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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욕창은 신체의 돌출부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궤양으로, 환자의 
전신상태, 영양상태, 체위 등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의식이나 감각, 운동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욕창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발률이 높아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기도 한다. 외국
에서는 좌골부 욕창이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천골부의 욕창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몸통 배부측 욕창의 피판 수술 후 환자의 체위는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측와위 또는 
복와위를 유지해야 하며,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는 자세로 유
지되어야 한다[2,3]. 하지만 사람이 침상안정을 취할 때, 복와위보다는 앙와위가 더 편안하다. 
따라서 복와위를 유지하면 환자는 그 자체로 큰 불편감을 느끼게 되며 만약 협조가 잘 되지 않
아 앙와위를 취하게 되면 수술 부위가 눌리면서 피판의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의 체위는 좌위 또는 반좌위를 취하는 것이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

의 위험성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4,5]. 그러나 배부측 욕창 수술 후 이와는 반대로 복와위를 
유지하게 되면 폐렴, 무기폐 등 호흡기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욕창 
환자들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복와위를 취할 경우 호흡기계 합병증의 위험성
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복와위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과 호흡기계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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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atients with impaired mobility or quadriplegia often suffer from pressure sores in the dorsal trunk region. 
Following flap surgery for stage 3 and 4 sacrococcygeal sores, patients are placed in a prone position to avoid direct 
pressure on the surgical site. This causes considerable discomfort and increases the risk of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a novel method using a swim tube to prevent the pressure on the flap 
while maintaining a posture comfortable for the patient.
Methods: The subjects were 34 patients who underwent flap surgery between 2015 to 2018 at our hospital. Swim 
tubes were prepared in different sizes based on the size of the surgical site. All 34 patients were given postoperative 
care including the use of swim tubes to support supine positions. The tube was placed under the body so that the sur-
gical site was positioned over the center of the tube.
Results: For all 34 patients, there was no loss of flap and sores healed well.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de-
creased, and there were no new pressure sores where the patients came in contact with the tubes. Patient satisf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prone positioning was kept to a minimum. 
Conclusion: Postoperative positioning using a readily available and cost-effective swim tube can achieve both objec-
tives of patient comfort and stability of the surgical site, by helping the patient maintain a comfortable position while 
protecting the surgical site from direc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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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눌리지 않게 하여 피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한 물놀이 
튜브 적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 법

본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몸통 배부측에 발
생한 3–4기의 욕창에 대해 피판 수술을 받은 34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본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EMCIRB 19-56). 피판 수술을 
받은 환자 34명 모두에게 물놀이 튜브를 적용하였으며, 물놀이 튜브
는 손잡이 등 장식이 없는 것으로 수술범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내
경(25–45 cm)으로 준비하였다. 바람은 70% 정도 주입하여 환자의 체
위에 따른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튜브의 겉면은 탄력붕대로 감
았고, 국소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공기주입부가 침대 면으로 향하도
록 적용하였다(Fig. 1).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가 중앙으로 오도록 물
놀이 튜브를 몸통 밑에 받치고 앙와위를 취하게 하여 수술 후 자세 
관리를 하였다(Fig. 2). 앙와위를 취할 때 튜브의 높이로 인해 환자가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등에 튜브 높이의 반 정도 두께의 베개나 방
석 등을 받쳐 엉덩이, 등, 머리의 높이를 맞춰 주었다. 일반적인 수술 
부위 관리에 준하여 주기적인 소독 및 위생관리, 체위변경 등을 하였
으며 수술 후에 발생한 합병증 및 재수술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34명의 환자는 남자, 여자 각각 18명, 16명이었으
며, 환자의 나이는 평균 66.4세였다. 욕창의 평균 크기는 7.5× 7.2 cm2 
이었으며 평균적인 경과관찰 기간은 2.98개월이었다. 수술 후 상처 벌
어짐이 3건 있었으며 폐렴이 2건 발생하였다. 재수술은 상처 벌어짐
에 대해 3건이 시행되었으며 모두 재수술 이후 잘 회복되었다(Table 

1). 욕창의 위치는 미골부가 64.7%, 천골부가 26.4%, 등 부위가 5.8%, 
그리고 둔부가 2.9%였으며 다양한 방법의 피판 수술을 시행하였다
(Table 2). 물놀이 튜브를 적용해 앙와위로 수술 후 자세 관리를 한 환
자 34명 모두 피판이 소실되지 않고 잘 치유되었다. 튜브에 닿는 면에 
새로운 욕창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으며, 복와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증가하였다. 

고 찰 

일반적으로 욕창의 유병률은 14%에서 17% 정도로 추산되며[6,7], 욕
창과 관련한 보건의료 비용은 미국에서만 매년 30억 달러가 넘는 것
으로 알려져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8]. 특히 척추 손상 
환자나 뇌혈관사고 환자, 고령의 환자는 대개 부동자세, 피부감각저
하 등이 동반되기에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척추 손상 환자 중 
40%에 달하는 비율이 욕창을 겪게 된다고 한다[9-11].

