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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eatures, risk scores and risk factors for deep vein thrombosis in criti-
cally ill patients who developed deep vein thrombosis in their lower extremitie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prospective 
descriptive study were 175 adult patients who did not receive any prophylactic medication or mechanical therapy during their 
admiss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Results: The mean age was 62.24 (±17.28) years. Men made up 54.9% of the participat-
ing pati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body mass index, and leg swelling between patients who developed 
deep vein thrombosis and those who did not have deep vein thrombosis. The mean risk score was 6.71(±2.94) and they had 
on average 4.01(±1.35) risk factors.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body mass index (odds ratio=1.14) and leg swelling 
(odds ratio=6.05)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ep vein thrombosis. Conclusion: Most critically ill patients are in the poten-
tially high risk group for deep vein thrombosis. However, patients who are elderly, obese or have leg edema should be  closely 
assessed and more than one type of active prophylactic intervention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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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은 폐색전을 유발하

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널리 알려져 있

다. 폐색전증이 발생한 환자는 1/4 정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혈전후증후군과 정맥궤양형성을 포함하는 만성정맥부전증의 결

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hn & Heit, 2003). 

DVT 발생 원인은 혈관벽 손상, 혈류 정체 및 과응고 경향의 세 가

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으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혈전 억

제 성향보다 더 활성화되어 나타나면 DVT가 발생할 수 있다(Phil-

lips, Macmillan, & Tweed, 2004). 이러한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나 질환은 대수술, 고관

절이나 슬관절치환술과 같은 정형외과 수술, 척수손상과 같은 외

상, 악성종양,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고령, 비만, 장기간의 침상안정

으로 인한 부동 및 DVT 과거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알려져 있다

(Caprini, 2005; Cook et al., 2005). 

외국의 경우 환자집단에 따라 DVT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토콜에 따른 약물적 또는 기계적 중재

의 DVT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꾸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Caprini, 2005; John & Heit, 2003; Yablon et al., 2004). 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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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동반하는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예방적 중재가 제공되지 않은 중환자에서 DVT 발생률은 

13-31%로 보고되었다(Geerts & Selby, 2003). 약물적 또는 기계적 예

방중재가 제공되는 경우 중환자들에서 DVT 발생률과 유병률은 이 

보다는 낮은 3.0-11.1%로 보고되고 있다(Cook et al., 2005; Muscedere, 

Heyland, & Cook, 2007; Yablon et al.) 따라서 서구에서는 DVT가 중

환자들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 구체적 지침

과 프로토콜에 따라 중환자들의 DVT 위험도를 사정하고 위험 정

도에 따라 적절한 예방적 중재와 간호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일반

적 실무 현황이다(Caprini; Schuerer et al., 2005).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DVT 발생률은 고관절이나 슬관절 

수술 환자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었으며 고관절 수술환자에서는 

6.2%(Choo, Lee, Seo, & Kim, 2006), 소화기암 수술환자에서는 

7.5%(Kim et al., 2004)로 보고되었다. 간호사의 DVT에 대한 지식과 

간호수행을 조사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 간호사 367명 중 66.8%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동에 DVT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의 DVT 예방 간호 수행정도는 32

점 만점에 평균 21.40(±6.42)점으로 나타났으며 DVT 관련 간호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DVT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지식 정도, 

DVT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 정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및 치료 방

법에 대한 프로토콜 시행여부, DVT에 대한 관심 정도 등으로 나타

났다(Choi & Min, 2011). 

