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창 예방
환자와 보호인을 위한 정보

욕창이란?

압박 궤양으로도 알려져 있는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수술 등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욕창은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거나 누워 있는 경우, 

급속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창은 고통스러우며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욕창은 깁스나 부목, 교정기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튜브나 마스크, 배농관 등의 의료기구 

주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눕거나 앉아 있을 때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아주 어릴 때

• 움직일 수 없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  저체중이거나 음식 섭취가 부실할 때 또는 최근 

체중 감소를 경험했을 때

• 과체중일 때

• 대소변을 가릴 수 없을 때

피부를 살펴보고 욕창 발생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홍반/피부 변색

• 해당 부위의 연성화나 통증, 가려움

• 수포

• 피부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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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발생 위험을 줄이는 법.

• 의료진이 욕창 발생 위험 정도를 판단할 

것입니다. 

•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경우,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꾸도록 상기시켜 줄 것을 보호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면 의료진이 수시로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옷이나 침대에 대소변을 본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 주십시오. 방광이나 장이 허약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욕창 발생 징후가 보이면 의료진에게 알려 

주십시오 (앞 면 참조).

• 수분 섭취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다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저체중이거나 

최근 체중 감소를 경험한 경우, 또는 음식 

섭취가 부실한 경우, 영양 보충제를 섭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사용가능하다면 '피부 친화적인' 세제와 수분 

크림을 사용하십시오. 

• 깁스나 부목, 교정기 아래와 튜브나 마스크, 

배농관 주변에서 욕창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 쿠션과 메트리스 같은 특수 압박 경감 장비가 

병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욕창이 발생했을 때:

•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인과 함께 최선의 욕창 

관리 방법에 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관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 항시 사용하도록 권장된 처방 장비를 

사용합니다.

• 압박을 줄일 수 있도록 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주 움직입니다.

욕창이 발생한 상태로 퇴원하는 경우:

• 관리 계획을 집에서도 계속합니다.

• 의료진이 환자의 담당 가정의 또는 지역사회 

간호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준비합니다.

• 의료진이 특수 장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다음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ustralian Wound Management Association. 

Pan Pacific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ressure Injury. 

Cambridge Media, Osborne Park,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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