욕창

이 발생한 환자는 80명으로 욕창 발생률은 2.9%였으며, 두 번째 연구에

서 8,484명의 수술 환자 중 욕창이 발생한 환자는 49명으로 욕창 발생

률은 0.6%였다. 두 연구에서 욕창 발생군의 욕창 관련 특성은 Table 3

과 같다. 

  두 연구에서 각각 80명의 욕창 발생군에서 108개의 욕창이 발생하였

고, 49명의 욕창 발생군에서 86개의 욕창이 발생하였다. 한 환자당 평

균 1.35~1.76개의 욕창이 발생하였으며, 욕창 개수가 1개인 환자가 가

장 많았고, 2개, 4개 이상, 3개인 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욕창 발생 부위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가슴 부위가 22개(20.4%)로 

가장 많았고, 척추 부위 12개(11.1%), 미골 부위 12개(11.1%), 엉덩

이 부위 10개(9.3%) 순이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엉덩이 부위가 15

개(17.4%)로 가장 많았고, 가슴 부위 13개(15.1%), 종아리 부위 11개

(12.8%), 미골 부위 9개(10.5%) 순이었다. 

  욕창의 단계는 첫 번째 연구에서 2단계 욕창이 40개(37.0%), 1단계 

욕창이 29개(26.9%)였고, 3단계와 4단계 욕창은 없었으며, 39개의 욕

창은 단계가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1단계 욕창이 47개

(54.7%), 2단계 욕창이 36개(41.9%)였고, 3단계와 4단계 욕창은 없었

으며, 심부조직손상의심 단계가 3개(3.5%)였다.

  욕창 발생 부위와 수술 체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첫 번째 연

구에서는 가슴 부위에 발생한 욕창 22건 중 18건은 복위 환자에게서 발

생하였고, 3건은 앙와위, 1건은 측위에서 발생하였다. 척추 부위에 발생

한 욕창 12건은 모두 앙와위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미골 부위에 발생

한 욕창 12건 중 10건은 앙와위, 1건은 측위, 1건은 쇄석위에서 발생하

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엉덩이 부위에 발생한 욕창 15건 중 9건은 

앙와위 환자에게서 발생하였고, 5건은 측위에서, 1건은 쇄석위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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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였다. 가슴 부위에 발생한 13건 중 6건은 복위, 4건은 측위, 3

건은 앙와위에서 발생하였다. 종아리 부위에 발생한 11건 중 6건은 앙

와위, 5건은 복위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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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PI, Pressure Injury

* A total of 108 pressure injuries developed in 80 patients in the first 

study and 86 pressure injuries in 49 patients in the second study.

Characteristic Categories

First 

study (n=80)

Second 

study(n=49)

n (%) n (%)

Number of PI 1 60 75.0 32 65.3

2 15 18.8 12 24.5

3 2 2.5 2 4.1

4 3 3.8 3 6.1

Body site of 

PI*
Chest 22 20.4 13 15.1

Vertebral 12 11.1 2 2.3

Coccyx 12 11.1 9 10.5

Hip 10 9.3 15 17.4

Cheek 9 8.3 3 3.5

Lower leg 8 7.4 11 12.8

Thigh 7 6.5 3 3.5

Ankle 6 5.6 2 2.6

Chin 5 4.6 2 2.6

Heel 4 3.7

Head 4 3.7

Ball of foot 3 2.8 2 2.6

Sacrum 2 1.9 6 7.0

Iliac crest 7 8.1

Shoulder 5 5.8

Ear 2 2.6

Others 4 3.7 4 4.7

Stage of PI* 1 29 26.9 47 54.7

2 40 37.0 36 41.9

3

4

Suspected 
deep tissue 
injury

3 3.5

No record 39 36.1

Table 3. Pressure Injury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Inju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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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ite of  PI*

Surgical position in the first study Surgical position in the second study

Supine

(n=59)

Prone

(n=45)

Lateral

(n=3)

Lithotomy

(n=1)

Supine

(n=43)

Prone

(n=25)

Lateral

(n=14)

Lithotomy

(n=4)

