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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욕창은 신체의 돌출된 부위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압

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궤양으로[1], 욕창과 관련한 보건의

료 비용은 미국에서만 매년 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2]. 

욕창의 원인은 압력뿐만 아니라 마찰, 전단, 수분, 영양 및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요인을 포함한다. 특히 척추손상

이나 뇌혈관사고 환자, 고령환자는 대개 부동자세, 피부감각

저하가 동반되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다[3,4]. 욕창

을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패혈증 등 대사

적인 이상을 불러와 환자의 전신적인 컨디션에도 악화될 수 

있다. 욕창의 위험인자는 나이를 포함하여, 적은 체중, 인지

장애, 물리적 손상 및 연부조직의 치유를 방해하는 소변 또

는 대변실금, 영양실조, 당뇨병, 부종, 저알부민혈증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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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ulcers remain a common health problem, particularly among physically limited or bedridden older adults, 
and they can cause significant morbidity and mortality. Conservative management is ineffective for stage III or IV 
pressure ulcers, and surgery to create flap coverage becomes inevitable. Basic surgical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essure ulcers include complete excision of the ulcer, surrounding scar, underlying bursa, and soft tissue 
calcification; radical removal of underlying bone and any heterotropic ossification; padding of bone stumps and 
filling dead space; resurfacing with large regional pedicled flaps; and grafting the donor site of the flap, if necessary. 
For effective edge resection, all the flaps should be designed to be as large as possible, placing the suture line away 
from the area of direct pressure, and the flap design should also not violate adjacent flap territories to preserve all 
options for coverage if a breakdown or recurrence dictates further reconstruction. There are surgical methods for 
stage III or IV wide range pressure ulcers: reconstruction surgery using a skin flap, muscle flap, fascia-skin flap, or free 
flap. The skin graft is not generally recommended as a surgical procedure for stage III or IV pressure ulcers because 
it cannot provide enough strength to cover the wound. This review presents various surgical treatments of pressure 
ulcers including muscle, musculocutaneous, perforator-based, and free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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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욕창 발생 시, 욕창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최소

화하는데 우선 집중하고, 욕창의 크기 및 기저뼈의 침범 여

부에 따라 치료를 결정한다. 욕창의 일반적인 호발부위는 크

게 천골부, 좌골조면, 대전자부 등이다. 

보통 1-2기의 욕창에서는 보존적 드레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근육이나 뼈를 침범한 3-4기 이상의 욕창에서

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5]. 수술적 치료로 효과적인 

변연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6], 결손부위 재건을 위해 

대부분 둔근(gluteal muscle) 근육이나, 대퇴근막(fascia 

lata) 장근, 허벅지 뒤쪽 근육을 기반으로 하는 피판(flap)

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피판 수

술방법이 존재한다[7-9]. 특히 의식이나 감각, 운동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재발률이 높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기도 하

므로, 수술 전에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피판을 디자인해

야 한다. 

효과적 변연절제

욕창과 같은 만성상처 치료에 있어서, 괴사조직 제거는 상

처치유 및 육아조직 형성 촉진 및 세균감염 예방 및 근육 및 

뼈의 감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욕창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이

고 우선적으로 중요하다[10]. 만성적인 욕창에서 발견되는 

죽은 조직은 세균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좋은 배지이다. 또한 

죽은 조직은 이물질로 작용하여 이차로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괴사조직 제거술에는 다양한 방법(수술적, 자가분해, 

효소, 생물학적, 기계적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식염수를 이용

한 기계적인 세척,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방법 등 많은 방법

들이 소개되고 있다[11,12].

