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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의 말초정맥 확보에서 VeinViewer®의 효용성 

 

소아의 혈관은 작고 피부 아래 깊이 위치하여 소아 환자의 

말초혈관 확보는 숙련된 의료진에게도 부담스러운 시술이다. 

VeinViewer®(Luminetx Corporation, Memphis, TN, USA)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혈관의 주행을 피부 위에 보여주는 장비로 

본 연구에서는 VeinViewer®가 소아의 말초정맥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어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연세대학교 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한 1개월 이상 16세 미만의 

말초정맥 확보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를 하였다. 시술 전 difficult intravenous access 

(DIVA) score를 측정하여 말초정맥 확보의 난이도를 평가한 뒤 

VeinViewer® 군과 control 군으로 배정하였다. 양 군의 

일차시도 성공률과 시술 소요시간을 비교하였다. 또한 난이도에 

따라 VeinViewer®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총 111명의 소아가 VeinViewer® 군에 54명, control 군에 

57명으로 배정되었다. 전체 소아 환자의 일차시도 성공률은 

69.4%였고, VeinViewer® 군은 77.2%, control 군은 66.7%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DIVA score 4점 

이상의 어려운 환자에서는 control 군의 일차시도 성공률은 

25.0%인 것에 비해 VeinViewer® 군은 58.3%로 높았다.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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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VeinViewer® 군의 중앙값 

(사분위수)은 46 (30, 59)초, control 군은 50 (28, 95)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einViewer®는 말초혈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아에게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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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소아, 말초정맥 확보, 난이도, 일차시도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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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말초정맥 확보에서 VeinViewer®의 효용성 

 

