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Ⅸ. 중환자실 욕창관리 지침

목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자를 사정하여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1) 피부가 변색되거나 파괴됨이 없이 정상이다.

 2) 창백, 반점, 홍반으로 인한 변화가 없이 말초순환이 유지된다.

 상자

￭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사람, 특히 움직일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심한 기동성 제한이   

  있는 환자

￭ 노인 : 보행과 배설장애가 보통이며 순환통의 장애로 피부에 필수 영양공급이 부족 되기 쉽다.

￭ 뇌,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환자 : 감각, 운동기능의 상실로 80% 이상의 발생빈도를 보임.

￭ 영양결핍,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C의 부족이 있는 사람, 빈혈환자, 너무 마른 환자 

￭ 무의식 환자나 진정제 투여 등으로 의식수준이 떨어지는 환자

￭ 침상안정이 요구되는 환자, 장기간 침상안정 중인 환자

 간호수행

￭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압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1.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2. 체위변경 계획을 세워 최소한 2시간마다 시행한다. 

  - 이론적 근거 : 뼈 돌출 부위의 피부가 눌리면 연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모세혈관의 혈류가 폐쇄되어 조직손상   

                   을 초래하므로 신체의 한 지점에 한 지나친 압력 편중을 감소시킨다. 

  - 고려사항 :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는 체위변경을 더 자주 시행한다.

 3.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린감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 고려사항 : 마비된 부위는 동통이나 압박에 무감각하므로 느낌이 없는 심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

 4. 매 8시간마다 뼈 돌출 부위를 중심으로 욕창의 유무를 사정한다.

  - 이론적 근거 : 뼈 돌출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링 쿠션이나 도넛 형태의 베게는 정맥압이 증가되어 욕창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 고려사항 : 욕창 사정도구(Braden Risk Assessment scale) 참고

    발 부위의 압력 감소를 위해 베게나 팔꿈치 보호  등으로 뼈 돌출 부위를 지지한다.

  - 이론적 근거 : 압력을 없애거나 감소시켜 압력 분산이 되게 하며, 과도한 압력을 피해준다. 

  - 고려사항 : 욕창 호발 부위는 천골부, 미골부, 장골능, 견갑골, 발뒤꿈치, 뒤통수, 귓바퀴 등이다.

 5. 발뒤꿈치를 침 에서 띄워 압력 손상을 방지한다.

 6. 특수 침  및 압력을 줄여주는 기구를 침 나 의자에 적용한다.

 7. 환자 이동 또는 체위 변경 시에 환자를 바닥에 닿지 않도록 침  시트 등을 이용하여 들어서 옮긴다.

  - 이론적 근거 : 상자를 끌거나 밀게 되면 신체 조직이 침  표면에 반 로 힘이 작용하여 조직과 혈관에 문   

    제가 생긴다.

 8. 금기가 아니라면 침  머리를 30도 이상 높이지 않는다.



  - 이론적 근거 :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조직이 표면에 반 로 힘을 받는 것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9. 침상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해준다.

  - 이론적 근거 : 피부손상을 최소화 한다.

          

             

            

              

                                       

<체위에 따른 피부압박 부위>

                             

 A. 앙와위     B. 측위    C. 복위    D. 반좌위

 

10. 움직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교육한다.

  - 고려사항 :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매 15분마다 체위를 바꾸도록 교육한다.

 11.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 피부를 관리하고 피부 손상을 방지한다.

 1.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이론적 근거 :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다.

 2. 피부를 닦을 때 과도한 압력은 피하고 마찰을 피하도록 한다.

 3. 뼈 돌출 부위는 마사지를 피하도록 한다.



분  류 내  용

부위 (Location)   

단계(Stage) 
 stageⅠ: 표피 손상(30분 이상의 redness)

 stageⅡ: 표피, 진피 손상(bulla, abrasion 등)

 stageⅢ: 표피, 진피, 피하조직 손상

 stageⅣ: 피하 조직, 근육, 건, 뼈 손상

크기(size)  가로 × 세로 × 깊이

색(color)

 P(pink): 상피조직(Epithelization tissue)

 R(red): 육아조직(Granulation tissue) 

 Y(yellow): 가피(Slough tissue)

  B(black): 괴사(Necrotic tissue)

  G(green): 감염(Infection) 

삼출물(Exudate)

 N: none 

 SS(serosanguineous): 장액혈액성 

 S(sanguineous): 혈액성 

  SP(seropurulent): 장액농성 

  P(purulent/pus): 화농성/농

주위조직

(Surrounding skin)

 E: 부종(Edema)

 R: 발적(Redness)

  I: 경결(Induration)

  H: 열감

Wound edge

 U: underming

 S: sinus tract  

 M: Maceration

  - 이론적 근거 : 일반적인 마사지는 이완효과를 가져오지만, 뼈 돌출부위의 마사지는 이미 있는 연조직의  손상  

    을 악화시킨다.