만성욕창은 일반적으로 궤양의 기저부와 연속적으로 비교

적 잘 연결된 낭을 만든다.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전,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를 병변에 바르면, 낭의 가장자리 주

변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낭을 포함하여, 주변의 흉터 

조직 및 석회화된 병변 또한 완벽하게 절개해서, 건강한 조

직만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죽은 연부조직 제거 후, 

기저부에 남아있는 뼈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평가하고, 필

요 시 절골도나 뼈집게를 사용하여 건강한 뼈가 노출될 때까

지 제거한다[13]. 튀어나온 뼈를 제거 시, 압력이 가하는 부

위에 압력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된다. 골수염 여부 확인을 

위해 조직검사도 필요 시 같이 시행한다. 

불완전한 죽은 조직 제거는 피판 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이

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건수술을 위하여,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죽은 조직 제거 후 생긴 결손부위 및 빈공간을 완벽하

게 피판으로 덮기 위해, 크기가 큰 피판이나 심지어 여러 개

의 피판이 필요할 수 있더라도, 감염에 영향을 받은 조직은 

근본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거해야 한다. 

수술방법 선택 

욕창부위의 죽은 조직이 적절하게 제거되면 결손부위를 

피복하기 위해, 재건방법을 선택해야한다. 비교적 작지만 보

존적 치료로도 낫지 않는 2, 3 단계 욕창에서 기술적으로 시

행하기 용이한 즉각적인 일차 봉합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합병증으로 상처 벌어짐이 빈번히 나타날 수 있어 대부분 피

판술을 시행한다[14]. 

보다 광범위한 3, 4단계 욕창의 수술방법에는 피부 피판, 

근육을 이용한 재건술 및 피부이식술, 근육경, 근육피판 또

는 근막-피부판술 혹은 유리피판술 이용한 재건수술 방법이 

있다[7,15]. 반면에 피부이식은 일반적으로 상처를 덮기에 

충분한 강도나 부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욕

창의 수술방법으로는 추천되지 않는다[16]. 

수술방법 선택에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궤

양의 위치, 환자의 척추손상 위치, 이전 궤양 정도 및 수술

경력, 거동가능 여부 및 일상습관, 교육상태, 동기부여 정도 

및 관련된 기저질환 등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다[17,18].

근육, 근막-피부 피판술

욕창수술에 있어서, 근육 사용에 대한 적응증은 아직 제

대로 정의되지 않았다. 근육은 피부나 피하조직보다 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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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괴사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로는 피부는 손상되

어 있지 않지만 그 심부에는 괴사된 근육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쥐모델 동물실험에서 피부와 뼈사이에 있는 

근육은, 증가된 근육 부피로 인해 피부에 닿는 압력의 영향

을 분산시켜서 피부 궤양률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다[19]. 

피부이식 및 다른 피판과 비교해서, 근육 또는 근막피부피

판의 장점은 빈 공간 및 큰 결손부위를 부피 있는 근육으

로 채울 수 있고, 피판에 보다 나은 혈류공급을 할 수 있으

며, 또한 근육이 차단벽으로 작용하여 수직으로 감염이 퍼

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특히 골수염이 동

반된 욕창환자 상처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 많은 연

구에서 근육 피판은 피판 디자인에 있어 유연성을 갖고 있

어, 피부구성 부분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장

점도 알려져 있다(Figures 1,2). 

천공지피판술

천골 주변 천공지를 사용하여 들

어 올린 근막피판을 이용해서 천골 

부위 욕창을 성공적으로 덮은 사례

를 1988년 처음으로 보고했다[21]. 

이후 Koshima 등[22]에 의해 상둔

부동맥 천공지피판을 이용하여 전

자 및 좌골 욕창을 덮는데 좋은 결

과가 발표되었다. 

천공지피판(perforator-based 

flap)은 근육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욕창 재발 시 또 다른 미래의 대비

책이 마련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피판 디자인 시, 

봉합선을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

는 부분과 떨어지게 디자인해서 창

상의 균열을 줄일 수 있다. Hig-

gins 등[23]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

을 보존하는 천공지피판을 이용한 

욕창재건은 환자의 보행기능의 손

실을 예방하며, 수술 후 올 수 있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하고 감각이 있는 환

자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이다.