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연구는 신경외과 중환자들에서 

압박스타킹과 간헐적공기압축기중재가 하지정맥혈류 개선에서 얼

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한 연구가 한 편 있었을 뿐이다(Kim, Kim, 

Woo, Lym, & Lee, 2009). 중환자들에서 DVT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국내의 연구 결과 보고는 없었다. 하지

만, 일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예방적 중재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던 중환자에서 DVT 발생률은 15.1%(Xu et al., 

2008), 유병률은 두 연구에서 11.9%(Xu et al.)와 15.2%(Wilasrusmee et 

al., 2009)로 보고되었으며, 예방적 중재가 제공된 경우에 유병률은 

13.5%(Taniguchi et al., 2009)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생활습관의 서구

화 및 노령인구 증가로 국내에서 DVT 환자 발생률이 늘어가는

(Yim, Woo, & Byun, 2007)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들에서 DVT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적절한 예방적 중재가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중환자들의 DVT 발생 위험과 적극적인 예방

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인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

산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 고위험 중환자의 적절한 감시와  예방을 

위한 중재적 간호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욱이 대

부분의 중환자들은 출혈 위험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혈

전예방 약물의 투약보다는 다단계압박스타킹이나 간헐적공기압축

기와 같은 기계적 중재요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적용, 유지, 관리 및 적용 필요성에 대한 사정에서 간호사들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DVT의 주요 증상은 침범된 다리의 통증, 압통, 부종 및 체

온상승 등으로 다른 질환과 감별진단이 쉽지 않거나 하지 혈관내

에서 생성되더라도 특징적인 관련 증상과 징후가 동반되지 않는 경

우도 많아(Caprini, 2005; Cook & Crowther, 2010; Crowther et al., 

2005) 증상과 징후 감시만으로는 발생확인이 어렵다. 또한 인종, 비

만, 나이,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위험인자들의 영향

력은 대상자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Beck, 2006; Keenan & 

White, 2007; Kim, Cho, Jin, Khurana, & Bae, 2011), Geerts, Cook, Selby

와 Etchells (2002)는 중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혈·색전위험, 위험요인 

및 예방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내 중

환자들에서 DVT 발생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주요 위험요인

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시점에 국내 환자들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중환자들이 고위험 집단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 간호중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 중에서 

어떤 환자들이 DVT 발생위험이 더 높은지, 즉 DVT가 발생한 중환

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중환자에서 DVT 발

생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간호사들

이 고위험 환자를 확인하고 고위험 환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감시

와 예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DVT가 발생한 중환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들의 DVT 발생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을 통하여 중환자

들을 위한 DVT 예방 프로토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중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중환자

의 특성을 비교한다.

둘째, 중환자의 심부정맥혈전증 위험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중환자의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VT가 발생한 중환자들의 특성과 중환자들에서 D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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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내·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DVT 예

방을 위한 약물적 또는 기계적 중재가 제공되지 않았던 18세 이상 

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중환자 175명 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시

와 입원 중에 DVT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적 또는 기계적 중재

가 제공된 환자 및 단기간(2-3일 이내) 집중적 관찰을 위해 입원하

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숫자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DVT가 발생한 중환자와 발

생하지 않은 중환자 특성 비교를 위한 t-test에 필요한 최소 연구대

상자 숫자는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중간크기의 효과

일 경우 총 128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DVT 예방 프로토콜은 없

었으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이나 항혈전스타킹 등에 대

한 예방적 조치가 처방되었다. 해당 병원 중환자실 QI 활동의 일환

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ICU 입원환자들 중 두개내 출혈이나 응고지

연과 같은 이유로 항응공제 투여가 금기였던 대상자 295명중 단지 7

명만이 혈전예방스타킹이나 간헐적공기압박기와 같은 기계적 요법

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분자량헤파린과 같은 항혈전

제를 투여 받았던 경우도 극히 드문 상황이었다. 

 

3. 연구 도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의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고 대상자들의 심부정맥혈전증 위험도

를 확인하기 위해 Caprini (2005)가 제시한 위험인자 평가표를 사용

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대상자들의 DVT 발생여부는 혈관초음파 검

사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환자들의 중증도는 2005년 중환자 분

야회에서 개발한 ‘중환자 분류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 심부정맥혈전증 위험도

