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취과학회지 2007; 53: 79～84
□ 임상연구 □

Korean J Anesthesiol Vol. 53, No. 1, July, 2007

79

Risk Factors of Pressure Sore in Patients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Hee Youn Hwang, M.D., Yong Sup Shin, M.D.*, Hyun Sung Cho, M.D., and Jin Seok Yeo,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Boomin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The occurrences of pressure sores have an extensive impact on patients and the medical team.  Pressure sores 

decrease quality of life and productivity, as well as increase the overall cost of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ressure ulcers among surgical pati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588 patients who underwent general anesthesia.  The data included age, gender, weight, 

height, body mass index, ASA status, surgical position, anesthesia time, pre-and postoperative hemoglobin concentration, serum 

albumin, NYHA class, co-morbidity, steroid use, body temperature, use of warming water mattress and preoperative hospital 

admission day.  The patient’s  skin was inspected closely before surgery and again within 24 hours after surgery and the locations 

and severity of skin breakdowns were assessed.

  Results:  Twenty-five patients (4.3%) developed pressure sores during surgery.  The hemoglobin concentration change between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eriod (≥2 g/dl), position during surgery, length of stay before operation (≥4 days), anesthesia 

time (≥5 hours) and decrease in body temperature (≥0.5
o
C)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ressure sores (P 

＜ 0.05).

  Conclusions:  Five risk factors for pressure ulcers were confirmed.  The anesthesiologist can decrease hemoglobin and modify 

body temperature; theref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se risk factors during the oper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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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압박 욕창(pressure sore)은 욕창(bed sore) 는 허 성 궤

양(ischemic ulcer)으로 불리는 질환으로,1) 외부물질과  돌

출 부 간의 지속 인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소 인 

세포괴사이다. 이러한 압박 욕창은 입원환자에서 흔히 발견

되며,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재원일수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

이다.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쇠약하며, 질

병에 따른 부수 인 치료에 의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압

박 욕창에 노출될 험이 높아진다. 한 마취약제들은 

의 정상 인 확장과 수축을 억제하고, 가 돌출된 부분

의 류를 감소시킨다. 한 수술에 필요한 체  때문에 장

시간에 걸친 신경과 근육, 건의 신  는 압박이 가해짐에 

따라 모세 의 류에 장애를 주어 피부 손상의 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압박 욕창은 환자의 신 인 상태와 외

부의 환경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압력, 단 응

력(shearing)과 주  온도의 증가가 주요한 외부 요인이고 

시간, 마찰력, 습도와 생이 부가 인 외부 요인이다. 내부 

요인은 압력이 가해졌을 시 의 환자의 신체 인 능력으로 

환자의 체 , 나이, 부동 상태, 압, 탈수  양 결핍, 발

열, 당뇨, 신부 , 빈 , 악성종양 같은 동반 질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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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rmographic Data and Risk Factors


Pressure sore
 P value
Negative (n = 563) Positive (n = 25)


Age (yr)  49.1 ± 16.7  57.5 ± 17.9 0.031

261 (46.4%)/ 13 (52.0%)/
Gender (M/F) 0.872

302 (53.6%) 12 (48.0%)

Weight (kg)  62.1 ± 13.1  64.1 ± 12.9 0.440

Height (cm) 160.4 ± 12.8 161.6 ± 12.0 0.649

Preoperative Hb 13.4 ± 1.8 13.2 ± 1.4 0.532

∆Hb (g/dl)  1.6 ± 1.3  2.7 ± 1.2 0.000

Albumin (g/dl)  4.0 ± 0.4  3.9 ± 0.4 0.304

∆Temp (oC)  0.39 ± 0.51  0.93 ± 0.79 0.002

513 (91.1%)/ 21 (84%)/
DM (no/yes) 0.274

50 (8.9%) 4 (16%)

274 (48.7%)/ 15 (60%)/
Malignancy (no/yes) 0.267

289 (51.3%) 10 (40%)

539 (95.7%)/ 19 (76%)/
Steroid use (no/yes) 0.001

24 (4.3%) 6 (24%)

Warming water mattress 48 (8.5%)/ 0 (0%)/ 0.252

 use (no/yes) 515 (91.5%) 25 (100%)

358 (63.6%)/ 12 (48%)/
ASA ≥ 2 (no/yes) 0.114

205 (36.4%) 13 (52%)

525 (93.3%)/ 20 (80%)/
NYHA ≥ 2 (no/yes) 0.029

38 (6.7%) 5 (20%)

