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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Meggitt’s 분류와 University of Texas 분류 체계(Table 

1; 이하, Texas 기준)로 질환의 중등도를 평가할 수 있다. Wagner-

Meggitt’s 기준은 1970년도에 만들어져 0∼5단계까지 총 6단계로 

족부 궤양을 구분하였고 0∼3단계는 연부 조직의 창상 깊이로, 4∼5

단계는 괴저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그러나 Wagner-Meggitt’s 분

류는 창상의 감염 정도와 독립적 위험 인자인 혈관 질환을 기술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Texas 기준은 창상 깊이에 따라 0∼

3단계로 분류하며 이에 더해 감염과 허혈로 각각 A∼D의 세부 단계

로 분류하여 총 16개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혈관 중재술이나 절단술 없이 치료할 경우 치료 실패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예측할 수 있어 현재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평가에 Texas 기

준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2-4)

서      론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당뇨의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당뇨 환자

의 당뇨 족부 궤양의 위험도는 1,000명당 68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간 80,000건 이상의 절단술이 시행되

고 있다.1)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창상의 깊이와 감염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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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group of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for diabetic foot ulcers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University of Texas Staging 
System for Diabetic Foot Ulcers, and we attempted to evaluate whether this staging system could be a criterion for treatment success us-
ing vacuum-assisted closure (VAC) technique.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32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diabetic foot ulcers according to the University of Texas Staging 
System for Diabetic Foot Ulcers. Of these, 24 patients who were evaluated as stage B according to the staging system were classified as 
Group 1, and 8 patients in stage D were classified as Group 2. After applying VAC, the treatment success rate was compared by evaluat-
ing the size and severity of ulcer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grade of granulation after VAC was on average 3.75±0.53 in Group 1 and 2.25±0.71 in Group 2. There was better granula-
tion after VAC application in Group 1 (p<0.01). The success rate of the treatment was 22 cases (91.67%) in Group 1 and one case (12.5%) 
in Group 2. Thu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ccess rate of treatment between groups 1 and 2 (Pearson’s chi-
square test, p=0.01; odd ratio 77.00, 95% confidence interval [CI] 1.26~14.66; relative risk 4.30, 95% CI 1.26~14.66).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was a higher success rate of treatment with VAC in stage B patients. The University of Texas 
Staging System for Diabetic Foot Ulcers can thus be an index for applying VAC to patients with infective diabetic foot ulcers.

Key Words: Foot, Diabetic foot ulcer, The University of Texas Staging System for Diabetic Foot Ulcers, Vacuum-assisted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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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로 체중 부하 제한, 감염 조절, 상처 관

리뿐만 아니라 혈관 중재술이나 변연 절제술을 포함한 수술적 처치

와 같은 침습적 처치를 시행한 환자의 약 25%에서 치료 실패를 보

고하며, 평균 16주의 장기간의 창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음압 

치료(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를 통한 상처 관리가 널

리 시행되고 있다.5,6) 음압 치료는 창상부에 축적되는 간질액을 지속

적으로 배액시킴으로써 소독 주기를 늘리고, 음압으로 인한 혈류 개

선 효과가 있으며, 세균 수를 감소시켜 감염의 기회를 줄인다. 또한 

창상 주위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효과로 단백질과 기질 형성이 증가

되어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최근 연구에서 당뇨병

성 족부 궤양에 음압 치료를 적용한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임상 결

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5,6) 음압 치료 적용을 위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저자들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가진 환자를 Texas 기

준에 따라 분류하고 모든 환자에게 음압 치료를 적용한 뒤 치료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Texas B군과 D군 환자에 대한 음압 

치료 적용 후 두 군에서의 치료 성공률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여 다

양한 양상의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에서 Texas 기준이 음압 치료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그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당뇨병성 족