<지도교수 김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민 정  
 Ⅰ. 서론    입원을 요하는 소아 환자들은 대부분 수액치료나 약물 투여를 위해 말초정맥 확보를 하게 된다. 영아나 유아 환자의 말초혈관은 크기가 작고 피하지방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술 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시술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차 시도에서 도관삽입에 성공하는 경우는 49%~79%로 환아 일인당 평균 2회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혈관이 깊이 있어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꼬여있는 경우, 2세 미만의 영유아,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이전에 수 차례 도관삽입을 받은 과거력, 환아가 협조가 안 되는 경우 등이 성공률을 더욱 낮아지게 하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1-4. 시술 과정에서 소아들은 통증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첫 시도에서 실패하는 경우 보호자들이 더욱 예민해 지기 때문에 시술자의 부담은 가중된다. 또한 여러 차례 실패할수록 혈관과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이후의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아지고 수액요법이나 혈관 내 약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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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된다.   소아 환자의 말초혈관 도관삽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소아의 심리적 또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협조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EMLA® (eutectic mixture of local anesthetics) 크림과 같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시술 도중 만화경을 보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식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들이 연구되었다5-7. 다른 한 방향은 도관삽입 시술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Transillumination 방법8-9과 VeinViewer® (Luminetx Corporation, Memphis, TN, USA)10-13는 말초혈관의 위치를 잘 보이게 하여 시술할 혈관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장비들이다. Vein-entry indicator devices (VEIDTM; Kiryat Weizmann Science Park, Ness-Ziona, Israel)14는 도관이 혈관 안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소리로 알려준다. 최근에는 중심정맥 도관삽입에 주로 이용해오던 초음파를 말초혈관 도관삽입에도 적용해 보려는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15-18. 이러한 방법들은 다양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보조 장비가 도움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적의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VeinViewer®는 760 nm의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피부상에 말초혈관의 위치를 비춰주는 장비로 2005년에 처음 개발되었다. 근적외선을 피부에 투과시키면 피부와 지방 조직은 근적외선을 흡수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뿌리는 반면 혈관 속의 헤모글로빈은 이를 흡수한다. VeinViewer®는 이러한 차이를 이차원의 영상으로 전환하여 혈관의 주행을 피부상에 보여준다. 근적외선은 화상을 일으킬 위험이 없고 시술자나 주변인의 눈에 해롭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VeinViewer®가 일차시도 성공률을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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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11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10, 13들이 혼재해 있어 아직 VeinViewer®의 효용성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혈관이 육안으로 잘 관찰되고 협조가 되는 나이의 소아에서는 아무런 장비의 도움 없이도 한 번에 도관삽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반면 탈수 상태로 혈관이 잘 관찰되지 않는 환자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수 차례 도관삽입을 당하여 좋은 혈관들이 소진된 환자, 피하지방이 많아 혈관을 찾기 어려운 비만환자의 경우에는 VeinViewer®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시술 전에 소아 환자의 말초혈관 도관삽입의 난이도를 예측하여 어떤 환자의 말초정맥 확보에 VeinViewer®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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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연세대학교 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소아 병동에 입원한 정맥 확보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시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소아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피험자 동의서를 받았고,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7세 이상 소아의 경우 소아용 설명문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소아와 보호자들은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이나 금전적 이득도 제공받지 않았다. 연구는 2011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1개월 이상 16세 미만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연구자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진행되었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소아 환자들 가운데 주치의가 말초정맥 확보를 결정한 경우 해당 소아는 대상 환자로 등록되었다. 참여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연구자는 병동에서 소아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말초정맥 확보에는 수액 투여를 위한 도관삽입 뿐만 아니라 혈액 채취만을 위한 정맥 확보도 포함시켰고, 시술자의 기호에 따라 나비바늘(scalp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정맥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 환자가 여러 차례 연구에 등록되었다. 정맥 확보가 시급한 응급 상황이어서 시술 전 동의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피부색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백인과 흑인 소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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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간호사 모집 연구에 앞서 소아 병동 간호사들 가운데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모집하였다. 소아 병동이나 소아 중환자실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근 3개월 사이에 휴직을 한 경우는 술기의 능숙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참여하기로 한 모든 간호사들은 이 연구 이전에는 VeinViewer®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다. 