472 (83.8%)/  5 (20%)/
Position (supine/other) 0.000

91 (16.2%) 20 (80%)

Length of hospital stay
491 (87.2%)/ 15 (60%)/

 before operation 0.001
72 (12.8%) 10 (40%)

 ≥ 4 days (no/yes)

Warming water mattress 403 (71.6%)/ 15 (60%)/
0.211

 temp ≥ 39oC (no/yes) 160 (28.4%) 10 (40%)

Anesthesia time 519 (92.2%)/  10 (40.0%)/

 ≥ 5 hrs (no/yes) 44 (7.8%) 15 (60%) 0.000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 Preoperative Hb: 

preoperative hemoglobin concentration, ∆Hb: preoperative hemoglobin 

concentration - postoperative hemoglobin concentration, ∆Temp: 

preoperative temperature - postoperative temperature, DM: Diabetus 

Mellitus, ASA: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수술의 종류와 같은 것이 있다.2-6) 

  수술실에서는 이러한 압박 욕창을 방하기 해 환자 

체온의 유지, 산소의 공 , 쿠션이나 젤 패드(gel pad) 등을 

사용하여, 압박을 받는 부 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체온을 유지하기 해 환자의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

법은 아직 논란의 여부가 있다. 이 방법은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켜 체온을 방지하고, 말 의 상처 치유를 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소 으로 환자의 몸을 가열하여 피부에 

열 손상(thermal injury)이 발생하여 압박 욕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소증을 방하기 해서 수술 시 산소를 충분히 공

하고 있지만, 압력을 받고 있는 말 조직에 얼마나 달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수술  출 에 의한 색소 농도

의 감소로 인한 산소 달 능력의 감소는 압박 욕창의 발

병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압박 욕창의 발

생률과 험인자와의 계를 조사하고, 가온 매트리스의 사

용여부, 수술  체온의 변화와 출 로 인한 색소 농도의 

변화가 압박 욕창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상  방법

  2005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수술을 받은 외

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의 환자 , 수

술  피부의 병변이 없고, 수술  극 인 체온유지가 

필요하지 않았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이  심각한 심

폐질환으로 인하여 체온이 환자의 활력징후 유지에 심각

한 향을 주는 환자, 심 계 수술을 받는 환자를 제외하

고, 수술 후 2일 이상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모든 환자에 해 수술  나이, 체 , 신장, 신체 질량 지

수, 술  색소 농도, 술  알부민 수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 NYHA class (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당뇨병, 악성종양 등의 동반 질환 유무,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 수술  입원일수를 조사하 다. 신마취를 시작하

기  피부의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 으며, 수술  체 와 

마취시간, 수술시간, 체온의 변화, 가온 매트리스의 사용여

부  설정온도를 기록하 다. 수술 체 는 앙와 , 측와 , 

복와 , 복합 로 구분하여 조사하 고, 각 체  별로 주의

가 요구되는 부 별 리법과 체  잡는 요령, 패드가 필요

한 부 , 수술 차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수

술  체  변경이 가능한 신체 부 의 리 요령 등을 상

세히 제시하면서 체 를 취하 다. 수술이 끝난 후 환자의 

피부 손상을 찰하여 Shea의 분류에1) 따라 압박 욕창의 등

을 I-IV (I: Reddend area lasting more than 30 min after a 

change in position, II: Blister, break in skin, III: skin break 

with tissues exposing subcutaneous tissue, IV: skin break with 

tissue exposing muscle and bone)로 분류하 으며, 24시간 후 

다른 찰자가 새롭게 발생한 피부 손상이나 변화된 등

을 기록하 고, 술 후 색소 농도를 측정하여 수술 과 

차이를 비교하 다. 

  연구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기록하 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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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gnifican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ressure Sore


Number (%) Odds ratio CI 95% P value


Steroid Use (no/yes)  558 (94.9)/30 (5.1) 3.28 0.77-14.03 0.10

∆Temp ≥ 0.5
o
C (no/yes)  390 (66.3)/198 (33.7) 3.18 1.04-9.65 0.04

∆Hb ≥ 2 g/dl (no/yes)  381 (64.8)/207 (35.2) 3.55 1.10-11.49 0.04

NYHA class ≥ 2 (no/yes)  545 (92.7)/43 (7.3) 2.67 0.63-11.38 0.19

Position (supine/other)  477 (81.1)/111 (18.9) 18.82 5.76-61.50 0.00

Length of hospital stay before operation
 506 (86.0)/82 (14.0) 3.12 1.02-9.52 0.04

 ≥ 4 days (no/yes)

Anestesia time ≥ 5 hrs (no/yes)  529 (90.0)/59 (10.0) 7.26 2.55-20.70 0.00

Age ≥ 70 yrs (no/yes)  481 (81.8)/107 (18.2) 1.19 0.36-3.96 0.78

CI: Confidence interval, ∆Temp: preoperative temperature - postoperative temperature, ∆Hb: preoperative hemoglobin concentration - postoperative 

hemoglobin concentration,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하 다. 