Caprini (2005)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를 점수화한 

평가표를 이용하여 DVT 위험도를 분류하였다. 각 항목들은 위험 

정도에 따라 1점 항목, 2점 항목, 3점 항목 및 5점 항목으로 나누었

다. 또한 총점수에 따라 경도, 중증도, 고도, 최고도로 나누었으며, 1

점 이하의 경도 위험군은 특별한 예방요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기 

거동이 권장되는 그룹이며, 2점의 중증도 위험군부터 3-4점의 고

도 및 5점 이상의 최고도 위험군까지는 예방요법으로서 약물 요법 

및 물리적 요법이 필요한 그룹이다. Caprini가 제시한 위험인자들 

중에서 ‘루푸스항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 양성’, ‘항카디오리

핀항체(anticardiolipin antibodies) 양성’, ‘Factor V Leiden’, ‘혈중 호모

시스테인(homocysteine) 증가’, ‘프로트롬빈(prothrombin) 20210A 양

성’,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 및 ‘선천적 또는 후천적 혈전경향’ 

등은 3점 항목으로 환자기록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중에 의무기록지에 

위의 문제를 가진 것으로 기록된 대상자는 없었다. 또한 ‘Factor V 

Leiden’ 과 ‘프로트롬빈 유전자 돌연변이 20210A 양성’은 아직 한국

인에서는 보고된 예가 없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1점 항목은 ‘경

구용 피임제 또는 호르몬 대체 요법’, ‘임신 또는 출산 1개월 미만’, ‘원

인불명의 사산’, ‘습관성 유산(3회 이상)’,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미숙

아 또는 태아성장지연’ 등의 항목이 있다.

2)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측정

대상자들의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Medison Accuvix V10-2D Image Technology 기기를 이용하여 복부

에 있는 총장골정맥, 외장골정맥과 함께 다리에서 대퇴정맥, 오금

정맥, 척골정맥에 혈관초음파(duplex scan)를 실시하였다. 검사시간

은 평균 1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전문 검사자가 복부와 대퇴부위의 정맥에서 duplex scan을 통해 

심부정맥혈전 발생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2인의 혈관외과전문의가 

최종 확인하였다. 각 대상자들은 1-2회의 duplex scan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97명은 총 2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1차나 2차 

검사에서 DVT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DVT 양성 환자로 분

류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대해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09-1687). 중환자들의 경우 대부

분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진정제 사용이 빈번하여 환자로부터 직

접 연구 참여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여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의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서 권리 등에 대

해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먼저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

원을 하면 잠재적 연구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 서명

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의 경우 환

자기록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 1-2

회에 걸쳐 duplex scan을 이용하여 하지 정맥과 하복부 정맥에서 혈

전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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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 분석하였다. 대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의 서술적 

통계치를 구하였고 DVT가 발생한 중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중환자

의 일반적 특성과 의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는 카이자승 검증과 t-

test 및 ANOVA 검정을 하였다. DVT 발생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duplex 스

캔에서 17명에서 DVT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시한 2차 

스캔에서는 10명에서 새롭게 DVT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로써 연구대상 중환자 175명 중에서 27명의 중환자에서 DVT가 발

생하였다.  

대상자들의 나이는 평균 62.24세(±17.28)였고 범위는 18-94세 이

었다. 대상자들의 체표면적(body mass index, BMI)은 평균 22.29kg/

m2(±3.95)였고 범위는 최소 13kg/m2에서 최대 34kg/m2였다. 대상자

들의 평균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약 13일이었고 DVT 위험점수는 

평균 6.71점(±2.94)이었다. 

대상자 중에 남자는 54.9%로 여자 45.1%보다 약간 많았으며 입원

병동은 외과중환자가 113명(64.6%)으로 내과중환자보다 많았다. 대

상자들의 32.6%는 수술을 받은 환자였고, 중증도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등급 이상이었다. 의식수준은 다양하였으며 ‘혼수/진정 상태’

에 있는 환자가 34.9%로 가장 많았고 31명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

였다. 하지에 부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환자는 모두 8명이었다. 지

난 한달 이내에 폐렴이 있었던 대상자는 모두 19명이었고, 중심정맥

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98명으로 나타났고 120명의 환자들이 기

계환기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28명이 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이었

다(Table 1).