천공지에 기저를 둔 피판을 이용한 욕창의 재건은 박리를 

최소화하면서, 수술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또한 한두 개의 천공지만으로도 충분히 큰 

크기의 피판을 거상할 수 있으며, 천공지를 중심으로 피판의 

회전반경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둔부의 어느 부위에

서나 재건이 가능하다(Figure 3).  

최근 후향적 분석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이

나 재발률을 비교했을 때, 근육피판술과 천공지피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4-26]. 

따라서 어떤 피판으로 수술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로는 환자 개인 및 상처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27-29]. 

천공지피판 수술 진행 시, 욕창환자에서 수술 전 도플러를 

Figure 1.  Photographs of infective pressure ulcer on sacral lesion in 70-year-old female. The large defect area was 
covered by bilateral superior gluteal musculocutaneous flap. (A) Preoperative view. (B) Massive debridement with 
ostectomy were performed. (C) Immediate postoperative view.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A B C

Figure 2.  Photographs of pressure ulcer on left great trochanter area in 70-year-old paraplegic female. The lesion 
was covered by tensor fascia latae musculocutaneous flap. (A) Preoperative view. (B) After necrotic tissue debride-
ment. (C) Flap elevation. (D) Immediate postoperative view.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A C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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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천공지 위치를 파악하고, 욕창의 결손부위의 크기

와 모양에 따라 피판을 디자인한다. 디자인된 피판의 경계면

을 따라 절개를 시행하여, 건강한 천공지를 찾을 때까지 근

막과 근육 사이를 전기소작기 등으로 조심스럽게 박리를 진

행한다. 이후 혈류가 좋은 확실한 천공지 한두 개만 남기면

서, 주변 근육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피판의 이동에 제한을 

주지 않고, 장력에 무리가 안가는 상태에서 피판을 거상한

다. 거상된 피판을 결손부위로 회전 및 이동시킨 다음 고관

절을 굴곡시켜, 피판이 충분히 이

동됨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천공지

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어 손상받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삽입하고 일

차 봉합을 한다.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공지 주변 박리가 피판

의 생존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 예

상되는 경우이거나, 천공지피판을 

시행하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

우, 근피판의 형태로 재건을 시행

할 수도 있다. 

유리피판술

자주 시행되지는 않으나, 다른 

피판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이거

나, 욕창의 죽은 조직에 대하여 변

연절제술 시행 시 건강한 천공지를 

수혜부 혈관으로 발견할 경우, 욕

창의 재건술 치료 중 하나로 유리

피판(free flap)을 시행할 수 있다

[30-34]. 이전 관련 연구에서도 유

리피판술로 시행된 욕창재건 사례

들이 있다. Hill 등[35]은 대퇴근막

장근 및 피부를 포함한 유리피판술

로 허리 아래쪽 욕창 재건을 시행

하였다. 감각보존은 외측 대퇴부 

피부신경을 혈관경에 포함해서 유지하였다. Yamamoto 등

[36]도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심부대퇴부 피부가지 혈관을 

이용한 가쪽허벅지근막유리피판(anterolateral thigh free 

flap)을 이용하여 욕창환자에서 성공적으로 재건한 사례를 

보고하였다(Figure 4). 좌골에 생긴 욕창 역시 후방 경골동

맥을 이용한 내측 발바닥 근막피부피판을 이용하여 재건가

능하다. 전신마비 환자에서 발바닥 근막유리감각보존피판을 

이용할 경우, 거동이 불편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발바닥 쪽 

Figure 3.  Photographs of pressure ulcer on ischial lesion in 59-year-old paraplegic male. The defect area was cov-
ered by inferior gluteal artery perforator flap. (A) Preoperative view. (B) 8 cm×5 cm right ischial defect after debride-
ment. (C) Appearance of elevated inferior gluteal artery perforator flap. (D) Immediate postoperative view.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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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otographs of pressure ulcer on great trochanter lesion in 67-year-old male. He was operated by using 
anterolateral thigh free flap. (A) Preoperative view. (B) After debridement. (C) Photographs of harvested anterolat-
eral thigh free flap. (D) Immediate postoperative view.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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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 좌골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감각으로 옮겨지면서 

욕창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37]. 