Fig. 1. Photo of the swim tube actually used. (A, B) Swim tube, inflated 70% and wrapped in elastic bandage, to be used like a ham-
mock. The air valve must face downwards.

Fig. 2. Example photo of the patient model. Swim tube in posi-
tion under the sacral sore patient mode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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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을 방치한다면, 만성적인 감염, 패혈증, 대사적 이상 때문에 환
자의 전신적인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욕창 발생 시 의료진 
모두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절한 영양제공 및 2시간마
다 체위변경, 피부가 눌리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
하다. 1–2기의 욕창에서는 보통 보존적 드레싱으로 치료를 할 수 있
지만, 근육이나 뼈를 침범한 3–4기 이상의 욕창에서는 외과적인 수
술이 필요하며, 특히 몸통 배부측의 척추주위 욕창에서는 변연절제
술 후 광범위한 근육피판, 천공지피판이 주로 이용된다[12].
욕창 수술 시에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뿐만 아니라 수술 후 발생

하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욕창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에 의료진은 어려운 고민에 빠지게 된
다. 특히 욕창은 고령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환자에
서 욕창의 수술적 치료 후 21%의 환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경증 
또는 중증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대규모 연구도 있었다[13]. 전신마취 
수술 후 복와위를 취하면 수술 후 객담배출 및 호흡에 방해가 되어 
폐렴, 무기폐 등 호흡기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저자들은 
수술 후 물놀이 튜브를 이용하여 환자가 앙와위를 취하도록 함으로
써 이러한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에 폐렴이 발병한 환자 2명은 수술 전에도 폐렴이 주기적으로 발병했
던 고령환자로 수술과의 연관성보다는 기존의 전신적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비싸고 특수한 장치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일
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 효율이 높은 물놀이 튜브를 실제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편안함 및 수술 부위의 안정, 수술 후 합
병증 예방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물놀이 튜브를 적용하여 환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더라도 

튜브에 닿는 면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면 이 부위에 새로운 상
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피판수술 직후에는 튜브의 압력으
로 피판 주변의 혈류를 방해하여 피판의 부종과 울혈을 일으킬 가능
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튜브적용 후 주기
적으로 튜브를 눌러줌으로써 튜브 접촉면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
을 피하고 간헐적인 압력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하였으며 피판 주변
의 혈류를 주기적으로 회복해 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튜브가 닿는 
면에 상처가 생긴 환자는 없었고 피판의 부종이나 울혈이 발생한 경
우도 없었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자주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수술 후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고취시키고 향후 욕
창 재발 방지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다. 
기존의 욕창방지용 도넛형 베개는 지름이 비교적 작고 충전물이 

유체가 아닌 작은 고형의 미세입자로 이루어져 간헐적인 압력의 이
완, 압력의 재배치는 가능하지 않았으나 저자들이 사용한 공기가 주
입된 튜브는 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피판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
기의 튜브를 선택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또한 수술 후 앙와위인 경우 
피판이 중력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게 되어 부종과 울혈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탄력붕대를 튜브를 가로질러 감게 되면 해먹과 
같이 작용하여 피판을 받치는 효과를 얻게 되어 중력의 영향을 보완
할 수 있다(Fig. 1).
튜브가 침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침대에서 떠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위변경을 시행할 때에 균형을 잃거나 낙상의 

Table 1.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volved 
in study

Characteristic Value 

Sex

   Male 18 (52.9)

   Female 16 (47.0)

Mean age (yr) 66.4 (27–92)

Mean follow-up period (mon) 2.98 (1–13)

Mean sore size (cm2) 7.5×7.2

Past medical history

   Diabetes mellitus 12 (35.2)

   Pneumonia  8 (23.5)

   Cerebrovascular accident  8 (23.5)

   Dementia  7 (20.5)

   Paraplegia  4 (11.7)

   Quadriplegia 3 (8.8)

   Others (ataxia, spine abscess, myelopathy etc.)  4 (11.7)

Complication

   Dehiscence 3 (8.8)

   Pneumonia 2 (5.8)

Reoperation 3 (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range).

Table 2. Sore-site locations and reconstruction methods (n=34)

Anatomical location & treatment No. of case (%)

Coccyx 22 (64.7)

   V-Y advancement flap 16

   Local flap 2

   Limberg flap 1

   Rotation flap 2

   Island flap 1

Sacrum       9 (26.4)

   V-Y advancement flap 7

   Rotation flap 1

   Propeller flap 1

Back     2 (5.8)

   V-Y advancement flap 1

   Local flap 1

Buttock     1 (2.9)

   V-Y advancement fl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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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의료용 시트나 천을 접어 환자의 몸과 튜브 사이에 깔고 시트의 양쪽
을 잡아 환자를 움직여 안전하게 체위변경을 시행하였다. 또 튜브의 
표면을 탄력붕대로 감아 마찰력을 확보하였다(Fig. 1). 평상시에는 꼭 
가드레일을 올려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물놀이 튜브를 수술 후 적용함으로써 환자 

자세의 편안함 및 환부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며,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생률도 낮출 수 있었다. 욕창뿐만 아니라 국소적 압력의 
집중을 피해야 하는 다양한 치료에도 물놀이 튜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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