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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맥관의 헤파린 희석 용액사용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에 따른

개방성 비교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시술되는 동맥 관에 사용하고 있는 유지용
액을 헤파린 희석용액에서 비 헤파린 용액사용으로 대체하여 동맥 관의 유지
시간 및 개방성의 차이를 확인하여 헤파린 노출로 인한 환자의 위험을 감소시
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가설은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 유지기간의 차이 및 개방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비 동등성 대조군 사후 시차설계연구로 연구대상은 일개 종합병

원의 중환자실에서 동맥 관 시술을 받은 환자 175명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고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 까지 연구자가 만든 조사양식지를 통하여 조사하
였으며 연구 분석방법은 평균 및 표준편차,백분율 및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동맥 관 시술 관련 4문항,개방성관련 2문항,
관련요인 12문항,임상병리 결과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대조군은 통례적인 방
법인 동맥 관 유지용액을 생리식염수와 헤파린을 1:1로 희석한 용액을 사용한
그룹이었고 실험군은 0.9% 생리식염수에서 헤파린을 뺀 용액을 사용한 그룹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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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동맥 관 유지용액의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
룹과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특성,중증도,삽입부위,약물 사용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에 있어 통계적으로 상의한 차이는 없었다.

2)동맥 관 유지용액의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
룹과의 헤파린 사용 유무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유지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통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었다.

3)동맥 관 유지용액의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
룹과의 헤파린 사용 유무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개방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통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었다.

4)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의 경우 투여 5일 이상 환자의 혈소판 수치변화
는 44%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동맥관의 유지용액에서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맥 관의
유지시간 및 개방성과는 차이가 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동맥관의
헤파린 희석용액을 비 헤파린 용액으로 대체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어 : 동맥관 ,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 ,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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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실은 질병이나 손상과 관련된 신체주요장기의 기능장애로 생명에 위
협을 받는 환자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과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
하여 집중감시와 전인 간호 및 집중적 치료가 24시간 운영되는 독특한 환경을
형성하는 곳이다(Relman,1980).
중환자실은 1870년대 수술환자 치료를 위하여 수술실 인근에 특수병실을 설

치한 것이 효시가 되었고,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성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
한 중환자실이 강조되던 중 1950년대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만연하여 호흡기
보조를 실시한 결과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되어
1960년대에 마취 후 회복을 위해 만든 회복실과 심장질환자의 부정맥 감시를
위한 심혈관중환자실의 개설로 인해 중환자실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김광우,1996)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말 개심술을 시작으로 중환자실이 개설되면서 1976

년에는 50%이상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모든 3차 의
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최근 들어 질병양상과 외과수술
의 다양화와 수술기법의 발전 및 대수술의 증가 및 교통사고 등,심한 외상으
로 인한 수술의 증가로 수술 후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고신옥 외,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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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목적은 병원마다 조금씩 입실기준에 차이가 있
지만 대체적으로 수술 후 합병증의 조기발견 및 수술경과의 집중감시의 목적,
호흡기계 등의 의료기의 집중적 치료의 목적,혈액학적 불안정 상태의 집중적
감시 및 관찰의 목적,생명의 위급한 경우에 집중 치료 및 감시의 목적 등으
로 이루어진다(MargueriteS.A,2004).
따라서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는 혈액학적 안정의 상태

감시 및 잦은 채혈의 목적으로 동맥관의 삽입 시술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하
다.이는 동맥관의 삽입을 통하여 수시로 불안정한 환자의 활력증후를 간접적
방법보다도 직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조기발견 및 치료의 반응에 효과를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며 잦은 채혈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기 때문이다(MargueriteS.A,2004).
하지만 중환자실의 환자는 대체적으로 중증 질병에 노출됨으로써 면역이 저

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기관지 삽관,동맥
관,정맥주사 관,중심정맥 관,요로관 등 침습적 관의 적용으로 인하여 각종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어 실제로 병원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물
투여로 인하여 원치 않는 약물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중환자실에서 지속적 혈액학적 안정 상태의 확인 및 잦은 채혈을 위하여 사

