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상처간호

< 상처치료실 >

< 상처치료실 내부 >



1. 상처 (wound)

 의학적으로 상처는 사람의 조직이 가지는 해부학적인 연속성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 그 본래의 연속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상처치유과정

3. 상처관리의 원칙

1) 피부소독제의 사용

최근에 요오드나 과산화수소 등의 소독제를 사용하면 상처치유가 늦게 된다고 

하는데 지저분한 환경에서 상처가 난 초기에는 요오드나 과산화수소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이나 균을 제거하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여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주므로 필요하다.

상처정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비교적 깨끗하다면 소독은 불필요하며 상처가 

난 직후에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 몸에서 염증에 분비되는 물질만으로도 

감염을 막고 정상적인 상피화기에 들어단다.

2) 간호진단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상처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간호진단을 결정한다.

- 지식부족 : 상처상태, 상처관리

- 상처와 관련된 통증

- 상처간호와 관련된 불이행

- 면역기능저하와 관련된 감염의 위험성

- 상처와 관련된 신체상 저하

3) 간호수행

(1) 사정

- 주관적 자료 : 통증, 불편감, 무감각 호소



- 객관적 자료 : 욕창호발부위, 상처사정, 일반사정

(2) 간호목표

- 대상자는 상처의 원인요소를 이해한다.

- 대상자는 예방과 간호수행에 대한 원리를 파악한다.

- 대상자는 상처치유 증진을 위한 처방된 치료계획에 참여한다.

- 상처의 계속적인 치유과정이 진행된다.

(3) 계획

- 상처의 진행단계를 파악한다. : 손상단계

- 피부손상의 촉진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

: 실변, 실금, 부동, 부적합한 영양상태, 감각지각장애

- 피부손상의 진행 및 악화를 예방한다.

- 상처사정에 따른 적합한 드레싱 방법을 적용한다.

- 괴사성, 감염성 상처일 경우 협의 진료를 의뢰한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처간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 원인, 욕창예방법, 적합한 치료, 치유촉진 요인, 가족의 지지 등.

(4) 수행

   적절한 드레싱방법으로 드레싱한다.

(5) 평가

- 간호수행의 효과 및 효율을 평가한다.

- 적합한 상처드레싱 수행여부

- 상처예방과 관리 도구의 사용 여부

- 상처 예방 교육 수행 여부 등

4. 드레싱의 목적

- 드레싱의 목적은 상처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켜 편안함을 제공하며, 통증을 

감소시킨다.

- 불쾌한 냄새를 조절한다.

- 상처치유의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 물리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상처 및 주위조직을 보호하도록 한다.

- 감염을 예방하고, 삼출물 및 배농액을 흡수하여 연화 유발을 감소시킨다.



5. 드레싱의 종류

1) 반투과성 필름 드레싱 (Semi-permeable Film Dressings)

 - 얇고 투명한 폴리우레탄 필름 접착제로 상처 보호시에 유익하다.

 (1)장점 : 외부로부터 수분 및 박테리아 차단과 목욕 시 상처를 보호할 수 있고 

신경 말단을 보호하여 통증 경감, 상처부위 관찰 가능

(2)단점 : 흡수력이 없어 삼출물이 있을 경우 상처부위 연화유발 제거 시 조직 

손상 유발 가능

(3) 제품 : OPsite (smith&nephew), Tegaderm (3M)

       

2) 하이드로 콜로이드 (Hydrocolloids)

 - 친수성 흡수 분자가 소수성 폴리머 접착 성분과 결합하여 상처치유 환경을 

유지한다.

 (1) 장점

*친수성 분자가 상처의 삼출물 흡수, 젤을 형성하여 상처 표면의 치유환경 유지

*소수성 폴리머 성분이 병원균의 침투 예방, 상처와 체표면의 모양에 잘 부합됨

*신경 말단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통증을 경감, 드레싱 교환 횟수의 경감

*친수성 콜로이드 상호작용으로 괴사조직의 자연분해

 (2) 단점

*감염된 상처에는 금기, 접착성분에 의해 연약한 피부에 손상 유발

*젤이 상처의 감염과 혼동

 (3) 제품 : Duoderm (convatec), comfeel (coloplast), Tegasorb (3M)



3) 친수성 젤 (Hydrogels)

 - 친수성 콜로이드의 젤 형태로 상처치유 환경을 유지한다.

 (1) 장점

 - 세포의 이동을 위한 촉촉한 성처 환경 유지, 삼출물의 흡수

 - 괴사 조직을 수화하여 자연분해를 촉진

 - 신경 말단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통증을 감소시킴

 - 깊은 상처의 사강을 감소시켜주며 세척이 용이

(2) 단점

- 2차 드레싱 필요, 과다 사용은 연화 유발

 (3) 제품 : Duoderm Gel (convatec), Intrasite gel (Smith&Nephew) 

4)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Calcium Alginate Dressings)

 - 해초에서 추출한 천연 폴리사카라이드로 다양한 크기와 로프 형태로 구성되어 

삼출물 흡수에 유익하다.

 (1) 장점

 - 젤 형성으로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 신경 말단을 보호하여 통증 경감

 - 저 알러지성, 상처의 사강을 줄이기 위한 팩킹용으로 사용 가능

 - 삼출물의 흡수력 뛰어남, 지혈성분 함유로 출혈성 상처의 지혈 촉진



 (2) 단점

- 혐기성 세균에 감염된 상처에는 폐쇄 드레싱 병용 부적합

- 젤이 농이나 부육으로 혼동가능

- 건조한 상처나 괴사 조직이 덮인 상처에는 부적합

 (3) 제품 : Kaltostat (convatec), Sorbsan (steriseal)

5)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Polyurethane Foam Dressing)

 - 폴리우레탄 재질로 상처를 보호하며, 삼출물 흡수에 유리하다.

 (1)장점

- 삼출물의 흡수력 뛰어남 

- 습윤 환경의 유지

- 드레싱 제거가 용이함

(2) 단점

- 2차 드레싱 필요

- 건조한 상처나 괴사 조직이 덮힌 상처에는 부적합

(3) 제품 : 메디폼(일동), Allevyn(Smith&Nephew)



 



* 상처세척

주치의에 지시에 따라 

● 생리식염수로 세척

● 비누와 물로 세척

● 외부 고정핀이 보일 경우 : 과산화수소대 생리식염수 5:5비율로 섞어

사용하여 고정물 주위의 피부를 세척

● 봉합한 상처 : 봉합사 주변의 피부를 가볍게 닦아 낸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거즈로 닦은 후 봉합사를 덮는다. 절대 외부 고정핀이나 봉합사가 젖어서는 

안된다.

* 흉터관리

(겔이나 시트 사용법)

● 과잉 증식된 흉터나 딱딱해진 흉터에 적용하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어 피부에 유착되는 것을 줄여준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를 24시간/밤에만 붙여둔다.

● 부착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매일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해준다. 

 만약 피부에 발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한다.

● 흉터 연고 : 흉터 부위를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연고를

하루에 수차례 필요시마다 도포하여 손가락 두개 정도를 이용하여

흉터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이를 수개월 이상 지속한다.

* 부종관리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은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를 회복시켜서 더 쉽게 운동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압박

● 부종마사지

● 얼음팩 

6) 상처/흉터 관리 Hom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