부 궤양으로 진단 받고 음압 치료 시행 후 치료 완료까지 추적 관찰

이 가능했던 3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 방법을 통해 기간 경과

에 따른 궤양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최종 추시 결과를 비교 분석하

였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및 허혈

의 유무로 Texas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모든 대상에서 균주가 동

정되었으며 허혈 여부에 따라 B형 24명을 제 1군, D형 8명을 제 2군

으로 분류하였다. B형은 Grade 1이 8명, Grade 2가 14명, Grade 

3가 2명이었으며 D형은 Grade 1이 1명, Grade 2가 0명, Grade 3

가 7명으로 창상의 깊이에 따른 치료 반응도 고려해야 하겠으나 감

염을 동반한 궤양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치료 반응을 비교하기 위하

여 B형과 D형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고 괴사와 염증조직에 대

하여 일차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음압 치료를 적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음압 치료 기간을 비교하였다. 음압 치료는 폴리우레탄 폼

을 상처 크기나 모양에 맞추어 3∼5 cm 크게 재단한 뒤 상처에 밀

착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음압 치료기는 KCI-InfoV.A.C.® 

Therapy Unit (manufactured for KCI USA, Inc., San Antonio, 

TX, USA)을 사용하였고, KCI guideline에 따라 음압은 평균 75∼

150 mmHg로 설정하였으며 72시간마다 교체, 창상 확인하였다. 음

압 치료 기간 중 동정된 균에 대해 감수성 있는 항생제 사용과 더불

어 Texas D형 8명에 대해 혈행 개선의 목적으로 prostaglandin E1 

정맥 주사(성분명: alprostadil) 치료를 병행하였다. 감염이 조절되

지 않고 괴사가 진행되면 이차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육아조

직 형성 정도를 관찰하여 1주 이상 육아조직 형성이 진행되면 최종

적으로 피판 이동술이나 피부 이식을 고려하였다. 

궤양의 위치를 전족부와 후족부의 내측 및 외측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으며 최초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후의 창상 상태를 초기 궤양 창

상으로, 창상 관리 중 피판 이동술이나 피부 이식의 최종 수술적 처

치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수술이 예정된 상태의 창상을 최종 궤양 창

상이라 명명하고 각각의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하여 궤양 창상의 크

기를 조사하였다. 육아조직 형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자들이 

1∼4점으로 구분하였는데, 1점은 최초 궤양 창상 상태에서 개선이 

없는 상태로 육아조직 형성이 없는 골이나 힘줄이 노출된 상태, 2점

은 육아조직 형성은 있으나 골이나 힘줄이 노출되어 최종 수술적 처

치가 불가한 상태, 3점은 피부 이식이 가능한 정도로 육아조직이 잘 

이루어진 상태, 4점은 피판 이동술이나 직접 봉합이 가능한 정도로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상처 크기가 줄어 있는 상태로 구분하였다.9) 

최종 수술적 치료 후 상처가 악화되거나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를 치

료 실패로 정의하였다. 

이후 두 군에서의 인구학적 특성(Table 2)과 음압 치료 적용 전, 

후 창상의 상태 및 동정된 균주를 조사하였고, 치료 성공률을 평가

하였다. 통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IBM Corp., Armonk, 

Table 1.Table 1. University of Texas Classification of Diabetic Foot

Stage Grade 0 Grade 1 Grade 2 Grade 3

Stage A Preulcerative or 
postulcerative 
lesion 
completely 
epithelialized

Superficial 
wound, not 
involving 
tendon, capsule 
or bone

Wound 
penetrating 
to tendon 
or capsule

Wound 
penetrating 
to bone or 
joint

Stage B Infection Infection Infection Infection
Stage C Ischemia Ischemia Ischemia Ischemia
Stage D Infection and 

ischemia
Infection and 

ischemia
Infection and 

ischemia
Infection and 

ischemia

Table 2.Table 2. Dermographics

Dermographic
Group 1 
(Texas B)

Group 2
(Texas D)

p-value

Age (yr) 59.13±12.93 72.25±13.46 0.02
Sex -
  Male 19 7
  Female 5 1
Body mass index (kg/m2) 22.73±3.21 23.45±3.96 0.60
Disease period of diabetes 

mellitus (yr)
14.04±11.94 21.25±10.35 0.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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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USA)을 이용하였고, 비 연속 변수는 교차분석(Pearson’s chi-

squared test), 연속 변수는 T검정을 이용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KCHIRB-RE- 

2021-009)을 받아 진행되었다.