연구를 시작하기 2주 전 본 연구자는 참여 간호사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시연 교육하였고, 2주간의 적응기간을 두어 실제 소아 환자의 말초정맥 접근 시에 VeinViewer®를 사용해 보도록 하였다. 모든 참여 간호사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10명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 VeinViewer®를 사용해 보았고 스스로 익숙해 졌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 프로토콜 모든 시술은 병동의 처치실에서 진행되었고, 시술하는 동안 처치실은 일반적인 자연광 정도의 실내 조명을 유지하였다. 시술하기 전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팔과 다리를 살펴보고 혈관 확보 난이도를 판단하였다. 난이도는 difficult intravenous access (DIVA) score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는데, 이는 2008년에 Kenneth 등1이 615명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관삽입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연구하여 고안한 어려운 도관삽입의 임상적 예측 도구이다. Table 1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 DIVA score이다. 저자들은 DIVA score가 4점일 경우 일차시도 성공률이 50%라고 제시한 바 있다. DIVA score의 4가지 항목 가운데 지혈대를 적용한 후 정맥이 보이는지(vein visible after tourniquet)와 만져지는지(vein palp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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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ourniquet)를 담당 간호사가 판단하여 알려주면 연구자는 이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두 요인인 나이와 미숙아의 과거력은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DIVA score와 별도로 간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난이도를 “상(difficult)/중(intermediate)/하(easy)”로 판단하였다.  Table 1. DIVA (difficult intravenous access) score1.  Predictor Variable Score Vein visible after tourniquet Visible,0  Not visible,2 Vein palpable after tourniquet Palpable,0  Not palpable,2 Age category ≥3 years old,0 1-2 years old,1 <1 year old,3 History of prematurity Not premature,0  Premature,3  The sum of point values of the variables is the DIVA score (range, 0-10).  난이도를 평가한 후 해당 환자의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 난수발생기를 이용하여 control 군과 VeinViewer® 군으로 배정하였다. 난수를 적은 종이는 불투명한 봉투에 봉인되어 있다가 환자의 혈관 확보 난이도를 평가한 이후에 개봉되었다. VeinViewer® 군으로 배정된 환자들은 첫 번째 시도에서 VeinViewer®를 사용하였고, control 군에서는 장비의 도움 없이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의 첫 번째 시도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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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호사가 시행하였다. 실패한 경우 이후의 시도에서는 다른 간호사로 시술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VeinViewer® 사용 여부는 시술자의 결정에 따랐다. 이 때 시술자를 변경하는 경우 연구 참여와 무관한 간호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일차변수(primary end point)는 일차시도 성공률이다. 3 ml 이상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10 ml 이상의 수액을 주변 조직으로의 침투 없이 투여할 수 있을 때 성공으로 판단하였다. 바늘이 피부를 관통하게 되면 한번의 시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관통 횟수를 시도 횟수로 정의하였다. 일차시도에서 성공한 환자에 한하여 시술의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추후 분석하였다. 시술 소요시간은 지혈대를 감은 시점부터 일차시도 성공 확인까지로 정의하였다. 전체 소요시간을 지혈대를 묶으면서부터 피부를 찌를 때까지의 시간(준비시간), 피부를 찌른 이후 혈관 관통까지의 시간(시술시간), 혈관 관통에서부터 성공 확인까지의 시간(확인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외에 혈관 확보 성공과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과거 정맥 확보가 어려웠던 경험 여부와 최근 2주 이내의 시술 여부는 시술 전에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의 환자의 기초적인 정보와 사립체근육병증이나 저산소뇌손상, 경련 등의 반복적인 도관 삽입과 관련된 만성질환 여부는 의무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시술하는 동안 시술자, 사용한 도구(도관과 나비바늘), 시도 부위, 보호자 입회 여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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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 설문 두 달 간의 데이터 수집을 종료한 시점에 참여 간호사들에게 VeinViewer® 장비의 장점과 단점, 도움이 되는 환자 특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간호사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5단계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답하도록 하였다.  6. 통계 분석 방법 목표 피험자의 수는 이전 연구11를 토대로 일차시도 성공률의 30%의 차이를 유의하다고 판단하고 0.05의 유의수준과 0.8의 검정력, 탈락률 10%를 가정하여 총 84명으로 산출되었다. 통계분석방법은 양 군의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혈관 확보와 관련된 요인들, 일차시도 성공률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고, 시술자의 간호 경력이 일차시도 성공률에 미칠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양 군의 시술 소요시간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여 중앙값과 사분위수로 보여주었다. DIVA score와 간호사들의 난이도 판단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Kendall’s tau b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VeinViewer®를 사용하지 않은 control 군에서의 DIVA score의 일차시도 성공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 동작 특성 곡선(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을 시행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분석은 SPSS software, Window 12.0 version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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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환자 비교 연구기간 동안 총 128명의 환자가 연구에 등록되었다. 이 가운데 환자 15명의 보호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고 2명의 경우 주치의가 도관 삽입 결정을 취소하여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11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어 VeinViewer® 군에 54명, control 군에 57명으로 배정되었다(Figure 1).               Figure 1. Flow chart of patients enrolled and allocated to each group.   