  - 고려사항 : 피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한다.

 4. 천골부, 미골부는 소변과 변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즉시 닦아 주고 피부 보호제를 바른다.

  - 이론적 근거 : 물기가 있으면 피부가 침연되어 욕창이 쉽게 생긴다. 피부 보호제는 소변이나 변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한다.

  - 고려사항 : 삼출물을 흡수하고 피부를 건조하기 위해 패드가 사용된다.

 5. 상자가 피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장갑을 끼어준다.

 6. 간호제공자는 반지, 팔찌 끼는 것을 피하며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야 한다.

 7. 관찰된 결과와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다.

 욕창사정

￭ 욕창사정도구 



욕창 부위(Location)

Tissue loss (단계)

손상의 단계 손상의 깊이 임상증상

stage Ⅰ 표피
redness, erythema

압력의 감소로 회복 가능함

stage Ⅱ 표피, 진피
abrasion, blister

상처 주위 습하며 통증수반

stage Ⅲ 표피, 진피, 피하조직 cavity, exudate..

stage Ⅳ 피하조직, 근육, 건, 뼈 cavity, exudate, necrotic



크기측정(Measurement dimension)

￭ 자 이용법 : 가로(width)× 세로(length)× 깊이(depth)

￭ 본 뜨기 : 투명 필름을 사용, 발적된 주변 조직도 함께 표시

￭ Clock측정법 : underming, sinus tract 측정 시 사용 면봉을 이용하여 깊이 확인 후 시계 방향으로

                표기

￭ 사진 촬영

Color/ Clinical appearance

￭ Pink: 상피세포(Epithelization tissue)

￭ Red: 육아세포(Granulation tissue)

￭ Yellow: 가피(slough tissue)

￭ Black: 괴사(necrotic tissue)

￭ Green: 감염

삼출액(Exudate)

￭ 형태 : 장액성, 혈장성, 혈액성, 화농성

￭ 양 : 과다한 양은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함, 피부 보호를 위하여 상처배액 주머니를 사용하기  

     도 한다.

￭ 냄새 : 상처 감염 또는 오염과 관련됨, 밀폐 드레싱의 경우 괴사조직의 자가분해와 관련됨

￭ 점도

주위조직(Surrounding skin)

 E: 부종(Edema)R: 발적(Redness) I: 경결(Induration)  H: 열감

Wound edge

U: underming S: sinus tract   M: Maceration



 드레싱 지침

￭ 드레싱 전,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 드레싱 제거 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

￭ 상처와 접촉하는 모든 용액과 물품은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 멸균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직전에 열어서 사용하며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처를 닦기 전에 먼저 삼출물, 괴사조직 등을 제거하여 청결히 한다.

￭ 한 환자의 여러 부위를 드레싱 할 경우 청결한 상처를 먼저 드레싱 한다.

 준비물품

￭ 건조드레싱: 거즈, betadine, H202, Hypafix

￭ 습윤드레싱

구분(제품명) 특징 적용 금기

film

(Tegaderm,

Opsite)

반투과성, 관찰용이

통증 경감

가피 형성, 외상 보호

욕창예방, Grade 1

정맥주사 부위

삼출물 많은 

상처

hydrocolloid

(Duoderm  CGF, 

extra thin)

불투명막, 폐쇄성 보호막

박테리아, 삼출물 흡수

겔 형태 -> 반고형 겔 (냄새, 

pus양상)

Grade 1,2,3
감염상처

삼출물 다량 

상처

Hydrogel

(Hydroactive Gel

Intrasite Gel)

무정형 또는 얇은 웨이퍼

부드럽고 습윤함

괴사조직 제거

깊게 균열된 상처 

Grade 3,4

Alginate

(Kaltostate)

해초에서 추출된 폴리사카라이드

지혈과 흡수 작용

2차 드레싱 필요

중정도의 삼출물

Sinus tract & dead space

출혈

건조한 상처

Foam 

(Allevyn, 메디폼)

폴리우레탄 성분

보호와 쿠션

삼출물 흡수

과량의 삼출물이 있는 상처 건조한 상처

Silver

(Aquacell Ag) 
MRSA, Pseudo infection w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