2.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발생환자와 비발생 환자의 특성 비교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나이, BMI 및 하지 부종이었다. 나이에서는 DVT가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 69.56(±12.57)세로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의 60.91(±

17.72)세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비만도에 있어서도 DVT 집단이 평

균 24.35(±4.50)로 비발생 집단의 21.98(±3.78)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에서 하지부종 발생빈도는 DVT 발생집단

에서는 14.8%였으나 비발생집단에서는 2.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DVT 위험 정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은 평균 4.01(±1.35)개의 DVT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소는 1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1점’ 항목 중에서 대상자에게 가장 빈도가 많았던 

위험 인자는 현재 침상안정 상태가 131명(74.9%)이었고, 기계환기기 

적용 환자는 120명(68.6%), 나이 41-60세 이었던 환자는 모두 55명

(31.4%) 순이었다. ‘2점’ 항목 중에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환자들이 

98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5분 이상의 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58명(33.1%)으로 많았다. ‘3점’ 항목에서는 연령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45명(2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관절이나 골반 및 

무릎 골절 환자가 6명(3.4%)이었다. 마지막으로 ‘5점’ 항목 중에서는 

1개월 이내 허혈성뇌졸중 환자가 5명(2.9%), 다발성 외상 환자가 5명

(2.9%)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Table 2).  

4. DVT 발생 영향 요인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의 특성

에 대한 단변량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나이, BMI, 하지부

종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지부

종과 BMI만이 유의한 DVT 발생 영향 요인이었다. 하지 부종이 있

는 경우 DVT 발생 위험은 없었던 환자에 비해 6배 높았고 BMI가 

한 단위 증가하면 대상자들의 DVT 발생 위험은 약 1.14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Hosmer -Lemeshow 통계량은 

χ2 =7.35, p= .480, 분류정확도는 88.8%였으며 Nagelkerke R2 = .13이었

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내·외과 중환자의 DVT 위험정도와 DVT 영향 요인 확

인을 목적으로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주요 결과는 연구대

상자 175명 중 27명에서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 DVT가 확인되었

으며, DVT 발생 집단과 비발생 집단의 특성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변수는 연령, BMI와 하지부종이었다.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BMI와 하지부종이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 중 DVT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대상자는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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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고관절 수술환자(Choo et al., 2006)와 소화기

암 수술 환자(Kim et al., 2004)에서 보다는 높았으며 슬관절 수술(to-

tal knee arthroplasty)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Kim 등(2011)의 연구

에서 26.60%보다는 낮았다. 또한 예방적 중재가 제공되지 않은 중환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외 연구에서 13-31% 보다는 대체로 적은 

결과였다(Geerts & Selby, 2003: Yablon et al., 2004). 하지만 13%로 더 

낮게 나온 결과도 있으므로 좀 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 후속 연

구를 통해 한국의 중환자들에서 DVT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환자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DVT 위험점수는 평균 6.71(±2.94) 

이였으며 대상자들은 평균 4개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Kim

과 Brophy (2009)의 연구에서 외상성 또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중환

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DVT 위험인자 개수는 4.9(±1)개로 

본 연구에서 4개와 유사하였다. Caprini (2005)는 위험점수가 5점 이

상인 경우 최고도의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현재 연구에서 

위험점수는 평균 6.71점이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ith DVT and without DVT ( N =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DVT(+ ) (n=27) DVT(- ) (n=148) χ2 or F or t (p)

Age (yr) 62.24±17.28  69.56±12.57  60.91±17.72 -3.06 (.004)

BMI (kg/m2), (N=152) 22.29±3.95 24.35±4.5 21.98±3.78 -2.54 (.012)

ICU stay (days)  13.09±13.43  16.04±15.06  12.55±13.01 -1.24 (.215)

DVT risk scores 6.71±2.94 7.22±2.78 6.62±2.97 -0.98 (.330)

DVT risk level low (0-1)
Moderate (2)
High (3-4)
Highest (≥5)

1 (0.6)
7 (4.0)

34 (19.4)
133 (76.0)