Chest 3 18 1 0 3 6 4 0

Vertebral 12 0 0 0 2 0 0 0

Coccyx 10 0 1 1 8 1 0 0

Hip 9 1 0 0 9 0 5 1

Cheek 7 2 0 0 2 0 1 0

Lower leg 1 7 0 0 6 5 0 0

Thigh  2 4 1 0 0 2 1 0

Ankle 4 2 0 0 0 2 0 0

Chin 2 3 0 0 1 1 0 0

Heel 2 2 0 0 0 0 0 0

Head 2 2 0 0 0 0 0 0

Ball of foot 1 2 0 0 2 0 0 0

Sacrum 2 0 0 0 4 0 1 1

Iliac crest 0 0 0 0 2 5 0 0

Shoulder 0 0 0 0 1 2 0 2

Ear 0 0 0 0 0 0 2 0

Others 2 2 0 0 3 1 0 0

Table 4. Body Sites of Pressure Injury by Surgical Positions 

Abbreviations: PI, Pressur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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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창 발생 위험요인 

  두 연구에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단변량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Braden Scale의 6개 세부항목 중 첫 번째 연구에서는 감각 인지

(p=.012), 활동성(p<.001), 운동성(p=.001), 영양(p=.006), 마찰과 

전단력(p=.016) 점수가 욕창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습기

(p=.858) 점수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연구에

서는 감각 인지(p=.002), 습기(p=.032), 활동성(p<.001), 운동성

(p=.003), 마찰과 전단력(p<.001) 점수가 욕창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영양(p=.241) 점수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Scott Triggers Tool의 4개 세부항목 중 ASA 점수 3점 이상

(p=.048; p<.001), 예측된 수술 시간 3시간 초과(p<.001; p<.001), 혈

청 알부민 수치 3.5g/dL 미만(p<.001; p<.001)은 두 연구 모두에서 욕

창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 혈액검사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BUN 26 mg/dL 초과(p=.001), 

Creatinine 1.4 mg/dL 초과(p=.005)가, 두 번째 연구에서는 Hb 

12g/dL 미만(p=.045), Hct 36% 미만(p=.002)이 욕창 발생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신 마취(p=.023)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연구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반질환은 두 연구에서 모두 욕창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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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Univariate Analyses of the Pressure Injury Risk Factors

Characteristic

First study* Second study

Pressure 

Injury 

Group   

(n=49)

No Pressure 

Injury Group   

(n=196)

Z or χ2

(p)

Pressure 

Injury Group  

(n=49)

No Pressure 

Injury Group   

(n=196)

Z or χ2

(p)

Braden Scale   

Sensory perception 3.71±0.70 3.87±0.46 -2.50 (.012) 3.71±0.65 3.93±0.32 -3.16 (.002)

Moisture 3.85±0.48 3.87±0.37 -0.18 (.858) 3.76±0.52 3.90±0.30 -2.15 (.032)

Activity 3.33±1.02 3.67±0.76 –3.61 (<.001) 3.39±1.06 3.86±0.51 –4.02 (<.001)

Mobility 3.45±0.78 3.73±0.51 –3.43 (.001) 3.65±0.60 3.86±0.42 –2.93 (.003)

Nutrition 2.91±0.48 3.08±0.47 –2.76 (.006) 3.18±0.76 3.34±0.58 –1.17 (.241)

Friction/shear 2.79±0.27 2.92±0.27 –2.41 (.016) 2.73±0.45 2.92±0.28 –3.55 (<.001)

Scott Triggers Tool   

Age, years (≥62) 35 (43.8%) 132 (41.3%) 0.16 (.685) 25 (51.0%) 98 (50.0%) 0.02 (.898)

ASA score (≥3) 14 (17.5%) 31 (9.7%) 3.91 (.048) 19 (38.8%) 21 (10.7%) 22.60 (<.001)

Estimated surgery time 

(>3 hours)
73 (91.3%) 148 (46.3%) 52.42 (<.001) 45 (91.8%) 77 (39.3%) 43.30 (<.001)

Serum albumin 

(<3.5 g/dL)
42 (54.5%) 51 (15.9%) 51.57 (<.001) 11 (22.4%) 3 (1.5%) 31.84 (<.001)