15, refused by parents 2, schedule cancelled by treating physician Randomized patients n=111 
Control group n=57 VeinViewer® group n=54 

Total patients enrolled n=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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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전체 연구 대상 소아 환자의 나이는 그 중앙값(사분위수)이 2.7 (1.4, 6.2)세였다. 양 군의 소아의 나이나 성별, 비만도, 만성질환 여부, 최근 2주 이내의 정맥 확보 시도 여부, 어려웠던 과거력 여부는 서로 비슷하였다. DIVA score와 간호사들이 예상한 난이도, 시술 도구, 시술자의 간호 경력 등은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Patient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Variables VeinViewer® group (n=54,%) Control group (n=57,%) p-value Sex     Male     Female Age     <1 yr     1-2 yr     3-6 yr     ≥7 yr BMI1     <18.5     18.5-24.9     ≥25.0 Delivery type     NSVD2     Caesarean section Chronic disease 

 30 (55.6) 24 (44.4)  8 (14.8) 17 (31.5) 17 (31.5) 12 (22.2)  38 (70.4) 14 (25.9) 2 (3.7)  31 (57.4) 23 (42.6) 12 (22.2) 

 31 (54.4) 26 (45.6)  9 (15.8) 24 (42.1) 17 (29.8) 7 (12.3)  46 (80.7) 9 (15.8) 2 (3.5)  41 (71.9) 16 (28.1) 13 (22.8) 

0.901   0.477     0.413    0.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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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recent access History of difficult access DIVA3 score     0-3     4-10 Subjective difficulty     Easy     Intermediate     Difficult Access tool     Catheter     Scalp needle Access site of first attempt     Upper extremities     Lower extremities Nursing experience4     <5 yr     5-9 yr     ≥10 yr Parental attendance 

36 (66.7) 26 (48.1)  30 (55.6) 24 (44.4)  17 (31.5) 9 (16.7) 28 (51.9)  48 (88.9) 6 (11.1)  50 (92.6) 4 (7.4)  17 (31.5) 19 (35.2) 18 (33.3) 29 (53.7) 

42 (73.7) 24 (42.1)  37 (64.9) 20 (35.1)  19 (33.3) 19 (33.3) 19 (33.3)  43 (75.4) 14 (24.6)  50 (87.7) 7 (12.3)  18 (31.6) 18 (31.6) 21 (36.8) 24 (42.1) 

0.419 0.522 0.314   0.070    0.065   0.390   0.902    0.221  1Body mass index 2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3Difficult intravenous access 4Sum of years experience working in the pediatric ward or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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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시도 성공률과 시술 소요시간 전체 환자 111명 가운데 77명(69.4%)의 환자에서 일차시도에서 정맥 확보에 성공하였다. 양 군의 일차시도 성공률은 VeinViewer® 군에서 77.2%, control 군에서 6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26). 환자의 난이도에 따른 성공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IVA score 4점을 기준으로 전체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Figure 2). DIVA score 3점 이하의 쉬운 환자에서의 일차시도 성공률은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85). DIVA score 4점 이상의 어려운 환자에서 VeinViewer® 군의 일차시도 성공률이 58.3%인 것에 비해 control 군은 25.0%로 낮았다(p=0.026). 어려운 환자에서 VeinViewer® 사용 여부가 일차시도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간호사들의 경력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관찰되었고(p=0.034), 4.1배의 오즈비(odds ratio)를 보였다(95% CI, 1.148-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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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Comparison of the first attempt success rate according to difficulty of intravenous access between the VeinViewer® group and the control group. 1Difficult intravenous access *p=0.026        

DIVA1 score 
77.2 83.3 58.366.7 89.2

25.0 0204060
80100

Total 0-3 4-10
VeinViewer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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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군의 일차시도 성공 환자들의 시술 소요시간을 비교하였다(Table 3). 전체 소요시간의 중앙값(사분위수)은 VeinViewer® 군은 46 (30, 59)초, control 군은 50 (28, 95)초였다(p=0.096). 전체 소요시간을 준비시간, 시술시간, 확인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각 과정의 소요시간은 양 군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Comparison of procedural time1 between the VeinViewer®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fficulty by DIVA score Time interval VeinViewer® group Control group p-value 
Easy (n=58) Preparation 19 (12,38) 23 (14,48) 0.131 Manipulation 5 (3,8) 5 (4,16) 0.512 Confirmation 8 (6,13) 6 (3,12) 0.069 Overall time 36 (27,49) 39 (26,85) 0.428 

Difficult (n=19) Preparation 34 (31,78) 73 (34,124) 0.130 Manipulation 11 (9,15) 11 (11,34) 0.391 Confirmation 9 (5,17) 11 (7,21) 0.444 Overall time 56 (44,106) 92 (75,156) 0.056  1 Time shown as median (IQR) in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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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VA score와 주관적인 난이도 평가의 비교 Figure 3에서 시술 전 평가한 DIVA score와 간호사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난이도를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두 변수 간의 Kendall’s tau b 상관계수는 0.612였다(p <0.001).    