  피부 병변의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 었으며, 연속성 

변수의 분석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고, 범주형 변수

의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실시하 다. 이 분석에서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에 해서는 피부 병변 발생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binary logistic regression test를 실시

하 으며, odds ratio와 95%의 신뢰구간을 표시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조사 상 환자의 수는 총 5개과의 588명으로, 외과 372명

(63.3%), 정형외과 107명(18.2%), 신경외과 57명(9.7%), 흉부외

과 48명(8.2%), 성형외과 4명 (0.7%)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이  피부 손상은 총 25명(4.3%)으로 조사되었다. 압박 

욕창이 발생한 25명  정형외과 9명(36%), 외과 6명(24%), 

신경외과 24%(24%), 흉부외과 3명(12%), 성형외과 1명(4%)

이었다. 손상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Grade I이 17명(68%), 

Grade II가 8명(32%)이었고, Grade III 는 IV의 손상은 발

견되지 않았다. 수술 체 별로 보면 총 588명 에서 복와

에서 30.0% (12/40)로 가장 높았고, 혼합  20.0% (1/5), 측와

 10.6% (6/77), 앙와  1.0% (5/477) 순으로 발생하 다. 

치는 장골 7건, 가슴 7건, 퇴부 5건, 천골 5건, 배부 2건으

로 총 26건이었으며, 한 환자에게는 2곳의 병변이 있었다.

  환자의 성별, 신장, 체 , 술  색소 농도, 술  알부

민 수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 악성종양질환유무, 당

뇨여부, 가온 매트리스의 사용여부는 압박 욕창 유무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0세 이상의 고령, 수술 

후 2 g/dl 이상의 색소 농도의 감소, steroid 사용 과거

력, 수술  4일 이상 입원, 5시간 이상의 마취시간, NYHA 

class, 수술  자세 변화, 수술 후 0.5oC 이상의 체온감소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유의한 차이가 있는 8개 항목에 하여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8개 항목의 유의성, odd ratio와 95% 

유의구간을 구하 다. 총 8개 항목  5개 항목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5개 항목은 수술 후 2 g/dl 이상의 색소 농도의 감소, 

앙와  이외의 체 , 수술  4일 이상의 입원, 5시간 이상

의 마취시간, 수술 후 0.5oC 이상의 체온감소 다.

고      찰

  압박 욕창은 환자에게 불편감과 고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균감염, 골수염, 편평상피세포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원기간이 5배 정도 길어져, 

경제 인 손실을 야기하며, 사망률도 5-6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5,7)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입원환자에서 4-29.7%,8,9)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12-66%

로10-14) 발생한다. 

  신마취는 압, 조직 류, 압력이나 통증에 한 반응,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과 같은 사에까지 향을 미치므

로, 그 자체가 압박 욕창의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3,10) 

환자는 신마취에 의해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에서, 압력을 받는 부 를 느끼거나 조 할 수 없고,15) 이로 

인해 류장애가 발생시 세포의 산소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의 균형이 괴되어 조직 손상을 유발하게 된

다.2,7,10) 

  압박 욕창의 85%는 입원 후 5일 이내에 발생하고, 수술

을 받는 환자의 부분은 수술 당일에 발생한다.7) 한 압

박 욕창 환자의 25%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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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압박 욕창 발생률이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6,17) 

  이번 연구에서는 수술 후 2 g/dl 이상의 색소 농도의 

변화, 앙와  이외의 체 , 수술  4일 이상의 입원, 5시간 

이상의 마취시간, 수술 후 0.5oC 이상의 체온감소가 의미 

있는 유발인자로 나타났다. 