Laboratory test results, type of anesthesia, and comorbidities

Laboratory test results   

Hb (<12 g/dL) 18 (23.1%) 61 (19.1%) 0.64 (.425) 16 (32.7%) 38 (19.4%) 4.01 (.045)

Hct (<36%) 21 (26.9%) 58 (18.1%) 3.05 (.081) 18 (36.7%) 32 (16.3%) 10.05 (.002)

WBC 

(<4 or >10 ×103/mL)
14 (17.9%) 58 (18.1%) 0.01 (.971)

Platelets 

(<130 ×103/mL)
2 (2.6%) 6 (1.9%) 0.15 (.697) 1 (2.0%) 5 (2.6%) 0.04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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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re n (%) or mean±standard-deviation values, except where indicated otherwise.                            

Characteristic

First study* Second study

Pressure 

Injury 

Group   

(n=49)

No Pressure 

Injury Group   

(n=196)

Z or χ2

(p)

Pressure 

Injury Group  

(n=49)

No Pressure 

Injury Group   

(n=196)

Z or χ2

(p)

PT (>1.2 INR) 2 (2.6%) 14 (4.4%) 0.53 (.465) 3 (6.1%) 19 (9.7%) 0.61 (.581)

aPTT (>40 sec) 18 (23.1%) 56 (17.5%) 1.29 (.256) 0 (0.0%) 5 (2.6%) 1.28 (.586)

AST (>40 IU/L) 3 (3.8%) 17 (5.3%) 0.28 (.595) 7 (14.3%) 10 (5.1%) 5.12 (.052)

ALT (>40 IU/L) 10 (12.8%) 33 (10.3%) 0.41 (.522) 10 (20.4%) 21 (10.7%) 3.33 (.068)

Glucose 

(<70 or >110 mg/dL)
35 (46.1%) 118 (36.9%) 2.18 (.140) 22 (44.9%) 67 (34.2%) 1.95 (.163)

BUN ( >26 mg/dL) 7 (9.0%) 4 (1.3%) 13.92 (.001) 3 (6.1%) 15 (7.7%) 0.14 (.999)

Creatinine (>1.4mg/dL) 6 (7.7%) 4 (1.3%) 10.63 (.005) 4 (8.2%) 12 (6.1%) 0.27 (.534)

Na+

(<135 or >145 mmol/L)
9 (11.5%) 19 (5.9%) 3.01 (.083) 3 (6.1%) 2 (1.0%) 5.10 (.056)

K+

(<3.5 or >5.5 mmol/L)
2 (2.6%) 10 (3.1%) 0.07 (.795) 0 (0.0%) 5 (2.6%) 1.28 (.586)

Type of anesthesia 

(general)
78 (97.5%) 286 (89.4%) 5.16 (.023) 47 (95.9%) 172 (87.8%) 2.75 (.097)

Comorbid conditions

Diabetes mellitus 10 (12.5%) 38 (11.9%) 0.02 (.878) 4 (8.2%) 11 (5.6%) 0.44 (.509)

Hypertension 27 (33.8%) 85 (26.6%) 1.64 (.200) 7 (14.3%)   27 (13.8%) 0.01 (.926)

Heart disease 7 (8.8%) 20 (6.3%) 0.64 (.425) 5 (10.2%) 8 (4.1%) 2.92 (.144)

Brain disease 25 (31.3%) 77 (24.1%) 1.74 (.198)

Neurologic disease 2 (4.1%) 7 (3.6%) 0.03 (.999)

Vascular disease 1 (2.0%) 3 (1.5%) 0.06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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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Hct, hematocrit; PT, prothromb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UN, blood urea nitrogen.