0 (0.0)
1 (3.7)
4 (14.8)

22 (81.5)

1 (0.7)
6 (4.1)

30 (20.3)
111 (75.0)

(.865)*

Gender Male
Female

96 (54.9)
79 (45.1)

17 (63.0)
10 (37.0)

79 (53.4)
69 (46.6)

0.85 (.405)

Ward MICU
SICU

61 (35.0)
113 (65.0)

13 (48.1)
14 (51.9)

48 (32.7)
99 (67.3)

2.41(.130)

Operation No
Yes

118 (67.4)
57 (32.6)

20 (74.1)
7 (25.9)

98 (66.2)
50 (33.8)

0.64 (.507)

Severity† Level 3
Level 4
Level 5

1 (0.6)
26 (14.9)

147 (84.5)

0 (0.0)
4 (14.8)

23 (85.2)

1 (0.7)
22 (15.0)

124 (84.3)

0.19 (.911)

Level of consciousness Alert
Drowsy
Stupor
Coma/Sedation

38 (21.7)
45 (25.7)
31 (17.7)
61 (34.9)

5 (18.5)
6 (22.2)
7 (25.9)
9 (33.3)

33 (22.3)
39 (26.4)
24 (16.2)
52 (35.1)

1.54 (.674)

Mortality Death
Alive

31 (17.7)
144 (82.3)

4 (14.8)
23 (85.2)

27 (18.2)
121 (81.8)

0.18 (.668)

Swollen legs No
Yes

167 (95.4)
8 (4.6)

23 (85.2)
 4 (14.8)

 144 (97.3)
4 (2.7)

(.021)*

Pneumonia 
  (<1 month)

No
Yes

156 (89.1)
19 (10.9)

 23 (85.2)
4 (14.8)

 133 (89.9)
15 (10.1)

(.501)*

History of prior major surgery 
  (<1 month)

No
Yes

166 (94.9)
9 (5.1)

 26 (96.3)
1 (3.7)

 140 (94.6)
8 (5.4)

(1.000)*

Central venous
  access

No 
Yes

77 (44.0)
98 (56.0)

 14 (51.9)
13 (48.1)

 63 (42.6)
85 (57.4)

0.80 (.404)

Mechanical 
  ventilation

No 
Yes

55 (31.4)
120 (68.6)

 8 (29.6)
19 (70.4)

47 (31.8) 
101 (68.2)

0.04 (1.000)

Malignancy
  (present or previous)

No
Yes

147 (84.0)
 28 (16.0)

 20 (74.1)
7 (25.9)

 127 (85.8)
21 (14.2)

2.34 (.152)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o
Yes

169 (96.6)
 6 (3.4)

 25 (92.6)
2 (7.4)

 144 (97.3)
4 (2.7)

(.232)*

Patients confined to 
  bed (>72 hours)

No
Yes

 133 (76.0)
42 (24.0)

 20 (74.1)
 7 (25.9)

 113 (76.4)
35 (23.6)

0.07 (.809)

BMI=Body mass index; ICU= Intensive care unit; DVT=Deep vein thrombosis;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Surgery intentive care unit.
*Fisher's Exact test result; †Measured by Workload Management System for Critical Care Nurses (WM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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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최고도의 위험을 가진 집단이며, 약물적 중재나 비약물

적 예방 중재가 개별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DVT 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DVT 발생 집단과 비발생 집단 사이에 단

변량 비교에서 나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와 일치하였다. 태국의 외과중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Wilasrus-

mee 등(2009)의 연구와 신경재활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Yablon 등(2004)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나이는 유의한 위험인자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은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Wilasrusmee 등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데, 이 연구에서도 나이

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역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가 62.24세로 고령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상관정도는 높지 않았지만 나이와 위험점수

(risk scores)와의 상관계수 r= .31 (p< .001)로 유의하여 연령이 증가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위험 요인이 동반되어 전반적으로 위