  압이나 색소 농도는 조직의 산소공 에 향을 주어 

압박 욕창 발생에 향을 다.3,10) Papantonio 등과16) 

Lewicki 등은10) 술  낮은 색소 농도가 압박 욕창의 발

생에 향을 다고 하 으며, Choi 등은18) 수술  실 량

과 수술  발생한 압이 압박 욕창의 험인자라고 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술  색소 농도가 유발인자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연구가 정규수술 환

자를 상으로 하여, 수술  색소가 부분 교정된 상태

에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원인이라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는 수술  압감소와 실 량을 측정 상에서 제외하 다. 

수술  압 하의 찰은 빈도나 지속시간에 한 고려

가 없고, 고 압이 있는 경우 발생빈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

어,16) 일률 으로 압의 기 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었다.

  수술  실 량은 찰자마다 편차가 심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제외하 다. 신 수술  실 량과 이의 한 

보충을 설명할 수 있는 수술 후 색소 농도의 차를 

찰 값으로 하여, 수술  부 한 산소공 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술 후 2 g/dl 이상의 색소 농도의 감

소는 압박 욕창의 발생에 향을 주는 유의한 인자로 밝

졌는데, 수술  실 과 수액주입에 따른 액희석으로 인

한 색소의 감소가 조직에 산소를 공 하는데 장애를 일

으켜 압박욕창의 원인이 됨을 보여 다. 하지만 이를 방

하기 한 수 은 여러가지 합병증을 고려해서 신 히 결

정해야 한다.

  수술체 에 따른 피부 손상은 앙와 에 비해 다른 체

가 발생률이 높았고, 의미 있는 험인자로 나타났다. 

Stevens 등은5) 측와 의 경우 앙와 에 비해 욕창의 발생

험이 8배 정도 높다는 보고를 하 다. 이는 좁은 면 에 많

은 압력이 작용하여 압박 욕창 발생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측와 에서 발생한 비율이 10.6% 

(7/66)로, 체 4.3%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이  3건이 퇴골  는 퇴  치환술 환자 는데 

이 의 다른 연구들과13,19-22) 마찬가지로 이들 환자의 고령

과 부동성이 압박욕창의 발병에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 복와 에서의 비율도 30.0%로 나와 Choi 등의18) 

연구결과인 69%보다 낮았지만, 여 히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앙와 에 비해 다른 체 에서 욕창 발생의 비율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앙와  이외의 체

에서는 압박 욕창을 방하기 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4일 이상의 입원기간이 험인자로 나타났다. 

Hommel 등의23) 연구에서는 수술  딱딱한 침 에서의 기

간을 임으로써 압박 욕창 발생이 감소함을 보고하 다. 

수술  입원기간이 긴 환자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

성이 크고, 입원기간이 길다는 것은 환자의 신상태가 좋

지 않음과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압박 욕

창의 발생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긴 수술시간은 압박 욕창의 발생의 요한 험인자이다. 

Aronovitch는7) 1,128명을 연구한 조사에서, 수술  발생하

는 압박 욕창은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생 험이 높아진

다고 하 다. Hicks는9) 수술시간 4시간을 기 으로 2배 이

상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 다. Stevens 등은5) 수술시간을 

3시간 단 로 나 어 3시간 이상이면 2.7배, 6시간 이상이

면 9.6배 욕창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에서 마취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욕창이 약 7.3배 증가하 는데, 

이는 긴 수술이 상될수록 압박 욕창 방에 더 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수술  0.5oC 이상의 체온 감소도 의미있는 험인자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것은 심체온으로, 실제

로 욕창이 발생하는 피부의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상

된다. 따라서 체온 감소가 모세  수축에 따른 산소공

의 감소와 피부 회복력을 억제시켜, 압박 욕창의 발생률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발생하는 압박 욕창은 수술이 끝난 후 수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으나 부분 수술 후 1-3일에 나타난

다.16) 이번 연구에서는 수술 후 24시간 동안 찰하 는데, 

Kemp 등은24) 압박 욕창의 70%가 수술침 에서 이송할 때 

발견되었다고 하 으며, Pokorny 등은4) 48시간까지 찰하

는 것이 좋다고 하 으나, 이는 수술 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많은 개심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하 기 때

문에 48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번 연

구에서는 수술에 의한 압박 욕창의 요인을 보기 원했기 때

문에, 수술 후 부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 욕창을 

제외하기 해서 수술 후 24시간까지로 연구를 제한하 다. 

