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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노년층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

증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고령

에서 발생하므로 노인병 질환에 속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격

히 증가하는 추세로[1], 그 발생률은 2050년이 되면 현재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2]. 또한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 발생률과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그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치료 및 재

활 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3-5]. 특히 골절이나 외상으로 입원한 노인은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

이 극히 제한되고 주로 침상 안정을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

활수행 능력 저하와 보행곤란뿐 아니라 자신의 체위를 바꾸고 조절

하는 능력이 감소되므로 욕창은 환자안전의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다[6,7]. 

노인환자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따른 면역력 저하, 피부나 근육

의 탄력성 저하, 요실금, 변실금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욕

창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8,9]. 미국의 경우 고관절 골절로 수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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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환자의 욕창 누적 발생률은 36.1%로 높았다[9]. 국내에서

는 노인요양병원의 욕창 발생률이 평균 11.2%로 보고되었고[10], 중

증도와 위급도가 높은 중환자실 환경에서의 욕창 발생률은 17.0%

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욕창예방을 위해 폼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3시간 전후로 체위변경을 실시한 중환자실 환자에서도 

욕창 발생률은 28.6%로 보고되었다[11].

노인에서 고관절 골절은 낙상이나 가벼운 외상으로도 쉽게 발생

되는데, 골절 후 통증으로 장기간 누워 있게 되면 욕창 등의 합병증

이 발생하여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골절 초기에 수술적 치

료가 필요하며[3-5], 욕창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고

관절 골절 환자 중 수술로 인한 고위험이 예측되는 노인환자인 경

우 수술 전 평가를 세밀히 실시하고,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치료를 

통해 최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여 욕창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있는 노인환자의 

다양한 건강 문제 중 욕창 발생의 위험은 매우 중요한 간호 문제로

서, 노인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입원 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욕창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9,13]. 하지만 우리나라 고관절 골절 

입원 노인의 욕창 발생률과 그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국내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고관절 골절 환자의 급성기 특성

이나 수술적 고찰, 수술 후 기능회복에 초점을 두어 보고한 연구들

이 많으며, 아급성기 혹은 재활 등 회복 단계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욕창 발생[10]에 대해 보고한 연구는 있으나 급성기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의 욕창 발생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위해 입원

한 욕창 고위험군인 노인환자의 욕창 발생 현황과 관련 위험 요인

을 파악하여 고관절 골절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기 위해 입원한 노인환

자를 대상으로 입원 당시부터  퇴원 시까지 욕창 발생률과 욕창 발

생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들의 욕창 발생률을 파악한다.

2)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에서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

의 일반적, 임상적, 수술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3)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기 위해 입원한 욕창 고위험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률을 파악하고 욕창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고관절 골절 진단으로 

노년내과와 정형외과의 협진하에 수술을 받기 위해 2012년 1월 1일

부터 2016년 4월 30일 사이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연구 

대상 병원에서는 Bergstrom 등이 개발한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인 

Braden scale [15]로 욕창을 사정하며, 평가점수가 18점 이하인 경우

를 욕창 위험군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며, 욕창 위험도는 입원 시에 

평가하고 일주일마다 재평가하나, 평가점수가 18점 이하이거나 18

점 이상이어도 욕창이 있는 경우 매일 평가한다. 대상자 중 병동 입

원 당시 욕창을 가지고 있는 환자,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수

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이성 암으로 인한 병적 골절환자는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자료수집도구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전

문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 노년내과 병동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인에게 내용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수정보완 후 확정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키, 체중, 음주, 흡연, 요

실금, 변실금, 수상일, 응급실 내원일, 입원일, 수술일, 퇴원일, 수상 

전 보행 상태(침상안정, 휠체어 보행, 지팡이 의존으로 구분)가 포함

되었다. 욕창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양상태를 확인하기 위

하여 헤모글로빈, 알부민,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CRP)검사 

각각에 대하여 수술 전 응급실 내원 시에 측정한 값과 수술 후 1일

째 측정한 값을 확인하였다. 동반 질환은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

는 기저질환과 입원 후 새로 진단받은 질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

였다. 심혈관계, 혈액내분비계, 신경계, 정신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신생물 등의 진단 여부를 응급실 초진기록지

와 간호정보조사지의 “과거병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집

하였다. 약물 복용 여부는 입원하기 전날까지 자가 복용해온 약물

로서 간호정보 조사지의 내용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수술관련 특성

으로 진단명과 수술명, 수술시간(마취 시작 혹은 피부 절개 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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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터 마취 종료 혹은 피부봉합 시점을 수술 종료 시간으로 측정

하여 분 단위로 기록),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여부(수술 후 중환자

실에서 1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와 통증 정도를 사정하였다. 