욕창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재건술

 1. 천골부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둔근 근육-피부 또는 근막-피부 피

판은 상하대둔혈관경(superior and inferior gluteal pedicle)

을 가지고 있어, 혈류가 좋고 충분한 연부조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양측의 대둔근피판으로 

가지고 온 경우 양쪽 대둔근 손상에 의해, 추후 보행의 장애

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25,26]. 따라서 대둔근피판술은 

절골술까지 시행한 깊고 비교적 큰 욕창을 가진 보행 불가능

한 환자에서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Figure 1).

하둔대퇴피판은 하둔동맥의 하행분지에 기저를 둔 피부

근막피판으로 후퇴피부신경(posterior femoral cutaneous 

branch)을 포함하고 있다[9]. 장점으로 혈류 및 감각이 유지되

고, 연부조직의 부피 또한 적당하며, 넓은 부위를 덮을 수 있

으며, 보행에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나, 혈관신경 박리 시 비

교적 복잡한 주변 혈류로 인하여 수술시간이 대둔근 피판술보

다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보행가능한 환자에서 욕창이 깊지 않

고, 넓은 부위에 퍼져 있는 경우 적합한 수술이라 할 수 있다. 

2. 좌골부위

욕창에는 대둔근 피판, 대퇴이두근피판, 하둔대피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15,23]. 주로 휠체어나 오래 앉아있는 하지

마비 환자에서 잘 생기는 욕창 부위로 대퇴이두근피판 및 하

둔대퇴피판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Figure 3). 

3. 대전자부위

대전자부 욕창에는 대퇴직근피판(rectus femoris muscle 

flap), 외측광근판(vastus lateralis muscle flap) 및 대퇴근막

장근 근막-피부 피판(tensor fascia lata musculocutaneous 

flap) 등을 사용할 수 있다[20,25,26]. 대전자부 욕창에서는 

상대적으로 천공지피판을 사용하기보다 근피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하둔동맥의 사용을 추후 좌골이나 천

골부위 욕창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아껴두기 위함이

다. 대퇴직근근피판은 수술 후 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

며, 외측광근판은 수술 술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근피판 

이동의 한계성 등으로 보행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거의 사

용하지 않는다. 대퇴근막장피판은 외측대퇴근동맥에서 분지

된 혈관을 포함하고 있어 혈류 및 감각이 좋으며, 혈관경 위

치가 골반전면(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 직하방으

로 8-10 cm 지점에 비교적 일정하게 위치해 있어 수술의 어

려움도 없고, 수술 후 보행의 장애가 없기에 대전자 부위에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수술방법으로 

알려져 있다(Figure 2).

결론

욕창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더 효과적인 예

방방법 및 치료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수많은 치료재료와 수술방법들이 현

재도 개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압력완화, 환자의 영양상태 

및 적절한 상처관리를 최적화하는 다각적인 평가뿐만 아니

라 필요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욕창의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일차적으로 변연절제술부터 시작해서 

큰 결손부위 덮기 위해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 여러가지 피판

술이 시행될 수 있다.  

찾아보기말:  욕창; 치료; 수술; 재건; 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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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욕창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여 부

담이 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예방방법 및 치료전략에 대한 중

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보통 1-2기의 욕창에서는 보존적 드레

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근육이나 뼈를 침범한 3-4기 이상

의 욕창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만성 창상

의 대표적인 질환인 욕창의 다양한 수술적 치료방법에 대한 최

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수술 방

법과 함께 욕창의 발생 부위에 따라 체계적이고 세밀한 수술적 

치료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욕창을 치료하는데 좋은 가이드를 제

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임상 현장에서 욕창의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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