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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욕창은 돌출된 뼈 부위로 가해진 압력에 의해 발생한 국소

적인 피부 및 연부조직의 허혈성 손상을 말한다[1]. 이 외에 

마찰력, 전단력, 습윤한 피부환경, 환자의 영양상태 및 신경

학적 손상이 복합적으로 발생시키기도 한다[2]. 

교통사고, 레저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척추손상이

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가 늘어나고, 평균수

명이 길어지면서 노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해 욕창의 발생빈

도도 높아지고 있다[3].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급,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입원으로 인해 원내발생욕창

도 늘고 있다[4]. 

욕창은 짧은 시간에 발생이 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

면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5]. 욕창환자의 다수가 영

양상태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기가 힘들어 보

존적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환자보다 창상치유 능

력이 떨어져서 완치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6]. 하지만 장기

입원이 힘든 국내병원들의 의료환경과 장기입원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한국의 부양문화 때문

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7]. 이러한 경우

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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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ulcer is defined as localized ischemic skin or soft tissue damage resulting from disruption of the blood 
supply by pressure over the bony prominence. However, it is not just a wound that causes pain to individuals, but 
also a complex disease that causes socioeconomic losses. In 2019, total 30,983 patients with pressure ulcers were 
treated a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and 76 billion Korean won (KRW) was spent on this treatment. Inpatient 
care cost amounted to 65.5 billion KRW, whereas outpatient care cost amounted to 9.8 billion KRW. The average 
hospitalization cost per patient was 6,696,605 KRW, and the average hospitalization period was 57.4 days, averaging 
116,707 KRW per patient per day. The average outpatient care cost per patient was 421,134 KRW, and the average 
period in the clinic was 8.9 days, calculated at 47,428 KRW per day. The development of pressure ulcers inevitably 
causes socioeconomic losses and puts strain on limited medical resources; therefore, the best socioeconomic solution 
is prevention. Prevention has been shown to be much more efficient in cost-effective studies on treatment and 
prevention. Therefore, investment of more resources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pressure ulcers is the best solution 
to reduce the related socioeconomic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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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제활동을 방해받게 된다. 욕창의 발생이 사회경제적 취

약계층에서 더 호발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욱 가중된다[8].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수술과 상처피복을 위한 수술을 별도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차례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기간이 

많아 치료기간이 오래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9-11]. 게

다가 환자에게 고통을 줄 뿐 만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창상감염, 골수염,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사망률도 증가시킨다[12,13]. 완치 후에도 재발률이 높아 재

발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조치가 필요하다[14,15]. 

이렇듯 욕창은 단순히 개인에 고통을 주는 외상상처가 아

니라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주는 복합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욕창을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돌아보고자 한다.

욕창의 사회적 측면

과거 욕창은 주로 척추마비 환자들에게서 호발하는 질환

이었으나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층에서의 발생

이 증가하고 있다. 노화과정에 의한 피부의 생리적 변화로 

인한 피부의 약화, 조직의 혈류량 감소, 영양부족, 운동능력

과 감각의 저하 등이 욕창의 발생빈도를 높인다[16].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고령사회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 2020년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15.7%로, 20% 이

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17]. 2006년부

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보면 욕창의 발생빈도는 65세 이상 연령에서 2006-2009년

까지 0.8%였으나 2010년부터는 0.9%로 유병률이 증가하였

다. 65-69세 연령군과 비교했을 때 70-74세 연령군의 경

우 욕창발생 위험도가 1.717배 높아졌으며, 75세 이상에서

는 3.562배로 증가하였다[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

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질병소분류별 입

원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욕창은 다빈도 질병 92위로 조

사되었고 이 중 65세 이상의 환자가 90.6%를 차지하여 국내 

노령층의 욕창발병률이 매우 높음을 알수 있다[19]. 그리고 

욕창은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질환인데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0년의 3.8%에서 2019년에는 7.5%로 20년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수도 2000년 222만 명에서  