   Figure 3. DIVA (difficult intravenous access) score and subjective difficulty.      

easy intermediate difficult 
DIVA score 

Subjective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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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control 군에서 DIVA score의 일차시도 성공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수신자 동작 특성 곡선 분석 결과로 곡선하면적(AUC, area under the curve)은 0.805였다(p <0.001).    

   Figure 4.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for DIVA (difficult intravenous access) score in the control group.      

Sensitivity 
1-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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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 설문 연구를 마친 후 시행한 간호사 설문 결과이다(Table 4). 설문 결과 75%의 간호사들이 통통하여 육안으로 혈관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와 이전에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 적절한 혈관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67%의 간호사들이 혈관이 확대되어 보이고 이차원 영상으로 인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시술을 방해한다고 답하였고, 42%의 간호사들이 환아가 움직일 때 영상이 늦게 따라오는 점이 방해요소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향후 VeinViewer® 사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12명 가운데 11명의 간호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VeinViewer®를 사용하기 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 첫 시도에서부터 사용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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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rse questionnaire (n=12). Questions Likert scale1 1 2 3 4 5 The VeinViewer® was helpful in patients who were so chubby that their veins were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who were so dehydrated that their veins were not visible with the naked eye. who had no proper veins due to numerous prior injections. whose veins were fragile and easily ruptured. The VeinViewer® hampered the procedure because the vein was shown much larger than its actual size. 2-dimensional images made it difficult to guess the depth of the vein. the motion of the image was delayed when the patient moved his or her extremities. The VeinViewer® reduced the time spent searching for a proper vein. The VeinViewer® improved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or their parents. 