* Reprinted from “Development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by Park, S. K., Park, H. A., & Hwang, H, 2019,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46(4), 291-297. Copyright 2019 

by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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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욕창 발생 예측모델 

  두 연구에서 세 모델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모델이 Hosmer-Lemeshow test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Braden Scale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모델 1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이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연구에서는 활동성(OR = 0.301; 95% CI, 

0.110-0.822; p < .05)이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ott Triggers Tool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모델 2는 첫 번째 연구

에서 수술 시간 3시간 초과(OR = 12.744; 95% CI, 5.256-30.903; 

p < .001), 혈청 알부민 수치 3.5g/dL 미만(OR = 6.036; 95% CI, 

3.239-11.250; p < .001)이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ASA 점수 3점 이상(OR 

=4.083; 95% CI, 1.644-10.139; p < .01), 수술 시간 3시간 초과

(OR = 15.187; 95% CI, 5.089-48.979; p < .001), 혈청 알부민 수

치 3.5g/dL 미만(OR = 20.838; 95% CI, 3.624-119.838; p < .01)

이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cott Triggers Tool의 세부항목에 임상 혈액검사와 마취 종류, 동반

질환 항목이 추가된 모델 3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수술 시간 3시간 초

과(OR = 14.390; 95% CI, 4.877-42.459; p < .001), 혈청 알부민 

수치 3.5g/dL 미만(OR = 8.683; 95% CI, 4.166-18.096; p < .00

1), 뇌질환(OR = 2.564; 95% CI, 1.234-5.331; p < .05)이 욕창 발

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ASA 점수 3점 이상(OR = 5.616; 95% CI, 1.786–17.66

4; p < .01), 수술 시간 3시간 초과(OR = 22.784; 95% CI, 5.509–9

4.240; p < .001), 혈청 알부민 수치 3.5g/dL 미만(OR = 35.7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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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 2.541-502.360; p < .01)이 욕창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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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 Three Pressure Injury Risk Prediction Models 

Characteristic

First study†, Second study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Sensory 

perception

1.030 

(0.576–1.842)

0.611 

(0.281–1.332)

Moisture
1.593 

(0.721–3.522)

1.005

(0.296–3.411)

Activity
0.906 

(0.572–1.435)

0.301*

(0.110–0.822)

Mobility
0.672 

(0.372–1.214)

4.134 

(0.764–22.366)

Nutrition
0.663 

(0.362–1.215)

1.022

(0.575–1.815)

Friction/shear
0.717 

(0.250–2.057)

0.432 

(0.113–1.656)

Age
0.710   

(0.381–1.325)

0.646 

(0.311–1.341)

0.674   

(0.309–1.473)

0.602 

(0.243–1.495)

ASA score 
1.307   

(0.562–3.040)

0.881 

(0.328–2.367)

4.083**   

(1.644–10.139)

5.616**

(1.786–17.664)

Estimated 

surgery time 

12.744***

(5.256–30.903)

14.390***

(4.877–42.459)

15.187***

(5.089–48.979)

22.784***

(5.509–94.240)

Serum 

albumin 

6.036***

(3.239–11.250)

8.683***

(4.166–18.096)

20.838**

(3.624–119.838)

35.725**

(2.541–502.360)

Hb 

  

0.583 

(0.123–2.758)

0.373

(0.048–2.879)

Hct 
2.629 

(0.606–11.404)

2.452

(0.342–17.599)

WBC
0.666 

(0.27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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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First study†, Second study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Platelets 
7.651 

(0.678–86.357)

0.271

(0.011–6.875)

PT 
1.080 

(0.095–12.303)

1.336

(0.321–5.558)

aPTT
1.753 

(0.759–4.052)

0.000 

(0.000)

AST 
0.487 

(0.073–3.230)

3.689 

(0.549–24.775)

ALT 
1.241 

(0.385–4.001)

1.665

(0.406–6.835)

Glucose 1.297 

(0.642–2.620)

1.287 

(0.498–3.324)

BUN 
3.086 

(0.408–23.326)

0.358 

(0.035–3.612)

Creatinine 8.067 

(0.559–116.455)

0.632 

(0.066–6.027)

Na+
1.362 

(0.416–4.462)

5.201 

(0.258–104.704)

K+
0.631 

(0.100–3.990)

0.000 

(0.000)

Type of 

anesthesia 

0.948 

(0.141–6.354)

0.681 

(0.091–5.108)

Diabetes 

mellitus

0.350 

(0.118–1.044)