2) 욕창위험사정

욕창위험사정은 입원 당시 간호사가 Bergstrom 등이 개발한 욕

창 위험 평가 도구인 Braden scale [15]을 사용하여 환자의 피부 상태

를 직접 사정한 후 평가한 점수이다. Braden scale은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세부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간호

사가 선택하여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15]. 즉, 감각인지(sensorial 

perception), 습기(moisture), 활동상태(activity level), 움직임(mobility), 

영양상태(nutrition)는 각각 1-4점, 피부마찰과 쏠림(friction/shear-

ing)은 1-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23

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욕창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총점이 12점 이하인 경우가 고위험군, 13-14점은 중위험군, 

15-18점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3) 욕창

욕창은 United States 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NPUAP), European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EPUAP)과 Pan 

Pacific Pressure Injury Alliance (PPPIA)에서 제시한 욕창단계 분류

[12,13]에 따라 피부를 사정하였다. 욕창 발생군은 욕창 1-4단계, 분

류불가능(unstageable), 심부조직손상의심(suspected deep tissue inju-

ry)으로 분류하였으며, 발적이나 피부 파괴가 없는 경우를 욕창 비

발생군으로 정의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가 진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5-1168)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병원의 

의료정보팀에 요청하여 2012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관절 골

절로 수술받기 위해 노년내과 병동으로 입원했던 환자 목록을 받

은 뒤 포함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해당 진료과와 간호

부의 허락을 얻은 후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수술관련 특성을 비롯한 욕창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획득한 연

구 자료는 즉시 암호화하여 개인 정보저장장치에 보관함으로써 정

보 유출을 방지하였고, 연구자료 파일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에서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앙값과 사분위수를 

구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욕창 발생군

과 욕창 비발생군 간의 특성에 대한 차이 검정을 위해 연속형 자료

는 평균(표준편차)과 t-test로, 범주형 자료는 카이제곱 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 검정법(Fisher’s exact test)으로 분석하였다.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입원 시부터 욕창이 발생하기까지 시

간 자료를 이용하여 Cox의 비례위험 모형(Proportional Hazard Mod-

el)을 적용하였고, 변수 선택 방법은 후향 제거법(backward elimina-

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개별 요인의 위험비

(hazard ratio)와 그 신뢰구간을 구한 후 유의한 요인(유의수준 0.1 이

하)을 대상으로 후보 요인 선택법을 적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수행

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대하여는 시간

에 따른 생존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카플란 마이어 추정법(Ka-

plan Meier analysis)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Figure 1).

연구결과

1. 욕창 발생  

연구 대상자 215명 중에서 욕창 발생군은 32명(14.9%)이었다. 입

원 후 평균 욕창 발생일은 4.72 (± 3.81)일이었으며, 1-3일 이내가 17명

(53.1%)으로 가장 많았고, 4-6일은 6명(18.8%), 7-9일은 4명(12.5%), 10

일 이상은 5명(15.6%)이었다. 입원 중 발생한 욕창의 단계는 2단계의 

피부손상이 가장 많이(72.0%) 발견되었으며, 호발부위는 천골-미골

(sacro-coccygeal)부위가 54.1%로 가장 많았다.

2.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 비교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수상 전 보

행상태를 제외하고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1). 수상 전 보행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p = .022), 욕창 발생군에서 보조기 사용 보행이나 침상 안정인 경

우가 욕창 비발생군보다 많았다(Table 1).

3.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수술관련 특성 비교    

골절 종류(p = .009), 수술 시 마취방법(p = .021),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여부(p = .001)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욕창 발생군에서는 대퇴골 전자간(intertrochanter) 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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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23명)로 욕창 비발생군 47.0% (86명)보다 많았고, 척추마취가 

59.4% (19명)로 욕창 비발생군의 37.7% (69명)보다 많았다. 욕창 발생

군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입실한 경우가 46.9% (15명)로 욕창 비발

생군의 19.7% (36명)보다 많았다(Table 2).