용하는 동맥관은 동맥 관 삽입시술 후 유지를 위하여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는 하지만 생리식염수에 헤파린을 1:1의 비율로 희석하여 시간당 3ml씩 점적
주사를 하고,채혈 후 약 10ml를 통과시킴으로써 동맥관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이 방법은 혈액응고를 막아주는 헤파린의 장점을 이용하여 희석된 헤파
린을 투여함으로써 동맥관의 개방을 유지하는 것이다(MargueriteS.A,2004).
하지만 중환자실의 많은 환자에게서 원인이 불명치 않게 혈소판 저하가 나타
나고 있고,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고용량의 정맥주사 치료와 중정도
의 피하주사 치료뿐 아니라 헤파린 희석용액의 사용(중심정맥 관,동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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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관 등)과 헤파린 코팅된 카테터의 사용과 같은 저용량의 헤파린 노출에
있어서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Howard외,2004).
비 헤파린 용액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2003년도 Klenner의 영아에서의

말초정맥주사의 헤파린용액과 생리식염수 용액사용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KlennerAF,2003),AnnieTu등의 투석환자에서의 투석관의 헤파린 주입과
생리식염수 사용 비교연구가 있었다(AnnieTu외,2003).그러나 저 용량의 헤
파린사용과 관련되어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나
비 헤파린 용액 사용과 동맥 관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중환자들에서 동맥 관을 갖고 있는 환자는 헤파린 희석 용액의
사용으로 인하여 저 용량의 헤파린 노출됨으로써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
증의 위험요인을 갖게 된다고 보고 중환자실에서 이용되고 있는 동맥 관의 헤
파린 용액을 비 헤파린 용액사용으로 대체하여 개방성의 차이 및 혈소판 차이
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수행하는 동맥 관의 헤파린 희석용액사용과 비 헤파
린 용액사용에 따른 개방성의 차이 및 혈소판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헤파린 희석용액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동맥 관의
유지 기간을 비교한다.

② 헤파린 희석용액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동맥 관의
개방성을 비교한다.

③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환자의 혈소판 수치변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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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① 헤파린 희석 용액
통례적인 동맥 관의 개방유지 방법으로 생리 식염수 1L에 헤파린
1000units를 희석하여 pressurebag과 monitoringkit를 이용하여
시간당 3ml씩 점적 주입하고 채혈 후 약 10ml를 통과하는데 사용하는
용액이다.

② 비 헤파린 용액
0.9% 생리식염수 1L를 pressurebag과 monitoringkit를 이용하여 시간
당 3ml씩 점적 주입하고 채혈 후 약 10ml를 통과하는데 사용하는 용
액이다.

4.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헤파린 희석용액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동맥 관
유지기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② 헤파린 희석용액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동맥 관
폐쇄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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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헤파린는 혈전 형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미국의 경우
년 간 1조인의 인구가 헤파린의 약물을 투여 받고 있다.헤파린은 포유동물
체내의 구성성분의 하나로 간,폐,대동맥 벽 등 대식세포에 있는 조직에서 생
성되며 항 응혈 작용을 하여 혈전증 치료에 쓰이고 혈액응고시간의 연장은 혈
액중의 헤파린 농도에 비례하며 혈액 1ml당 1Unit의 헤파린 농도가 있으면
혈액은 응고되지 않는다(이우주,1998).
헤파린 사용을 보면 대부분 심근경색 혹은 뇌경색 질환의 경우 고용량의 헤

파린이 혈전용해효과로서 주입되고 있고 폐색전증의 치료 혹은 예방을 위하여
중정도의 헤파린이 피하주사 용법으로 투여되고 있으며 중심정맥 관,동맥
관,심도자관의 개방성을 위하여 저용량의 헤파린이 투여되고 있다(Warkentin,
2003).

헤파린 사용의 장점으로 헤파린의 효력이 증명이 많이 되었으며 작용이 빨
리 일어나고 임상적 감시가 쉬우며 중화가 빠르고 비용이 싸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헤파린의 이런 속성으로 인해 출혈 및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Amiral외,2001).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의 저하로 인하여 피부에 멍이 잘 들거나 작은 출혈