0.332 

(0.019–5.762)

Hypertension
1.343 

(0.633–2.848)

0.529 

(0.08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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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 .001; **p < .01; *p < .05 

†Reprinted from “Development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by Park, S. K., Park, H. A., & Hwang, H, 2019,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46(4), 291-297. Copyright 2019 by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Characteristic

First study†, Second study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Heart 

disease

0.601 

(0.166–2.179)

7.422 

(0.735–74.924)

Brain disease
2.564*

(1.234–5.331)

Neurologic 

disease

0.367

(0.032–4.199)

Vascular 

disease

0.319 

(0.005–20.275)

Hosmer-

Lemeshow: 

χ2(p)

8.226 (.222) 6.812 (.449) 5.386 (.716) 2.196 (.334) 4.070 (.539) 6.49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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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욕창 발생 예측모델 타당도 평가

  두 연구에서 세 모델의 예측타당도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델 1은 첫 번째 연구에서 민감도 44.2%, 특이도 75.6%, 양성 예측

도 30.4%, 음성 예측도 84.9%, AUC 0.616, AIC 393.33으로 세 모델 

중 가장 예측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도 민감

도 65.3%, 특이도 52.6%, 양성 예측도 25.6%, 음성 예측도 85.8%, 

AUC 0.635, AIC 238.15 로 세 모델 중 가장 예측 성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첫 번째 연구에서 민감도 84.4%, 특이도 65.9%, 양성 예측

도 37.4%, 음성 예측도 94.6%, AUC 0.834, AIC 302.03으로 세 모델 

중 가장 높은 민감도와 음성 예측도를 보였으며, AIC 수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민감도 77.6%, 특이도 76.5%, 양성 예

측도 45.2%, 음성 예측도 93.2%, AUC 0.857, AIC 177.42로 세 모델 

중 두 번째로 높은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AUC를 보였으

며, AIC 수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델 3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민감도 80.5%, 특이도 77.8%, 양성 예

측도 46.6%, 음성 예측도 94.3%, AUC 0.868, AIC 312.45로 모델 2

에 비해 AUC 값이 0.034 증가하였으며 특이도와 양성 예측도는 각각 

11.9%, 9.2% 증가하였다. 반면에 민감도와 음성 예측도는 모델 2에 비

해 3.9%, 0.3% 감소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민감도 79.6%, 특이도 

81.6%, 양성 예측도 52.0%, 음성 예측도 94.1%, AUC 0.899, AIC 

192.45로 모델 2에 비해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AUC, AIC가 각각 2.0%, 5.1%, 6.8%, 0.9%, 0.042, 15.03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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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dictive Validity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Three Models 

Abbreviation: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 Reprinted from “Development and Comparison of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by Park, S. K., Park, H. A., & Hwang, H, 2019,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46(4), 291-297. Copyright 2019 

by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Performance indices
First study* Second stud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Sensitivity 44.2% 84.4% 80.5% 65.3% 77.6% 79.6%

Specificity 75.6% 65.9% 77.8% 52.6% 76.5% 81.6%

PPV 30.4% 37.4% 46.6% 25.6% 45.2% 52.0%

NPV 84.9% 94.6% 94.3% 85.8% 93.2% 94.1%

AUC 0.616 0.834 0.868 0.635 0.857 0.899

AIC 393.33 302.03 312.45 238.15 177.42 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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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 위험 평가지와 마취 전 상태 평가지에서 추

출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

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 간의 예측타당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 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들 각각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특성, 욕창 발생 예측모델 개발과 

예측타당도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수술 환자의 욕창 관련 특성

  욕창은 일반적으로 한 자세로 오랜 기간 누워 있으면서 신체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와 피하조

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바닥에 눌리기 쉬운 부위인 천골이

나 척추, 미골 등과 같은 뼈 돌출 부위에 발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술 후 발생한 욕창 부위를 살펴보면 가슴, 척추, 미골, 엉덩이, 뺨, 종

아리, 장골능 등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욕창 호발부위가 아

닌 가슴과 뺨, 장골능 부위에도 수술 환자의 욕창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종류에 따른 다양한 수술 체위와 수술시 사용