결      과

두 군 간의 음압 치료 유지 기간은 제 1군 5.13±6.79주, 제 2군

에서 3.75±2.71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압 치료 

전 평균 궤양 창상의 크기는 각각 제 1군 13.25±12.85 cm2, 제 2군 

20.63±18.72 cm2였고, 음압 치료 후 평균 최종 궤양 창상의 크기

는 제 1군 10.25±10.00 cm2, 제 2군 22.75±18.87 cm2으로 초기 

창상의 크기보다 작아진 경우가 제 1군에서 24명, 제 2군에서 0명이

었으며, 평균 최종 육아조직의 단계는 제 1군에서 3.75±0.53, 제 2

군에서는 2.25±0.71으로 두 군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호전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제 2군의 경우 평균적으로 최초 궤양 

창상에 비해 육아조직 형성은 있으나 최종 수술적 처치가 가능할 정

도의 육아조직 형성에는 실패했다(Table 3). 

초기 궤양 창상에서 동정된 감염균으로는, 제 1군 16명에서 복합 

균주, 8명에서 단독 균주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3명에서 다제 내성

균이 확인되었다. 제 2군에서는 1명에서 복합 균주, 7명에서 단독 

균주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5명에서 다제 내성균주가 확인되었다. 

두 군 모두 감염균주가 없는 사례는 없었다(Table 4).

궤양 창상이 확인된 제 1군 중 3명에서 피부 이식술, 21명에서 피

판 이동술을 시행하였고, 그중 2명에서 치료 실패가 확인되어 최종 

22명(91.67%)에서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치료에 성공했다(Fig. 

1). 제 2군에서는 피판 이동술을 시행한 1명(12.5%)에서만 치료에 

성공했고 나머지 7명에서는 최종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기 위한 육

아조직 형성에 실패하여 절단술을 시행하였다(Fig. 2, Table 5). 교

차 분석 결과 교차비 77.00 (95% 신뢰 구간 1.26∼14.66), 상대 위

험도 4.30 (95% 신뢰 구간 1.26∼14.66)으로 Texas 분류 B군에서 

음압 치료의 성공률이 Texas 분류 D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우수한 결

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Pearson’s chi-squared test: p<0.01, 

odd ratio 77.00 [95% CI 1.26∼14.66], relative risk 4.30 [95% 

CI 1.26∼14.66]).

고      찰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일차적인 치료는 적절한 혈당 관리와 충

Table 3.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Infective Diabetic Foot Ulcers

Characteristic
Group 1
(Texas B)

Group 2
(Texas D)

p-value

Ulcer location 0.75
   Fore foot-medial 15 6
   Fore foot-lateral 5 0
   Hind foot-medial 2 2
   Hind foot-lateral 2 0
Ulcer size (cm2) 13.25±12.85 20.63±18.72 0.22
Grade of granulation 1.83±0.38 1.00±0.00 <0.001
VAC maintenance (wk) 5.13±6.79 3.75±2.71 0.58
Ulcer size after VAC apply (cm2) 10.25±10.00 22.75±18.87 0.02
Grade of granulation after VAC apply 3.75±0.53 2.25±0.7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VAC: vacuum-assisted closure.

Table 4.Table 4. Micro-Organisms Cultured at Infective Diabetic Foot Ulcer

Group Single strains Complex strains
Multi-drug 
resistant  

micro-organisms

Group 1 8 cases 16 cases (3 cases)

Group 2 7 cases 1 case (5 cases)

A B

C D

E

Figure 1.Figure 1. (A) Infective diabetic foot ulcer 
classified as Texas grade B-stage 3 wound 
undergoing surgical debridement. (B) 
Granulation tissue was formed after surgi-
cal treatment and vacuum-assisted closure 
application for 6 weeks. Achilles tendon 
and marginal infective tissue were seen. (C) 
Second surgical management was done; Di-
rect closure was done for distal longitudinal 
wound and debridement was done around 
Achilles tendon, intractable wound. (D) Full-
thickness skin graft which was harvested 
at ipsilateral inguinal area was done. (E) No 
significant steno-occlusive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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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환자의 과거력, 생활 환경, 직업, 