성 반점이 생기고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잘 멈추지 않는 증상을 보
이는 질환이며 정상인의 혈소판은 1mm당 15만에서 40만개 정도가 보통이나
15만개 이하로 떨어지면 혈소판감소증이라 한다.대개 15만개만 유지해서는
출혈증상이 없으나 12만개 이하인 경우는 항상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
며 내출혈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경우 지혈이 쉽지 않아 치명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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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Thetataulambda,2003).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이 헤파린에 기인하는
것으로 헤파린에 노출된 지 5-12일 후에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
난다고 하였고 병원에서의 헤파린 사용은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잘 드러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입원했던 환자가 낮은 혈소판 수치 그리고
또는 새로운 응혈을 가지고 다시 내원하는 경우에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
증 환자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Sarah,2003).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헤파린 투여 5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생하
며 혈소판 수치 검사로 보면 기준선보다 30%저하되거나 15만 이하로 저하되
는 경우를 말하고 SRA(세로토린 분비 분석법)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헤
파린 항체형성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 한다(Warkentin,2003).
또한 Laurie등은 저 용량의 헤파린 사용의 경우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
증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진단검사 중 하나인
SRA(세로토린 분비 분석법)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보고하였다(Laurie
Barclay,2003).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예방을 위한 임상 간호연구를 보면 국내에서
는 연구된 바가 드물고 외국의 경우,Verma등의 연구에 중환자실에서의 헤
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빈도는 12%라고 연구 보고하였고(Verma외,
2003),Klenner는 영아의 말초 정맥 주사의 헤파린 용액과 생리식염수 용액
사용의 비교에 있어서 유지기간 및 개방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헤파린 항
체형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여 헤파린 희석용액을 생리식염수
용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KlennerAF,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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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슷한 연구로 AnnieTu등은 투석환자의투석관의혈전형성에있어헤파
린 주입과 생리식염수 통과와는 상이한 차이가 없다고 연구 보고하였다(Annie
Tu외,2003).
문헌고찰의 내용을 통하여 중환자실의 환자들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

한 헤파린의 사용으로 인하여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 비 헤파린 용액사용과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고 비 헤파린용액 사용과 동맥관의
개방성에 대한 연구 또한 드문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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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과의
동맥 관의 개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한 일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에서 동맥 관 시술을 받은 환자 175명을 임의 표본추출 하였다.조사기간은
실험군은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2003년 4월부터 2004
년 8월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중환자실 입실 후 동맥 관 시술을 받은 환자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DIC(DisseminatedIntravascularCoagulation;전
염성 혈관 내 응고)소인이 있는 환자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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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동맥 관 개방성유지와 관련된 문헌을 고
찰한 내용을 통해 조사양식지를 만들었으며 대학병원 교수 2인에게 검증받
았다. 조사양식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동맥 관 시술 관련 4문항,
개방성관련 2문항,관련요인 12문항,임상병리 결과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참조).

 4. 자료수집방법

본 실험연구의 자료 수집은 병원과 중환자실 위원회의 심의와 인준을 통
하여 시행되었고 중환자실에서 동맥 관 시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
의무기록지로부터 자료 확인 및 기록 수집하여 연구자가 매일 조사양식지를
작성하였다.

실험군의 자료 수집은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동맥 관 시술 대상자들의
유지용액을 비 헤파린 용액(생리식염수 1L)으로 대체한 후 조사하였고 대조
군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동맥 관 시술 대상자들의 유지용액을
통례적인 방법인 헤파린 1:1희석용액(생리식염수 1L에 헤파린 1000units희
석 용액)을 사용 후 조사하였다.



- 10 -

 5.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백분율 및 평균,표준 편차 그리고 SPSS
(ver.12.0)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차이검정을 백분율과 평균,표준편차,X2-검정,t-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②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유지시간은
t-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③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간의 개방성은
X2-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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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75명(실험군 89명,대조군 86명)으로 나이범위는 18~96
세이었으며 실험군의 평균나이는 54.45세(SD=16.73)이었고 대조군의 평균나이
는 56.97세(SD=17.07)로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성별에서 실험군은 남자가 49명(55%)으로 여자보다 많았고 대조군은

여자가 48명(55.8%)으로 남자보다 많았으나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연구대상자의 질병별 특성에 있어 실험군은 암 질환 19명(21.4%),소화
기계 질환 13명(14.6%),골절질환 10명(11.2%)순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암 질환 21명(24.4%),골절질환 14명(16.3%),소화기계 질환 12명(14%)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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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특성 (n=175)

Variables
실험군 (n=89) 대조군 (n=86) χ2 

value
P

n(%) n(%)

성성성 별별별       남 49(55) 38(44.2)
2.067 .150

           여 40(45) 48(55.8)

나나나 이이이  

mean (SD) 54.45(16.73) 56.97(17.07)

18세 ~30 6 6

5.111 .530

31~40 15 10

41~50 18 11

51~60 15 22

61~70 16 17

71세 이상 19 20

질질질 환환환      

9.778 .281

      암 19(21.4) 21(24.4)