험점수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 추

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

자실에 입원환자 중 동시에 여러 개의 위험 인자를 가지는 고위험 

대상자이면서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예방

적 중재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고령의 

중환자에 대해서는 DVT 발생 위험에 대한 세심한 사정 및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적 중재가 필요함을 주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BMI의 경우 DVT 발생 집단은 24.35(±4.5)였고 비발

생 집단은 21.98(±3.78)로 발생 집단의 BMI가 유의하게 높았다. 비

만은 운동제한이나 섬유소용해 활성화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서 

오래전부터 DVT 위험 인자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외국의 선행연

구(Goldhaber et al., 1997)에서와 같이 비만도가 BMI 29 이상인 경우 

상대적 위험도가 3.0인 반면 한국인은 경도의 비만에서도 질병을 

일으키기 쉬워 비만의 기준이 BMI 25이상으로 되어 있다(Park, 

Park, Oh, & Yoo, 2008). 한국인에서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반

영되었는데, DVT가 발생한 집단의 평균 BMI는 일반적인 비만 기준

보다 약간 낮은 24.35(±4.5)였다. 하지만 DVT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

자들의 비만도 보다는 유의하게 더 높은 수치였다. Kim 등(2011)의 

최근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67.9세(범위 51-84세)의 위험도가 낮

은 슬관절 수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나이는 DVT 발

생집단과 비발생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BMI의 경우도 

35이상의 비만 집단에서만 정상 체중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비만도가 25 이하

인 환자이더라도 다른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환자의 경

우 주기적인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

됨을 주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하지 부종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환자는 총 8명이

었으며, DVT 발생 중환자와 비발생 중환자가 각 각 4명이었고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 부종(swelling)은 가장 흔한 

하지에 발생한 DVT 증상과 징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Korean So-

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2009). 본 연구에서 DVT 발생 중

환자들에서 나타난 하지 부종이 DVT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DVT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 4명에서도 비율은적

지만 하지 부종이 있었고 그리고 하지 부종은 ‘장기간 부동 상태’와 

같은 다른 위험인자와도 연관이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

Table 2. Risk Factors and Scores of DVT in ICU Patients       ( N =175)

Risk factor Risk score n (%)

Currently at bed rest 
Mechanical ventilator therapy
Age 41-60 yrs
Pneumonia (<1 month)
Prior major surgery (<1 month)
Swollen legs (current)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psis (<1 month)
Congestive heart failure (<1 month)

1 131 (74.9)
120 (68.6)
55 (31.4)
19 (10.9)
9 (5.1)
8 (4.6)
6 (3.4)
6 (3.4)
2 (1.1)
1 (0.6)

Central venous catheter
Major surgery (>45 minutes)
Age 61-74 yrs
Confined to bed (>72 hours)
Malignancy (present or previous)
Immobilizing plaster cast (<1 month)

2 98 (56.0)
58 (33.1)
55 (31.4)
42 (24.0)
28 (16.0)
3 (1.7)

Age over 75 yrs
Hip, pelvis or leg fracture (<1 month)
History of DVT/VE

3 45 (25.7)
6 (3.4)
1 (0.6)

Stroke (<1 month) 
Multiple trauma (<1 month)
Acute spinal cord injury (paralysis,<1 month)
Elective major lower extremity arthroplasty

5 5 (2.9)
5 (2.9)
2 (1.1)
1 (0.6)

ICU= Intensive care unit.

Table 3. The Predictors of Developing DVT in Lower Extremities 

Characteristics B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p
Lower Upper

BMI 0.13  1.00  1.28  1.14  .045

Swollen legs 1.80  1.30 28.16  6.05  .022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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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지 부종이 있으면서 다수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는 중환

자 역시 적절한 예방적인 중재가 필수적인 집단임을 주지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에서 대상자들에서 하지 부종의 발생

여부는 하지 둘레의 변화 비교와 같은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자료

가 아니라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판단에 의한 기록에 근거하였으므

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측정을 병행하여 재확인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DVT가 발생한 집단의 DVT 위험점수는 7.22점(±

2.78)으로 DVT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의 위험점수 6.71점(±2.94) 보