4. 욕창 발생 위험요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노인환자들에서의 욕창 발

생의 위험요인을 욕창 발생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수상 이전에 보행이 가능한 경우보다 보조기구 사용(HR= 0.20, 

95% CI 0.04-0.93)이나 침상안정 환자들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았다. 

Figure 1. Surviv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ressure ul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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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에 비하여 척추마취인 경우에(HR = 0.45, 95% CI = 0.22-

0.93), 그리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한 환자(HR= 0.40, 95% CI 0.20-

0.80)에게서 욕창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세 가지 변수별로 욕창 발생의 

빈도를 카플란 마이어 추정법(Kaplan Meier analysis)을 이용하여 시

간에 따른 생존율의 변화로 제시하였다(Figure 1).

논  의

욕창 고 위험군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노인환자

의 욕창 예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구체적인 간호중재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의 욕창 발생률은 14.9%이었는데, 미국에서 고

관절 골절로 수술한 65세 이상 환자의 36.1% [9]보다 낮았으나 고관

절 골절로 입원한 2,552명을 대상으로 보고한 결과 14.4% [5]와는 유

사하였다. 국내 중환자실에서의 17.0% [7]나 폼 매트리스를 사용하

며 3시간 전후로 체위변경을 실시한 중환자실에서의 28.6% [11]보다

는 욕창 발생률이 낮았다. 이는 수술 후 중환자실을 경유한 대상자

에서 욕창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

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국내 노인요양병원의 11.2% [10]보다는 높

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고관절 골절로 인해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아 욕창 발생에 더 취약한 급성기 노인이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입원 환자에 대해 욕창 사정을 기

본으로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욕창 발생률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환자가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경우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임

상적 특성과 건강상태를 모니터하며 욕창 발생 위험을 줄여나가야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ressure Ulcer Group and No Pressure Ulcer Group   (N = 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 pressure ulcer group 
(n = 183)

Pressure ulcer group 
(n = 32) χ2 or t p

n (%) or M ± SD 

Gender Male
Female

54 (29.5)
129 (70.5)

13 (40.6)
19 (59.4)

1.57 .210

Age (years) 65-70
71-80
81-90
≥ 91
M ± SD

10 (5.5)
67 (36.6)
84 (45.9)
22 (12.0)

82.04 ± 6.93

2 (6.2)
7 (21.9)

16 (50.0)
7 (21.9)

83.69 ± 7.35

-
  
  
  

-1.23

.246†

  
  
  

.221

Body weight (kg) ≤ 40
41-50 
51-60 
≥ 61 
M ± SD

14 (7.7)
50 (27.3)
66 (36.1)
53 (29.0)

55.15 ± 10.74

4 (12.5)
7 (21.9)

11 (34.4)
10 (31.3)

54.56 ± 12.70

1.14
  
  
  

0.28

.767
  
  
  

.782

Alcohol drinking No
Yes

161 (88.0)
22 (12.0)

31 (96.9)
1 (3.1)

-
  

.213†

  
Smoking No

Yes
156 (85.2)

27 (14.8)
30 (93.8)

2 (6.2)
-

  
.267†

  
Urinary incontinence No

Yes
169 (92.5)

14 (7.7)
31 (96.9)

1 (3.1)
-

  
.705†

  
Urination state Diaper

Catheter
93 (50.8)
90 (49.2)

16 (50.0)
16 (50.0)

0.01
  

.932
  

Fecal incontinence No
Yes

180 (98.4)
3 (1.6)

30 (93.8)
2 (6.2)

-
  

.161†

  
Bowel habit Abnormal

Normal
49 (26.8)

134 (73.2)
5 (15.6)

27 (84.4)
0.80

  
.180

  
Duration from injury to admission (days, M ± SD) 2.82 ± 6.10 3.09 ± 7.90 -0.19 .852
Duration from injury to operation (days, M ± SD) 5.58 ± 6.57 5.97 ± 9.53 -0.22 .828
Duration from admission to operation (days, M ± SD) 2.77 ± 2.36 2.88 ± 2.98 -0.23 .816
Length of hospitalization (days, M ± SD) 12.86 ± 10.67 14.09 ± 9.61 -0.61 .542
Ambulation status before injury Ambulation

Assist device
Bed rest

114 (62.3)
67 (36.6)

2 (1.1)

13 (40.6)
17 (53.1)

2 (6.3)