     골절 10(11.2) 14(16.3)

   감염성 4(4.5) 7(8.1)

13(14.6) 12(14) 소화기계
 내분비계 2(2.2) 4(4.7)

   신경계 8(9) 3(3.5)

 심혈관계 6(6.7) 10(11.6)

 호흡기계 7(7.9) 2(2.3)

     기타 20(22.5) 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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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헤헤헤파파파린린린 희희희석석석 용용용액액액 사사사용용용그그그룹룹룹과과과 비비비 헤헤헤파파파린린린 사사사용용용그그그룹룹룹간간간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 비비비교교교

두 그룹간의 환자 중중도 비교는 임상간호사회에서 1994년 완성한 중환자
중증도 분류도구를 이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중환자일수록 치료의 종류가 많아
진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TISS(TherapeuticInterventionScoringSystem:치료
수행 가산 법)분류도구를 기초로 간호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이 도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행된 간호행위에 해

당하는 점수를 모두 합하여 Ⅰ~Ⅵ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군에 해당할수록 중중도가 높다고 판정하는 도구이다(임상간호사회,2002
;최경순,2003).도구의 포함 내용 중 호흡기계 사용과 수혈여부,수술여부,의
식상태,기동상태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데 큰 점수를 차지하는 항목으
로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간의 항목별 차이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비 경구 영양액 투여는 투여하지 않은 경우가 실험군 80명(89.8%),대조군
78명(90.7%)으로 투여한 경우보다 많았고,식이상태는 금식의 경우가 실험군
69명(77.5%),대조군 65명(75.6%)으로 튜브식 영양주입과 구강섭취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호흡기계 사용에 있어 호흡기계 사용 안함이 실험군 60명(67.4%),대조군 62

명(72.1%)으로 사용 한 경우보다 많았고,수혈여부는 실험군은 수혈한 경우가
46명(51.7%)으로 수혈안한 경우보다 많았고 대조군은 수혈안함이 47명(54.7%)
으로 수혈한 경우보다 많았으나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또한,수술여부에 있어 수술한 경우가 실험군 97명(75.3%),대조군 64명
(74.4)으로 수술안한 경우보다 많았고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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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의식상태는 의식 명료가 실험군 61명(68.5%),대조군 60명(69.8%)으로
기면상태,혼미,혼수보다 많았고,기동상태에서는 정상기동상태가 실험군 51
명(57.3%),대조군 49명(56.9%)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따라서 환자의 중증도 비교에 있어 두 그룹간의 항목별 차이
는 없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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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중증도 비교 (n=175)

Variables
실험군 (n=89)대조군 (n=86)

 χ2 P
n(%) n(%)

 TPN TPN TPN TPN 투투투여여여 여여여부부부
   투여 안함 80(89.8) 78(90.7)

.033 .856투여함 9(10.2) 8(10.3)

 식식식이이이상상상태태태
금식 69(77.5) 65(75.6)

.687 .709 튜브식 영양섭취 8(9) 6(7)

구강섭취 12(13.5) 15(17.4)

호호호흡흡흡기기기계계계 사사사용용용
   사용안함 60(67.4) 62(72.1)

.453 .501
 사용함 29(32.6) 24(27.9)

수수수혈혈혈여여여부부부
   수혈안함 43(48.3) 47(54.7)

.703 .402
 수혈함 46(51.7) 39(45.3)

수수수술술술여여여부부부
   수술안함 22(24.7) 22(25.6) .017 .895

 수술함 67(75.3) 64(74.4)
의의의식식식상상상태태태
      명료 61(68.5) 60(69.8)

2.349 .672

      기면 17(19.1) 15(17.4)

      혼미 8(9) 7(8.2)

      반 혼수 0 2(2.3)

      혼수 3(3.4) 2(2.3)

기기기동동동상상상태태태
    움직임 없음 3(3.4) 1(1.2)

2.133 .830

    불연속 반사 2(2.3) 4(4.7)

    비정상적 신전 6(6.7) 7(8.1)

    중력 저항 6(6.7) 4(4.7)

    관절범위 운동가능 21(23.6) 21(24.4)

    정상 기동 51(57.3) 4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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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헤헤헤파파파린린린 희희희석석석 용용용액액액 사사사용용용그그그룹룹룹과과과 비비비 헤헤헤파파파린린린 용용용액액액 사사사용용용그그그룹룹룹간간간의의의 동동동맥맥맥 관관관
삽삽삽입입입부부부위위위와와와 약약약물물물사사사용용용 비비비교교교