다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ICU에 입원하

는 환자들은 대체로 5점 이상의 최고도 위험환자가 많은 것을 의미

하며 기본적으로 DVT 위험점수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위험환자를 

제대로 선별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연구에서 제시된 

BMI나 하지부종이외에도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변수들의 

경우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은 ICU 입원

기간, 기계환기기 적용기간 및 72시간 이상 부동이었다. 선행연구

(Cook et al., 2005; Muscedere et al., 2007; Wilasrusmee et al., 2009)에서

는 ICU 입원기간에 따른 DVT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DVT가 발생한 대상자들의 입원기간은 약 16.04일로 

비발생 대상자들의 입원기간인 12.55일 보다 길었으나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DVT 발생 집단과 비발생 집단 사이에 기계환기기 

적용 유무나 적용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기계환기기요

법을 받는 환자들이므로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

만 기계환기기 적용기간과 관련한 선행연구(Cook et al., 2005; 

Muscedere et al., 2007)에서 기계환기 기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반영되어 2007년부터 국내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병원평가 심사기

준에서 기계환기기 적용 중환자에서 DVT 예방을 위한 중재 제공 

여부가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Kim과 Brophy (2009)의 

연구에서 72시간 이상 부동은 위험인자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입원 시에 이미 72시간 이상 부동 상태 였던 환자는 24%(42명)이

었고 이들 변수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2005년 중환자 분야회에서 개발한 ‘중환자 분류 도

구’로 측정한 대상자들의 중증도와 45분 이상이 소요되는 수술 시

행 여부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외과 중환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Wilasrusmee 등(200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에서 위험 요인으로서 중증도와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

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외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Schuerer 등(2005)의 연구에서 

프로토콜화된 방식의 예방적 중재 제공은 기존의 DVT 예방을 위

한 중재보다 DVT 발생률을 1.9%에서 1.0%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따라서 중환자들에서 DVT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DVT 발생 예방을 위한 적

극적인 중재 제공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포로토콜이나 지침에 따른 

단계별 예방조치의 제공이 필수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맥혈전 예방권고안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국내 

현실에 맞추어 제시한 수정안(Korean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2009)과 함께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한국 지침이 새

롭게 제시되고 있으나(Bang et al., 2010) 여전히 한국인에서 아직도 

충분히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위험 인자에 대한 정보는 추후 한국 환자를 위한 특히, 중환

자를 위한 예방적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하지심부정맥에 혈전증을 가진 중환자들의 특성을 확

인한 서술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실무의 발전적 

기여를 위해서는 비약물적인 중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서 압박스

타킹이나 간헐적공기압박기와 같은 비약물적인 중재 적용과 그 효

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내·외과 중환자의 DVT 위험정도와 DVT 영향 요인 확

인을 목적으로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중환자

실에 입실하여 DVT 예방을 위한 중재를 제공받지 않은 환자 175명

이였다. DVT가 확인된 환자는 모두 27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자들의 

DVT 위험점수는 평균 6.71(±2.94) 이었으며 대상자들은 평균 4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DVT 발생과 관련이 있었던 특

성은 나이, BMI, 및 하지부종이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BMI

와 하지부종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은 모두 고도 이상의 

DVT 발생위험을 가진 환자들이므로 모든 중환자들에게 프로토콜

에 따른 적절한 예방적 중재가 필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이거나 비만 환자 또는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약물

적 또는 기계적 예방 중재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고령자, 비만자 또는 부종환자와 같은 고위험

자에 대한 DVT 관련 증상과 징후에 대한 주기적인 사정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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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방적 중재가 제공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중재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관련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

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특히, t-test를 위해 필요

한 연구대상자는 G*Power 분석에 따르면 집단별로 68명이었으나 

DVT가 발생한 집단의 숫자는 27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발생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숫자를 증가시킨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고위험 집단인 중환자에서 위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예방

적 중재 제공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간헐

적 공기압박기와 압축스타킹과 같은 비약물적·기계적 중재와 같

이 간호사들의 관리가 필수적인 중재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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