- .022†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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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연구가 진행된 A병원에서는 2012년부터 고관절 골절 진단 

하에 노년내과 병동으로 입원한 후 정형외과와 협진하여 수술받는 

노인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80세 이상 고

령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은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많은 문제점

을 가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

다[2]. 고관절 골절 환자 중 욕창처럼 수술관련 고위험이 예측되는 

노인환자들은 여러 위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년

내과 병동으로 입원시키고 수술과 마취를 위해 기저질환의 세밀한 

평가와 치료를 한다. 최적의 신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도 수술과 마취에 따른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상태를 비롯한 기

Table 2. Comparison of Oper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Pressure Ulcer Group and No Pressure Ulcer Group  (N = 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 pressure ulcer 
group (n = 183)

Pressure ulcer 
Group (n = 32) χ2 or t p

n (%) or M ± SD

Pre-operation hemoglobin (g/dL) ≤ 9.9
≥ 10

55 (30.0)
128 (70.0)

14 (43.8)
18 (56.2)

2.34 .126

Pre-operation albumin (g/dL) ≤ 2.9
≥ 3.0

60 (32.8)
123 (67.2)

9 (28.1)
23 (71.9)

0.27 .602

Pre-operation CRP (mL/dL) 0-0.5
> 0.5

51 (27.9)
132 (72.1)

4 (12.5)
28 (87.5)

- .079†

Post-operation hemoglobin (g/dL) ≤ 9.9
≥ 10

71 (38.8)
112 (61.2)

18 (56.2)
14 (43.8)

3.42 .064

Post-operation albumin (g/dL) ≤ 2.9
≥ 3.0

150 (82.0)
33 (18.0)

30 (93.8)
2 (6.2)

- .121†

Post-operation CRP (mL/dL) 0-0.5
> 0.5

39 (21.3)
144 (78.7)

7 (21.9)
25 (78.1)

0.01 .943

Number of comorbidity ≤ 2
3-4
≥ 5

85 (46.4)
86 (47.0)
12 (6.6)

12 (37.5)
16 (60.0)

4 (12.5)

1.83 .401

Self medication No
Yes

15 (8.2)
168 (91.8)

3 (9.4)
29 (90.6)

- .736†

Type of fracture Femur neck 
Intertrochanter
Subtrochanter 

95 (51.9)
86 (47.0)

2 (1.1)

8 (25.0)
23 (71.9)

1 (3.1)

- .009†

Type of operation Arthroplasty 
Internal fixation
Others

75 (41.0)
101 (55.2)

7 (3.8)

7 (21.9)
24 (75.0)

1 (3.1)

4.48 .106

Type of anesthesia General 
Spine 

114 (62.3)
69 (37.7)

13 (40.6)
19 (59.4)

5.29 .021

Operation duration (min) M ± SD 143.07 ± 36.51 152.91 ± 34.22 -1.42 .158
ICU stay after operation No

Yes
147 (80.3)

36 (19.7)
17 (53.1)
15 (46.9)

11.14 .001

Braden scale score M ± SD 15.87 ± 1.66 16.03 ± 1.91 -0.48 .630
Pain No

Yes
M ± SD

4 (2.2)
179 (97.8)
2.43 ± 1.41

2 (6.2)
30 (93.8)

2.63 ± 1.70

-

-0.71

.219†

.477

†Fisher's exact test.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ressures Ulcers among Admitted Elderly with Hip Joint Fractures  (N = 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HR 95% CI p

Ambulation status before injury Ambulation
Assist device
Bed rest

0.10
0.20

1

0.02
0.04

0.48
0.93

.004

.039

Anesthesia method General 
Spine 

0.45
1

0.22 0.93 .029

ICU stay after operation No
Yes

0.40
1

0.20 0.80 .009

HR = Hazar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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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환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욕창을 포함한 합병증의 조기 발견

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향상된 예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입원 중 발생한 욕창은 14.9%

이었으며 2단계의 피부손상이 72%로 가장 많았고, 호발부위는 천

골-미골 부위로 나타났다. Braden scale로 욕창 발생을 측정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보면, 중증도와 위급도가 높은 중환자실 환경에서는 

욕창 2단계, 1단계 순이었으며 천골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

으로 보고되었고[7],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욕창 2단계, 3단계의 순이

었으며 미골-천골 부위가 호발된 것으로 나타나[16]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욕창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임상적 특