동맥관의 삽입부위는 주로 좌우 요골동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험군에서
는 요골동맥이 77명(86.6%),대퇴동맥,상완동맥,족배동맥 순으로 나타났고 대
조군에서는 요골동맥이 78명(9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응고제 사용의 경우 사용안함이 실험군 84명(94.5%),대조군 78명(90.7%)

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많았고 혈전용해제 사용의 경우 사용안함이 실험군 86
명(96.7%),대조군 78명(90.7%)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동맥관의 제거이유는 더 이상 사용이 필요치 않음이 실험군 77명
(86.5%),대조군 76명(88.4%)으로 조사되었고 문제가 있어 제거한 경우 실험군
은 용액 통과 안 되는 경우가 5명(5.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혈액유출
이 안되는 경우가 3명(3.5%),환자 움직임으로 빠진 경우가 3명(3.5%),삽입부
위 혈액이 스며 나온 경우가 3명(3.5%)으로 조사되었으나 두 그룹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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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
        삽입부위와 약물사용 비교 (n=175)

Variables
실험군 (n=89) 대조군 (n=86)

χ2 P
n(%) n(%)

 삽삽삽입입입부부부위위위
    오른 쪽 요골동맥 33(37.2) 43(50)

4.158 .385

    왼쪽 요골 동맥 44(49.4) 35(40.7)

   대퇴 동맥 8(9) 4(4.6)

   상완 동맥 2(2.2) 3(3.5)

   족배 동맥 2(2.2) 1(1.2)

    항항항응응응고고고제제제
   사용안함 84(94.5) 78(90.7)

3.172 .366
  사용함 5(5.5) 8(9.3)

    혈혈혈전전전용용용해해해제제제
    사용안함 86(96.7) 80(93)

3.166 .205
  사용함 3(3.3) 6(7)

제제제거거거이이이유유유
더 이상사용이 필요치 않음 77(86.5) 76(88.4)

.137 .711
문제가 있어 제거한 경우 12(13.5) 10(11.6)

문문문제제제가가가 있있있어어어 제제제거거거한한한 경경경우우우
용액 통과 안 됨 5(5.7) 1(1.1)

용액 유출 안 됨 3(3.4) 3(3.5)

   환자움직임으로 빠짐 0 3(3.5)

동맥 관 꺾임 1(1.1) 0

 삽입부위 혈액 유출 2(2.2) 3(3.5)

 동맥혈 곡선 비정상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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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가가가설설설 검검검정정정

가가가설설설 1. 1. 1. 1. 헤헤헤파파파린린린 희희희석석석용용용액액액사사사용용용 그그그룹룹룹과과과 비비비 헤헤헤파파파린린린 용용용액액액 사사사용용용 그그그룹룹룹간간간의의의 동동동맥맥맥
                                관관관 유유유지지지기기기간간간의의의 차차차이이이는는는 없없없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 . . .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 유지
시간에 있어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의 평균유지시간은 52.16시간
(SD=74.5)이었고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의 평균유지시간은 58.56시간
(SD=54.8)으로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의 평균유지시간이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t=.645, P=.520)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 

<표 4.>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
      유지시간에 대한 검정 (n=175)

 

가가가설설설 2. 2. 2. 2. 헤헤헤파파파린린린 희희희석석석용용용액액액사사사용용용 그그그룹룹룹과과과 비비비 헤헤헤파파파린린린 용용용액액액 사사사용용용 그그그룹룹룹간간간의의의 동동동맥맥맥
                                    관관관 폐폐폐쇄쇄쇄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는는는 없없없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

  

  동맥관의 개방은 AACN(미국 중환자간호연합회 )의 연구의 경우 동맥관의
흡인이 안 되는 경우와 유지용액 통과가 안 되는 경우 , 동맥 혈류곡선이 감시
가 안 되는 경우를 개방성이 유지 안 되는 것으로 연구 보고하였으나 (AACN 

thunder project, 1993), 본 연구에서는 개방이 유지 안 된 페쇄의 의미는 조

실험군 (n=89) 대조군 (n=86)
t P

n(%) n(%)

유유유지지지시시시간간간 mean (SD) 58.56 (54.8) 52.16 (74.5) .645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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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식에서 제거이유가 ‘더 이상 사용이 필요치 않음’이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다 .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 개방
정도에 있어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의 폐쇄율은 10명 (8.6%)이었고 비 헤
파린 용액 사용그룹의 폐쇄율은 12명 (12%)이었으나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χ2=.137, p=.71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5>.