2019년 615만 명으로 20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7]. 욕창의 경우 집에서 가족들이 치료를 담당하는 홈케

어의 비중이 높은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더 

이상 환자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

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의

료기관의 입원도 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으로의 입원

은 또 다른 욕창의 발생 위험인자이다. 국내에서 조사한 자

료를 보면 욕창 환자 중 23.1-28.4%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중 중환자실의 발생이 5.9%로 

높았다[20,21]. 미국의 병원 발생률 3.1-12.9%, 스웨덴의 

16.6%, 독일의 8.0-15.3%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22-24]. 기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하였다가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25]. 국제욕창자문위원회(National Pressure Injury 

Advisory Panel) 발표에 의하면 의료소송 중 욕창과 직

접 관계되는 건수만 연간 17,000건에 해당하며 의료과실 

사망사고의 원인 중 두 번째로 손꼽힌다고 한다[26]. 병원

관련욕창은 의료의 질 서비스와 직결되어 미국간호사협회

(American Nurses Association)에서는 14개의 간호관리

지표(National Database of Nursing Quality Indicators) 

중 하나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국내에서도 욕창예방을 위

한 많은 질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병원발생욕

창에 드는 비용만 연간 1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

다. 2008년부터 미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는 병원에

서 발생한 욕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내발생욕창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물으며 욕창을 예방하

도록 강제하는 의미가 크다[4]. 이러한 상황은 국내 의료기

관들에도 원내발생욕창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의료

기관에서도 욕창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간호활동에는 막대한 간호인력이 필요하여 낮

은 의료수가와 연관된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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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입원 중 욕창이 발생

한 경우 욕창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사망률이 3.94배 증가

하였다. 욕창이 없는 환자에 비해 의료비도 증가하여 평균 

1,190만 원의 의료비가 더 소요되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1,560만 원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늘어난 

입원기간, 합병증, 욕창상처에 대한 드레싱 혹은 수술적 치

료, 추가적인 항생제 사용 등이 치료비를 증가 시키는 원인

이 된다[27]. 부가적인 입원기간도 증가하였는데 욕창환자

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23.91일 더 길었다. 퇴원 후에도 

60.6%의 환자들이 집이 아닌 요양시설로 전원되었고, 이는 

대조군보다 5배 높은 전원율이며, 상당수가 욕창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전원되거나 후유증으로 집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원 후 재입원이나 응급실로 

재방문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28]. 

욕창의 경제적 측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욕창으로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0,983명이었고 건강보험 환

자가 23,807명으로 76.8%였고, 의료급여환자가 7,176명으

로 23.2%를 차지하였다. 한 해 동안 욕창환자의 진료비는 

총 761억 원이었고 이 중 급여비용이 616억 원, 비급여비용

이 144억 원으로 비급여비용이 전체 진료비의 23.4%를 차

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655억 원, 외래진료비는 98억 원으

로 입원진료비가 전체진료비의 86.1%를 차지하였다. 일인

당 평균 입원진료비 총액이 670만 원, 일인당 평균 입원일수

는 57.4일로 일인당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는 116,707원으

로 계산되었다. 일인당 평균 외래진료비는 42만 원이었고 일

인당 평균 외래진료일수는 8.9일로 일인당 하루 평균 외래진

료비는 47,428원으로 계산되었다.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582억 원이었고 급여비용이 

445억 원, 비급여비용이 13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0.8%를 

차지하였다. 전체 입원진료비는 501억 원, 일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 총액이 6,672,956원, 일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56.9일 

이었으며 일인당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가 117,263원으로 계

산되었다. 전체 외래 진료비는 75억 원으로 일인당 평균 외래

진료비는 419,647원으로 일인당 평균 외래진료일수가 8.8일 

이므로 일인당 하루 평균 외래진료비는 47,654원으로 계산

되었다[29].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는 178억 원이었고 급여

비용이 171억 원, 비급여비용이 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4.1%를 차지하였다. 전체 입원진료비는 총 154억 원, 일인