  압박 욕창은 몇 개의 개별 인 요인보다,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험

도를 측하는 도구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압박 욕창

을 측하는 방법으로 Braden scale이나6) Norton scale이25) 

주로 사용되는데, Braden scale은 감각인지(sensorial per-

ception), 습기(moisture), 활동도(activity level), 운동성(mobility), 

양상태(nutrition), 마찰  단응력(friction/shearing)등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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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를 근거로 수를 매긴다. 그리고 Norton scale은 

신상태(general physical condition), 정신상태(mental state), 

활동성(activity), 이동성(mobility)과 실 (incontinence) 등의 5

가지 요소를 근거로 수를 매긴다. Kemp 등의24) 연구에서

는 Braden scale이 압박욕창의 발생에 의미 있는 험인자

으며, Stordeur 등이3) Norton scale과 Braden scale을 모두 조

사한 연구에서 수술 후 Braden scale만이 의미 있는 험인

자 다. Defloor 연구에서는26) Norton scale과 Braden scale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측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측도구들은 나이, 성

별, 입원기간 등의 험인자와 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

이었다. 

  한 압박 욕창을 방하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발생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험인자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젤 패드(gel pad)와 기포 매트리

스(foam mattress)를 수술체  고정 시에 극 으로 사용하

다. 이번 연구과 유사한 상군으로 연구한 Choi 등의18) 

결과와 비교시 압박 욕창의 발생이 24%에 비해 4.3%로 낮

게 나왔다. 이는 압박 욕창에 한 방도구를 수술실에서 

극 으로 사용한 것과, Choi 등의18) 연구에서 포함이 되

지 않았던 일반외과 특히 supine position에서의 발생률이 

1.0%로 낮았는데, 이것이 이번 연구의 낮은 발생빈도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번 연구에서는 흉부외과 환

자  심장수술 환자를 제외시켰는데, 이것 한 유병률을 

낮추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들에서 험인자로 밝 진 나이, 즉 노령은 압

박 욕창을 측하는 도구인 Braden scale에서 압력, 단력, 

마찰력의 항을 변해 주는 변수로 볼 수 있다.4)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험인자로 채택되지 못하 다. Versluysen 

등이나13) Papantonio 등의16) 연구와 같은 특정한 그룹을 

상으로 했을 때는 나이가 험인자로 채택되나, Hicks, Stotts, 

Kemp의9,17,24) 연구와 같이 다양한 상군이 포함된 경우에

는 험인자로 채택되지 못하 는데, 이번 연구도 특정한 

상군이 아니라 다양한 환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okate 등은27) 동물실험모델을 통하여 고온이 압박 욕창

의 발생에 여함을 실험 으로 보여주었다. 가온 매트리스

를 정온도 이상에서 사용하는 수술환자에서 피부병변이 

발생한 것을 Crino 등이28) 보고하 으며, Grous 등은2) 압박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75%가 수술  가온 매트리스를 가

용하 다고 하여, 수술  가온 매트리스의 사용이 압박 욕

창 발병의 요인임을 시사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온 매

트리스의 사용여부보다는 가온 매트리스의 온도에 을 

두고 압박 욕창의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 다. 가온 매트리

스의 설정온도를 39oC를 기 으로 비교하 는데, 발병률의 

차이가 없었다. 이번 상군에서 가온 매트리스의 온도 설

정을 최  40oC로 하여 실제 기계가 허용하는 한계치인 

42oC보다 낮은 온도를 한계온도로 설정하 는데, 이것이 연

구결과에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당뇨나 악성종양과 같은 동반질환도 다른 연구에서는 유

발인자로 나타났다.8,18) 당뇨와 악성종양과 같은 동반질환은 

환자의 면역상태를 억제시켜 피부재생능력을 감소시킨다. 

특히 악성종양 환자는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수술 

에 받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신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인자로 발

견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당뇨나 악성종양 같은 동반질환이 

발병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발병률로 인하여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높은 발

생률을 보 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29) 심부 도 험인자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

에서는 NYHA class로 분석한 결과 T-test에서는 조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ogistic regression test에서

는 유발인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제한 은 압박 욕창의 낮은 발생률과 일부 

인자의 낮은 유병률 때문에 유발인자와 압박 욕창과의 

계를 밝 내지 못했다는 것과, 통제된 연구가 아닌 수조

사의 방식의 한계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가

온매트리스의 사용 온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를 밝 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수술 후 2 g/dl 이상의 색소 농도의 

감소, 앙와  이외의 체 , 수술  4일 이상의 입원, 5시간 

이상의 마취시간, 수술 후 0.5oC 이상의 체온감소가 환자

의 피부 손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왔다. 특히 수술  

색소 농도의 감소와 체온의 감소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가 직 으로 여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로, 이의 

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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