되는 의료 기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복위를 취한 상태

로 수술을 받은 경우 몸의 앞쪽인 가슴, 장골능 부위에 욕창이 발생하였

으며, 앙와위 자세로 수술을 받은 경우 척추, 미골, 엉덩이 부위에 발생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ngels 등(2016)이 60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연구와 Schoonhoven 등(2002)이 208명의 수

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추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수술 

중 복위를 취한 환자에서는 흉골 부위에서 욕창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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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앙와위를 취한 환자에서는 천골에서 욕창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뺨 부위의 욕창은 수술 중 사용한 산소마스크의 가

장자리 부분이 뺨을 눌러 발생한 것이었다. Yamashita, Nishio, Daizo, 

Kishibe, & Shimada (2014)의 연구에서도 수술 중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창을 확인한 바 있는데, 수술 중 기관 내 튜브 사용으

로 인해 환자의 아랫입술에 욕창이 발생하였으며, Schoonhoven 등(20

02)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얼굴과 머리에 착용하는 마스크로 인해 환자

의 턱, 귀, 후두부에 욕창이 발생하였다.

  수술 환자에서 수술 체위로 인한 욕창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위 

지지대에 압력 재분산을 위한 지지표면을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 사용

으로 인한 욕창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 기기 주변의 피부를 주의 

깊게 자주 관찰하고, 의료기기가 피부를 누르지 않도록 피부가 닿는 부

위에 예방적 목적의 드레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Dyer, 2015).

  17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수술 후 3일 이내 욕창 발생률은 2015년부

터의 자료를 활용한 첫 번째 연구에서는 2.9%, 2018년도부터의 자료를 

활용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0.6%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에서의 욕창 

발생률은 첫 번째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번째 연구 의

료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전체 간호부 차원에서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예방 질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욕창 발생률 수치는 2006년에 

53.6%(Karadag & Gümüskaya, 2006), 2009년에 34.8%(Schuurman, 

Schoonhoven, Keller, & Van Ramshorst, 2009), 2011년에 

8.1%(Primiano et al., 2011)로 보고된 기존 연구 결과들보다 훨씬 낮

은 수치이다. 연구들 간에 대상자 수, 연구 방법, 예방적 중재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발생률을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욕

창 발생률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욕창 

발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 동안 욕창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욕창 

예방을 위한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 보급 확대, 욕창 발생 예방용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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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등으로 적극적인 욕창 예방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된

다.

2.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 및 예측타당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예측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AIC, 민감도, 음성 예측도를 사용하였다. AIC는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독립변수의 수가 각각 다른 통계 모델 간의 상대적인 질을 평가할 때 사

용하는 척도로서 모델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모델의 설

명력은 증가할 수 있으나 모델이 복잡하고 과적합될 수 있으므로 독립변

수 수의 영향을 보정하여 계산되는 AIC의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Buckland, Burnham, & Augustin, 

1997). 또한 본 연구에서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한 목적이 가능한 

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모두 발견하여 적극적인 욕창예방간

호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진양성 환자(true-positive patient)의 수를 

늘리면서 위음성 진단(false-negative diagnosis)의 수를 줄이는 것

(Jin et al., 2017), 즉 민감도가 높고 음성 예측도가 높은 모델을 선택

해야 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모델 2가 가장 낮은 AIC (302.03), 가장 높은 

민감도(84.4%), 가장 높은 음성 예측도(94.6%)를 보여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모델 2가 

AIC (177.42)는 가장 낮았으나 민감도(77.6%)와 음성 예측도(93.2%)

는 모델 3이 각각 2.0%(79.6%), 0.9%(94.1%) 더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모델 2에 18가지 항목(마취 종류, 임상 혈액검사, 동반질환 항목 

등)이 추가된 모델 3의 민감도와 음성 예측도는 추가된 항목에 비해 크

게 향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에서도 가장 낮은 AIC값을 가

진 모델 2를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택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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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타당도는 모델 3, 모델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 예측타당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모델 2에서는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술 시간과 혈청 알부민 수치가 욕창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 수술 시간이 3시간