당 평균 입원진료비 총액이 6,775,063원으로 평균 입원일수

는 59.0일이었으며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는 114,928원으로 

계산되었다. 전체 외래 진료비는 23억 원, 일인당 평균 외래

진료비는 426,068원이었으며 평균 외래진료일수가 9.1일로 

Table 1.  Cost for treatment of pressure ulcer in Korea in 2019 

Insurance 
type Category No. of 

patients
Days/
person

Cost  
(KRW 1,000)

Reimbursement 
(KRW 1,000)

Non-reimbursement  
(KRW 1,000)

Cost/person 
(KRW)

Cost/person
/day (KRW)

Total Total 30,983 25.3 76,123,632 61,676,440 14,447,192 2,456,940 97,064

Inpatient 9,788 57.4 65,546,371 53,187,871 12,358,500 6,696,605 116,707

Outpatient 23,229 8.9 9,782,399 7,859,564 1,922,836 421,134 47,428

Total 23,807 25.1 58,286,061 44,540,840 13,745,221 2,448,264 97,526

NHI Inpatient 7,521 56.9 50,187,303 38,410,655 11,776,648 6,672,956 117,263

Outpatienta) 17,849 8.8 7,490,151 5,675,937 1,814,215 419,647 47,654

Total 7,176 26.0 17,837,571 17,135,600 701,971 2,485,726 95,584

MA Inpatient 2,267 59.0 15,359,068 14,777,216 581,852 6,775,063 114,928

Outpatient 5,380 9.1 2,292,248 2,183,627 108,621 426,068 46,705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9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0 [29]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9 Medical aid statistics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0 [30].
KRW, Korean won;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A, medical aid.
a)Outpatient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inpatient and outpatient ratio in medical ai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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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하루 평균 외래진료비는 46,705원으로 계산되었다

(Table 1) [29,30].  

욕창환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욕창에 관련된 의료비도 증

가하고 있어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8]. 또한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의료비를 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사이에 큰 격차를 

보여(30.9% 대 4.1%) 소득차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별화

가 우려된다.

결론

2019년 우리나라에서 욕창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

은 환자는 총 30,983명이었고 761억 원의 진료비가 들었다. 

입원진료비는 655억 원, 외래진료비는 98억 원으로 입원진

료비가 전체진료비의 86.1%를 차지하였다. 환자 일인당 평

균 입원진료비 총액은 6,695,605원, 평균 입원일수는 57.4일 

로 환자 일인당 하루 평균 116,707원으로 계산되었다. 일인

당 평균 외래진료비 총액은 421,134원, 평균 외래진료일수는 

8.9일로 하루 평균 외래진료비는 47,428원으로 계산되었다. 

욕창이 발생하면 신체적인 고통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일

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주변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격리현상을 겪게 되며 

삶의 질도 떨어진다[31,32]. 욕창의 발생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한정된 의료재원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사

회경제학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은 예방이다. 여러 연구에서

도 치료와 예방에 대한 비용 대 효율 연구에서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3]. 따라서 욕창예방을 위

한 복지의료 분야의 투자로 욕창발생을 줄이는 것이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발

생한 욕창에 대해서는 조기에 욕창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통해 진료하는 것이 욕창의 치료기간과 사망 

및 이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찾아보기말:  욕창; 사회경제적 요인; 한국;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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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인구통계 및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욕창 

환자의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의 연관성을 분

석한 논문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환자에서 욕창 발병률

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을 간호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

가 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입원환자의 욕창 발생률

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욕창 간호 인력을 충원하고 

욕창 예방과 치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의료수가가 낮

아 의료기관에 큰 부담임을 알 수 있다. 욕창 환자는 입원기간의 

증가, 합병증, 욕창 드레싱 또는 수술, 추가적인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욕창이 없는 환자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수치

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욕창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부

담이 명백하며,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예방임을 잘 강조하고 있어, 의료진과 의료 경영인, 의료 정책 당

국자 등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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