성 비교를 통해 고관절 골절 대상자들은 수술 전의 운동성도 매우 

낮은 노인환자가 많아 한 번 욕창 발생 시 피부통합성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욕창 발생

군에서 입원 후 평균 욕창 발생일은 4.72 (± 3.81)일이지만, 1-3일 이내

가 53.1%로 가장 많아 입원 초기 사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

다. Lee와 Park (2014)은 국내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욕창 사정을 

위해 욕창 분류체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욕창 분류체

계와 실금관련 피부염에 대한 지식 정도와 시각적 감별 능력이 교

육 후 상승되는 효과[17]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욕

창사정 능력이 향상되면 전반적인 욕창예방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음

을 보였기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초기사정이 중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브라질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팀을 대상으로 욕창 분류, 평가와 예방행위 관련 지

식을 조사한 연구[18]에서도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욕창예방 교육

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집중적인 욕창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욕창 예방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개정하는 작업 또한 지속되어야 하겠다. 

국내 노인 대상의 연구[19]에서 체질량지수로 평가했을 때 영양

상태가 불량한 노인이 많다고 보고되어 욕창 발생 위험이 노인에서 

높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Thompson [20]은 고관절 골절 환자는 욕

창 위험이 높으므로 욕창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상에서 수술 전후 환자의 영양상태는 

혈색소나 알부민 농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신마취하에 수술 

받은 환자에서 압박욕창의 발병률과 위험인자를 보고한 Hwang 등

[21]의 결과에서 수술전후 2 g/dL 이상의 혈색소 농도 감소, 앙와위 

이외의 체위, 수술 전 4일 이상의 입원, 5시간 이상의 마취시간, 수술 

전후 0.5̊ C 이상의 체온감소가 피부병변의 주요 항목이었다는 결과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수술관련 특성을 비교했을 때 수술 전 건강 

및 영양상태가 욕창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Hwang 등[21]의 연구대상자와 달리 입원 후 노

년내과와 정형외과 등 다학제팀 접근으로 수술 전 혈색소나 알부민 

농도를 대부분 교정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영양상

태가 욕창 발생 관련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고관절 골절 후 정형외과 단일과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자와의 비

교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욕창 발생 관련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이 대전자 부위에 발생했을 때, 척추마

취를 했을 때,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하였을 때 욕창이 더 발생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신마취처럼 마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

우 욕창이 약 7.3배 증가하였다는 결과[19]와는 달리 척추마취인 경

우 욕창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노인 대상으로 

수술할 때 심폐기능이 문제될 경우가 많아 척추마취를 선택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 중 전신마취

를 하여 수술받은 경우가 척추마취를 하는 경우보다 실제로 건강

상태가 더 좋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수술 후 중

환자실에 입실한 경우는 바로 병실로 이동한 대상자에 비해 건강상

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욕창 발생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처럼 고관절 골절 노인 환자가 침상에서 

안정하는 경우도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동일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잦은 자세변경이나 공기침대 적용 등 욕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임상에서는 고

관절 골절로 수술을 위해 입원한 노인이 항응고제를 투여 중이라

면 바로 수술받지 못하고 항응고제 중단 후 기다리는 동안 통증 때

문에 부동 상태로 침상안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수술 후에도 통

증과 탈구의 위험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안정해야 한다. 

이렇게 임상에서 침상안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관절 범위운동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관절 굴근

과 사두박근을 강화하기 위한 등척성 운동을 교육시키고 있다. 보

조기구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체중저항(weight bearing)을 이용한 

운동을 실시하거나 테라밴드(theraband)를 이용한 운동을 권고한

다[1]. 따라서 고관절 골절 노인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욕창예방과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침상에서부터 운동이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기 위해 입원한 욕창 

고위험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욕창 발생률을 파악하고 욕창 발생

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연구방법을 적용하였

기 때문에 욕창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비율이나 발생률은 구할 수 

있지만 과거 기록의 정확도가 문제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외생변

수로의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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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욕창 고 위험군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욕창 발생군과 욕창 비발생군으로 나누어 비교 조사함으로써 고관

절 골절 노인환자의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였고, 욕창예방을 

위해 간호실무현장에서 피부상태의 변화를 신속히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욕창예방은 간호사, 환자, 보

호자가 한 팀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사

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피부 관리, 올바른 체위, 자세변경 등 포괄적

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관절 수술 후 노인환

자가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

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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