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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욕창은압력과마찰력등의조합에의해뼈가두드러진피

부 부위에국소적인손상이생기는것을의미하며, 침대, 의자

등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와상환자나 장애인에서 신체조직

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압력에 의한 욕창

(pressure ulcer)이 발생한다. 임상적으로침대의누운자세에

서욕창 예방을위한가장효과적인케어방법은자세를최소

매 2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는데 편측으로 30도 회전

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전동 자세변환 침대의 사용성

평가에서상부와하부의조절 없이 10~40도까지침대의단순

편측회전을 실시하면, 각도에 상관없이 회전되는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

만아니라어깨, 골반, 대퇴부 등의다양한부위에서갑작스런

압통증가를호소하는부작용이발생한다. 따라서, 상부, 하부

의프레임을세밀한각도로조절필요성제시와아울러, 최적

의 편측회전 각도 도출에 대한 요구되고 있다.

전동자세변환침대의상체및다리의굴곡과편측회전조

건에 따라 골반부위 체압 변화를 비교하여 압력과 접촉면적

이증가되지않으면서욕창예방효과가있는각도조건 범위

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립재활원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

로참여의사를밝힌 20~30대건강한성인 20명(여성 10명, 남

성 10명)을 대상으로 BMI 지수가 18~30 사이인 자를대상으

로 시행하였다.

2.2 연구방법

본연구의 자세변환은 총 3번 수행하였으며 자세변환의 순

서는랜덤으로진행하였다. 기본값측정을위해, 1) 처음 0도

의수평으로설정된 침대에천장을바라보고누워 양손을몸

옆에편하게내려놓은자세로 20초동안유지하였다. 그다음,

2) 자세변환을한뒤 20초 동안유지후 측정을진행하였으며

3) 측정 후에는 바로 누운 자세를 20초로 유지하였다. (2)과

(3)를 총 3개 조건에 따라 교대로 반복하였다[그림1-2].

바로 누운 자세 ↔
교대 반복 편측회전으로 누운 자세

조건1 조건2 조건3

상 25° 상 30° 상 35°

편측 25° 편측 30° 편측 35°

하 25° 하 30° 하 35°

[그림 1] 실험방법

전동 자세변환 침대의 편측 회전각도 조건에 따른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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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동자세변환침대의상체및다리의굴곡과편측회전조건에따라골반부위체압변화를비교하여압력과접촉면적이
증가되지않으면서욕창예방효과가있는각도조건 범위를도출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자한다. 본연구는예비
연구로서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바로누운자세(앙와위)와 3개 편측회전 조건을 압력 측정 시스템(X-sensor,
Canada)을 사용하여 30초간의평균압력, 최대압력, 접촉면적을측정하고조건간에차이를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평
균압력, 최대압력, 접촉면적모두바로누운자세와 4개편측회전각도조건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
다. 본 연구에서 평균압력, 최대 압력, 접촉면적 모두 바로 누운자세와 4개 편측회전각도 조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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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동 자세변환 침대의 상부(①), 하부(②+③) 자세 제어

2.3 연구장비

본 연구에서는 JI-NB 1000 고급형 침대(JEONG IN ENS,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상부, 중부, 하부 각도를 조절하였

다. 이때 골반 부위의 최고 압력(mm Hg), 평균 압력(mm

Hg), 전체 접촉면적(cm2)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압력

측정 매트(PX100:36.36.02, XSENSOR, Canada)를 사용하였

고 X3 Medical V6.0(XSENSOR, Canada) 소프트웨어를사용

하였다[그림3].

[그림 3] 바로누운자세와 편측회전 누운자세 체압 예시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평균압력, 최대 압력, 접촉면적에

대한 평균과표준편차를구하고 one-way repetead ANOVA

를 사용하여 조건간에 차이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본연구에서평균압력, 최대압력, 접촉면적모두바로누운

자세와 3개편측회전각도조건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4. 결론

3개편측회전조건 모두 단기에는압력과면적이증가하지

않는영향을보였다. 앞으로장기자세변환에의한영향을검

증과다양한대상자의조건에따라영향을확인할필요가있

을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편측회전과 상/하부의 다양한 각도

조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을 통해 욕창예방 효과를

가지면서도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각도에대한후속연

구가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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