 

 <표 5>.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
         페쇄율에 대한 검정 (n=175)

 결과적으로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동맥
관의 개방성 유지와 폐쇄정도에 있어 헤파린의 사용유무와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헤파린 사용과 관련하여 동맥관의 유지시간과 개방성과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군 (n=89) 대조군 (n=86)
χ2 P

n(%) n(%)

 개방성 유지됨 77(86.5) 76(88.4)
.137 .711

개방성 유지 안 됨 12(13.5) 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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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헤헤헤파파파린린린 사사사용용용 군군군에에에서서서의의의 혈혈혈소소소판판판 수수수치치치 변변변화화화

   헤파린 희석 용액을 사용한 그룹 (n=86)에서 헤파린 사용일이 5일 이상
이거나 동맥 관 시술 전 헤파린 및 항응고제 투여 경력이 있는 환자 총 17   

명 (19.8%)을 대상으로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

  Warkentin 등은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헤파린 투여 5일에서 일어
난다고 하였고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 정의는 기준선의 혈소판 수치보
다 33%이상 저하되거나 저하된 혈소판 수치가 15만 이하인 경우라고 정의하
였으며 (Warkentin, 1995), Laurie 은 헤파린 투여경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
입원시 헤파린 투여를 받으면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Laurie Barclay, 2003).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준선의 혈소판 수치는 동맥 관 시술 전 8주 이내에 헤
파린에 노출경험이 있는 경우 동맥 관 시술 당일의 수치를 기준선으로 하였고
노출 경험 없이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5일이상의 환자의 경우 용액 사용 4일
째의 혈소판 수치를 기준선 수치로 하였다 .  

 헤파린 사용 군에서의 혈소판 수치 평균 감소율은 31.45%이었고 동맥 관 시
술 전 8주 이내에 헤파린에 노출경험이 있는 경우는 평균 기준선의 혈소판 수
치 166.1천개 /mm2에서 다음날의 수치 119.4천개 /mm2로 감소하여 평균 감소
율을 24.5%로 나타났다 .  헤파린 사용 5일 이상의 대상자에서는 기준선 평균
혈소판수치 188.6천개 /mm2에서 투여 5일째의 혈소판 수치가 105.7천개 /mm2

로 44%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6-1, 6-2>

 또한 헤파린 사용그룹의 입원당일의 혈소판 수치와 기준선의 수치 , 다음날의
수치의 변화는 헤파린 사용 5일이상의 경우가 동맥 관 시술 전 헤파린에 노출
되어 있던 경우보다 더 큰 감소 기울기를 보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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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헤파린 사용과 관련하여 혈소판 수치 변화
         헤파린 투여일이 5일이상인 경우 (단위 : 천 /mm2)

<표 6-2>. 동맥 관 시술전 헤파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단위 : 천 /mm2)  

case no 입원당일 기준선수치 다음날수치 감소량 감소율 (%)

1 250 250 93 157 62.8

2 192 190 171 19 10

3 167 112 40 72 64.3

4 342 239 65 174 72.8

5 152 150 142 8 5.3

6 199 114 79 35 30.7

7 412 412 197 215 52.2

8 148 147 68 79 53.7

9 268 171 102 69 40.4

10 262 101 100 1 1.0

평균 239.2 188.6 105.7 82.9 44

case no 입원당일 다음날수치 감소량 감소율 (%)

1 371 241 130 35

2 121 119 2 1.7

3 145 74 71 48.9

4 129 113 16 12.4

5 149 121 28 18.8

6 101 100 1 0.99

7 147 68 79 53.7

평균 166.1 119.4 46.7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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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맥 관 헤파린 희석용액 사용 환자의 혈소판 수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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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run 등은 중환자실에서의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빈도는 12%라
고 연구 보고하였고 (Arun K.V 외 , 2003), Minesh 등은 헤파린 유발성 혈소
판 감소증은 고용량 , 중증용량 뿐 아니라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 등의 저 용
량 헤파린 노출에 있어서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연구 보고하였다 (Minesh 

R.S, 2003).