치료 의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전신 상태와 궤양의 상태를 주기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사 조직이나 염증 조직은 변연 절

제술로 제거하고, 압력 부하를 줄이면서, 창상 관리를 시행해야 한

다. 세척술이나 변연 절제술 등의 수술적 처치와 함께 동정된 균주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세포 치료(cell therapy), 고압 산소 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 성장 인자 치료(growth factor treatment), 음압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허혈이 의심되는 경우 혈관 병변 확인을 위해 혈

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협착의 정도에 따라 prostaglandin E1을 이

용한 약물 치료부터 혈관 중재술 및 혈관 우회술을 고려해 볼 수 있

다.2,6) 

Karatepe 등10)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67명의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음압 치료(30명)와 표준 창상 치료(37명)

를 시행한 결과, 음압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SF-36 및 임상적 결과

가 우수하였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Prince와 

Sreejayan11)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0명의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환자를 창상 치료 군(50명)과 음압 치료를 적용한 군(50명)으로 

구분하여 시행했을 때, 음압 치료를 시행한 환자 군에서 치료 성공률

이 높고 절단술을 시행한 수도 적었는데, 이는 음압 치료가 육아조직 

형성을 향상시켜 창상 치유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Nather 등12)과 Paola 등13)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음압 치료의 적용에 적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14) 

본 연구에서 Texas B형의 환자 군에 대한 음압 치료 적용 시 다

른 저자들의 결과처럼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었으나, Texas D형

의 환자 군에 대한 음압 치료 적용 시에는 육아조직 형성에 있어 최

종 수술을 할 정도의 치료 효과는 얻지 못하였다. 이는 Texas D형의 

환자 군이 B형에 비하여 혈관 상태가 불량한 점이 이러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exas B형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환자

를 대상으로 음압 치료 적용 시 높은 치료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으

나, Texas D형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는 혈행 개선 

목적으로 prostaglandin E1 정맥 주사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수술적 

처치가 가능할 정도의 육아조직 형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음압 

치료를 이용한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치료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2군에서 음압 치료 후 오히려 궤양의 크기가 더 커졌는

데, 이러한 변화는 궤양의 단순 악화보다 치료 과정에서 궤양 주변부

의 허혈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여 나온 것으

로 생각되며 음압 치료에도 불구하고 괴사 범위가 크게 증가하는 경

우에는 음압 치료를 중단하였기에 2군에서의 음압 치료 기간이 상대

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 환자 수가 적었다는 점, 당뇨병성 

궤양의 위험 인자들과 음압 치료에 대한 다중 분석이 시행되지 않은 

점, Texas 기준의 A군과 C군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또 다른 한계로는 창상의 깊이에 따른 치료 반응도 고려해야 

하겠으나 Grade보다는 허혈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Texas 분류

의 이점을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로 Texas 기준 중 stage에 따른 차

이 이외에 Grade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음

압 치료를 고려할 때 Texas 기준을 적용한 선별적 음압 치료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더욱 많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전향적 연구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Table 5.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exas Classification and Success of the 
Treatment

Texas classification Success (n) Failure (n)

Stage B (n=24) 22 2
Stage D (n=8) 1 7
Total (n=32) 23 9

Pearson’s chi-squared test: p=0.01, odd ratio 77.00 (95% confidence 
interval [CI], 1.26~14.66), relative risk 4.30 (95% CI, 1.26~14.66).

A B

C

D

ATAATA occlusionocclusion

Figure 2.Figure 2. (A) Infective diabetic foot ulcer classified as Texas grade D-stage 
3 ulcer penetrating to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B) Arterial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red arrows indicate both anterior tibial artery (ATA) 
occlusion. (C) Osteolysis proceeded despite surgical treatment and vacuum-
assisted closure application for 6 weeks. (D) Second toe amputation wa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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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Texas 기준 B군 환자에 대한 음압 치료는 D군에 비해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며 이는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음압 

치료 여부를 고려 시 허혈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Texas 기준이 유용

한 지표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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