을 초과한 환자는 3시간 이하인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각각 

12.744배, 15.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Tschannen 

등(2012), Schoonhoven 등(2002)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Tschannen 등(2012)은 3,225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코호

트 연구에서 수술 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욕창 발생 위험은 1.07배 

증가하였으며, Schoonhoven 등(2002)은 208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

로 시행된 전향적 추적 연구에서 수술 시간이 30분 증가할수록 욕창 발

생 위험은 33% 증가하였다. 수술 시간이 길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압력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조직의 무산소증을 야기시켜 세

포 허혈과 괴사를 낳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수술 시간과 욕창 

발생과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Kim 등(2018)의 연구 결과

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 등(2018)의 연구는 5시간 이상의 대수술을 

받은 후 외과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모든 환자

의 수술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라는 요인이 욕창 발생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량한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낮은 혈청 알부민 수치는 3.5mg/dL 미

만인 환자가 3.5mg/dL 이상인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위험이 두 연구

에서 각각 6.036배, 20.8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indgren 등

(2005)의 연구에서도 286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비교 연구

를 시행한 결과 낮은 혈청 알부민 수치는 욕창 발생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Serra 등(2014)은 610명의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욕창 발생 환자에서의 가장 낮은 혈청 

알부민 수치는 욕창 단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혈청 

알부민은 혈관 속에 체액이 머물게 하여 혈관과 조직 사이의 삼투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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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istrík, Dusilová-Sulková, Bláha, & 

Sobotka, 2010). 따라서 혈청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피부 관류를 감소

시키므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해 적정 수치

의 혈청 알부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SA 점수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었지만, 두 번째 연구에서는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ASA 점수는 수술 전 환자의 신체적 상태 또

는 질병 정도를 사정한 점수로서 ASA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의 중증도

가 높은 환자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ASA 점수가 3점 이상인 환

자가 3점 미만인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가능성이 4.083배 높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Aloweni 등(2019)의 연구에서 ASA 점수가 3점 

이상인 환자가 3점 미만인 환자에 비해 욕창 발생 가능성이 3.12배 높

게 나타났고 Fred 등(2012)의 연구에서 ASA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욕창 발생 가능성이 149%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

구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ASA 점수가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80%이상이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 

반해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술 환자(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를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Wright, 

Van Netten, Dorrington, & Hoffman (2014)과 Lin 등(2017)의 연구

에서도 척추 또는 두경부 수술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ASA 점수가 욕창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Aloweni 등

(2019)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ASA 

점수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 모두 모델 3은 모델 2의 네 가지 항목에 임상 혈액검사, 

마취 종류, 동반질환 등의 18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추가된 항목들

은 욕창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모델 2에 비해 예측타당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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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연구에서 모두 모델 1은 세 가지 모델 중 가장 낮은 예측타당도를 

보였다. He 등(2012)에 의해 시행된 메타 분석 연구와 Lewicki, Mion, 

& Secic (2000)에 의해 시행된 심장수술 환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Braden Scale은 수술 환자의 욕창 위험을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

음이 확인된 바 있다. Braden Scale은 급성기 치료 기관과 장기 요양 

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체위 변경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이므로(Bergstrom et al., 

1987) 수술과 관련된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반복 연구를 통해 Braden Scale은 수술 환자

의 욕창 발생을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수술 환자를 위해 개

발된 Scott Triggers Tool이 네 가지의 적은 항목만으로도 Braden 

Scale보다 욕창 발생을 더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사정하기 위해 현재 임상에서 내·외과 환자에

게 공통으로 사용되는 Braden Scale을 Scott Triggers Tool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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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 실

무,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다.