 0  0  1  1  1 0  0  0  0  

 2  2  1  2  1 1  3  1  1  

 1  4  1  5  2 3  4  5  5  

 7  6  6  2  7 8  4  3  4  

 2  0  3  2  1 0  1  3  2  I would like to use the VeinViewer® on every patients at the first attempt. at the first attempt in patients expected to have difficult veins. After the first attempt has failed.  0 11(92%) 1(8%)  1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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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하기 전에 환자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어떤 환자들에게 VeinViewer®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술 전 평가에서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VeinViewer®가 일차시도 성공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DIVA score 4점 이상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일차시도 성공률을 25.0%에서 58.3%로 33.3% 향상시켰다. 지금까지 VeinViewer®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 연구로는 전후비교연구 하나와 두 개의 무작위대조연구가 있다. Hess11의 전후비교연구에서는 VeinViewer®가 소아환자 도관삽입의 일차시도 성공률을 49%에서 80%로 향상시켰다고 발표하였지만, 다른 두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10, 13. 이 두 연구들은 응급실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난이도와 상관 없이 혈관 확보를 필요로 하는 전체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가 병동의 처치실 이라는 응급실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조 장비의 효과나 장단점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는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VeinViewer®가 전체 환자에서 효과적이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앞의 두 연구에서 시술을 시행한 간호사들이 각각 30분과 1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연구를 시작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2주 동안 장비를 환자에게 사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좀더 장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시술자의 학습곡선으로 인한 혼란변수를 줄여줄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 확보의 난이도를 판단하기 위해 DIVA score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혈관 확보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어려운 환자 군을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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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환자로 정의하였다16, 19. 첫 번째 시도에서 혈관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주변 조직이 손상되고 시술하기 적합한 혈관들이 소진됨으로 인해 이후의 시도에서는 성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첫 시도에 성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시술 전에 어려운 환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미리 판단하여 보조 장비를 적용하거나 숙련된 의료진이 처음부터 시술함으로써 일차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개념에서 기도확보 분야에서는 시술 전 어려운 기도를 예측하기 위한 Mallampati classification이나 LEMON criteria 등의 여러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고, 어려운 기도가 예측될 때 따라야 할 알고리즘도 제시된 바 있다20-22. 이처럼 소아 환자의 말초혈관 확보의 분야에서도 난이도를 판단하는 지표 개발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DIVA score는 혈관 확보 시술 전 그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첫 번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후 한 연구에서 366명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DIVA score의 외적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곡선하면적을 0.72라 제시한바 있다23. 본 연구에서 VeinViewer®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 군에서의 DIVA score의 곡선하면적은 0.805로 일차시도 성공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소아의 말초혈관의 도관 삽입에 가장 처음 보조 장비를 시도한 것은 1975년 Kuhns 등의 transillumination 방법이다24. Transillumination 방법은 열로 인한 화상이 가장 큰 단점이었지만 Fiber optic light을 도입함으로써 화상의 위험은 없어졌다25. Transillumination 방식의 최근의 기기인 Veinlite® (TransLite, Sugar Land, TX, USA)는 C자 모양의 기구를 시술 부위에 대면 링 가운데의 피부에 확장된 혈관을 보여준다9. 이 경우 장비를 시술 부위에 고정하여 잡고 있을 손 하나를 필요로 한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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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탐촉자를 시술 부위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더욱이 초음파의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탐촉자를 멸균상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비해 VeinViewer®는 스탠드 타입의 장비로서 시술자의 두 손을 모두 자유롭게 시술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며, 피부 30cm 상방에서 수직으로 피부에 근적외선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기계가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VeinViewer®의 사용 용이성은 다른 장비들보다 우월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VeinViewer® Vision은 기존 장비에 비해 크기가 작아져 이동이 수월해졌고 시술 시 장비의 공간 차지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몇 VeinViewer®의 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혈관이 확대되어 보이는 것과 혈관이 위치한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시술 부위를 움직일 때 영상이 늦게 따라 온다는 점들이다. 이는 오히려 시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DIVA score 0-3점의 쉬운 환자에서는 VeinViewer®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차시도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았고, 간호사들 또한 향후 장비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VeinViewer®를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호자 설명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연구자가 참여 가능한 시간에만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 환자 수가 적었다. 특히 DIVA score 4점 이상의 어려운 환자가 44명으로 적어 그 안에서도 어떤 특성의 환자에게 더욱 VeinViewer®가 도움이 되는지의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둘째,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즉각적인 혈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 군에서의 VeinViewer®의 역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 변수는 시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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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간이었는데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일차시도에서 성공한 환자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일차시도에 실패한 이후의 프로토콜을 일정하게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시술까지의 시간이 환자에 따라 차이가 컸고, 이후의 시도에서는 시술자가 달라질 수 있었고 동시에 두 부위에서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장비 사용 여부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혈관 확보의 난이도를 DIVA score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관련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DIVA score를 표준 기준(gold standard)으로 삼아도 좋을 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VeinViewer® 사용 경험에 따른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2주간의 적응 기간 후에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장비에 익숙해지기 위한 적절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어 하나의 혼란 변수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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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VeinViewer®는 혈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아 환자에서의 일차시도 성공률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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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venous access in infants and children is 

technically challenging because their veins are small and 

located deep in the subcutaneous tissue which makes them 

difficult to palpate or visualize. The VeinViewer® (Luminetx 
Corporation, Memphis, TN, USA) is a near-infrared light device 

that delineates the running course of subcutaneous vei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use of the VeinViewer® 
in children facilitated peripheral venous access, especially 

in difficult cases. 

This study wa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convenience sample of pediatric patients between 1 mon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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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years old who required peripheral venous access in the 

pediatric ward. Prior to randomization, the difficult 

intravenous access (DIVA) score, four-variable clinical 

prediction rule for the first attempt success was estimated. 

We compared the first attempt success rates and procedural 

times between the VeinViewer®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 evaluated 111 patients: 54 in the VeinViewer® group and 

57 in the control group. Patient demographics and factors 

related to the success of vein access were similar in both 

groups. The overall first attempt success rate was 69.4%: 77.2% 

in the VeinViewer® group and 66.7% in the control group, a 
difference tha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first attempt success rate increased from 25.0% in the 

control group to 58.3% in the VeinViewer® group for difficult 
veins over the DIVA score 4 (p=0.026).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cedural time between the two groups. 

The VeinViewer® facilitated peripheral venous access for 
pediatric patients with difficult veins, which enhanced the 

first attempt succe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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