1) 연구 측면

  수술 환자를 위해 개발된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인 Scott 

Triggers Tool의 예측타당도를 기존 사정 도구와 비교하여 평가한 최

초의 연구였다는 점과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실무 측면

  현재 임상에서 내·외과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Braden 

Scale을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는 예측타당도가 낮고, Scott 

Triggers Tool을 적용하였을 때는 예측타당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수술 전에 작성되는 마취 전 상태평가 항목에서 Scott Triggers 

Tool 항목 자동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교육 측면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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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욕창 발생 예측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는 수술 전에 수집된 

데이터로서, 체온(저체온), 혈압(저혈압)과 같은 수술 중에 수집되는 데

이터는 사용되지 않았다. 수술 중에 수집되는 이러한 요인들은 욕창 발

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Munro Scale과 

같은 수술 환자 대상의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구에는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욕창 발생 예측모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욕창 발생 예측모델 개발 시 욕창 발생을 예방하는 간호 중재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Shaw, Chang, Lee, Kung, & 

Tung, 2014)에서 간호 중재의 수가 욕창 발생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확

인된 바 있다.



- 57 -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욕창 발생 위험 사정 도

구인 Braden Scale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수술과 관련

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술 환자를 위한 욕창 발

생 예측모델들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 간의 예측타당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의 연구 결과, 두 연구에서 모두 세 모델 중 Scott Triggers 

Tool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모델이 Braden Scale의 세부항목으로 구

성된 모델보다 예측타당도가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Scott Triggers 

Tool의 세부항목 중 수술 시간이 길수록, 혈청 알부민 수치가 낮을수록, 

ASA 점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문헌들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

생을 예측하는데 Braden Scale보다는 Scott Triggers Tool을 사용하

기를 추천한다. 나아가 간호 실무에서 마취 전 상태 평가지에서 Scott 

Triggers Tool 항목별 값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욕창 발생 예측 자동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욕창 발생 위험요인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

하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술 환자 별 욕창 발생 예측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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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술 전 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 수집되는 데이터(예, 체온, 혈압 

등)를 추가하여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욕창 발생을 예방하는 간호 중재의 영향을 고려한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마취 전 평가지 서식지에서 Scott Triggers Tool 항목을 추출

하여 수술 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임상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임상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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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Evalu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Data-Driven Predictive Models 

for Pressure Injuries 

in Surgical Patients

Seul Ki Park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ree predictive models of

pressure injury(PI) occurrence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 data for

surgical patients, compare their predictive validity performance

indicators, and repeat the study on surgical patients of another

medical institution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was conducted at one tert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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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hospital at a each study.

In first study, data on PI risk assessment and preanesthesia

evaluation records from 400 patients (80 patients who developed PIs

after surgery and 320 patients who did not) in a South Korean acute

care setting who underwent surgery between January 2015 and May

2016 were extracted from the electronic health record. In second

study, data on PI risk assessment and preanesthesia evaluation

records from 245 patients (49 patients who developed PIs after

surgery and 196 patients who did not) in a South Korean acute care

setting who underwent surgery between January 2018 and May 2019

were extracted from the electronic health record.

Three models were developed with items from the Braden Scale

(model 1), the Scott Triggers Tool (model 2), and the Scott Triggers

Tool in addition to type of anesthesia, laboratory test results, and

comorbid conditions (model 3) using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factors in each model. Predictive performance indices, which included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an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were compared among the three models.

In model 1, the first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factors, while the second study showed that activity was significant.

In model 2, the first study showed that the estimated surgery time

and serum albumin level were significant, and the second study

showed that ASA score, estimated surgery time, and serum albumin

level were significant. In model 3, the first study showed that the

estimated surgery time, serum albumin level, and brain disease were

significant, and the second study showed that ASA score, estimated

surgery time, and serum albumin level were significant.

The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revealed that model 1 had the

lowest predictive validity among the three models, and model 2 was

the best fitting model, demonstrating the highest sensitivity (84.4%),

highest negative predictive value (94.6%), and lowest Aka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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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riterion (302.03) in the first study, and lowes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177.42) in the second study.

The Scott Triggers Tool in model 2, which consists of simple

items that are easy to extract from preanesthesia evaluation records,

was the best fitting model. We recommend the Scott Triggers Tool

be used to predict the development of PIs in surgical patients in

acute care settings. It can be used to develop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automatically assesses risk for PIs in surgical

patients to aid nurses.

keywords : Electronic medical records, Preanesthesia care,

Predictive modeling, Pressure injury, Risk factors

Student Number : 2015-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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