  선행되어진 연구에서 헤파린의 사용은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
나는 위험요소라고 하였다 (Warkentin T.E, 2003).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맥관 시술에서 카테터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지는 헤파린 약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 카테터의 개방 및 유지
정도를 비교하여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맥관의 유지 및 개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본 연구 결과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헤파린 사용 유무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개방정도와 유지시간의 비교에 있어
차이가 없었고 이는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맥관의 유지 및 개방에 상의
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의미하였다 . 

  헤파린 사용 군에서의 혈소판 수치 평균 감소율은 31.45%이었으나 동맥 관
시술 전 8주 이내에 헤파린에 노출경험이 있는 경우는 평균 감소율이 24.5%

로 Warkentin등이 정의한 수치보다 낮았고 헤파린 투여 5일 이상인 경우
44%로 Warkentin등이 정의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 Warkentin 등이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혈소판수치가 33%이상 감소한 것으로 정의한 보고와
일치하였다 (Warkent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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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아의 말초 정맥 혈관의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과 생리식염수 사용과
의 비교에 있어서 유지기간 및 개방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Klenner의 연구보고와 일치하였고 (Klenner AF, 2003), 중환자실에서 사용되
는 동맥관의 유지를 위하여 헤파린 약물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기존의 방법
을 탈피하는 것으로 헤파린에 노출됨으로써 표면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헤파
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

  한편 , 환자의 혈소판 수치 변화는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 그룹에 한하여 조
사하였고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 5일 이상의 환자의 혈소판 감소율은 44%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Minesh등이 저 용량의 헤파린 노출에 있어서도 헤파린 기
인성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보고와 일치하였다 (Mines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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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1. 1. 1.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흔히 시술되는 동맥 관에 있어 유지용액인 헤파린
희석 용액의 사용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의 환자가 저 용량의 헤파린에 노출됨
으로써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요소를 갖게 된다고 보고 유지용
액을 헤파린 희석용액에서 비 헤파린 용액 사용으로 대체하여 동맥 관의 유지
시간 및 개방성을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

  본 연구는 동맥 관 시술 환자 175명을 임의 표본 추출하여 헤파린 희석용
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 그룹으로 나누었고 문헌고찰을 통하여 만
든 조사양식을 연구도구로 하였다 . 

  본 연구 결과 헤파린 희석 용액 사용그룹과 비 헤파린 용액 사용그룹간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별 특성 , 중증도 , 삽입부위 , 약물 사용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상의한 차이는 없었다 .

 가설 검정에서 헤파린 사용 유무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개방정도와 유지시간
의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χ2=.137, t=.645).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헤파린 희석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맥 관의 유지
및 개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으로 중환자실에서 시술되는 동맥 관의
유지용액을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
헤파린 용액으로 대체 할 것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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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 국소 되어 실험되었고 임의 표본 추출방법을 사
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또한 본 연구는 유지용액의
차이만을 조사하였고 동맥 관의 유지방법과 간호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표본의 크기가 크게 하여 동맥관의 유지용액 뿐 아니라 동맥 관의 유지
  방법과 간호방법에 따른 동맥관의 유지시간과 개방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

2) 동맥관 시술과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과의 관계 연구를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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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양식지

CaseNO :

일반적 사항
성별 남 여
나이
진단 명
키 : 체중 :

동맥 관 시술관련 문항
삽입부위 :
삽입시간 : 월 일 시 분
삽입바늘의 종류 :
통과용액의 헤파린 사용유무 :

개방성 관련 문항
제거시간 : 월 일 시 분
제거이유 사용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

unable flush
oozing
unablewithdraw
wavedamped
catheter꺾임
환자 움직임으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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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인 문항
항응고제 투여 유무 및 종류 유 종류 :

무
혈전용해제 투여유무 및 종류 유 종류 :

무

중증도 조사

수술여부 : 유 무
호흡기계 사용유무 : 유 무
수혈 여부 및 종류 : 유 무
혈액 종류
기동상태 :none

flicking
abnormalflexion
movementagainstgravity
ROM exercise
normalpower

의식상태 :coma
semicoma
stupor
drowsy
alert

영양상태

TPN 사용유무 : 유 무
식이상태 :NPO

oralfeeding
tubefeeding

혈중알부민 수치 :
혈중단백질 수치 :

임상병리 결과 Baseline의 혈소판수치 :
다음날의 혈소판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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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effect of heparinized and 

nonheparinized flush solution 

on the patency and maintenance time 

for arterial lines.

Kim, Kim, Kim, Kim, Eun-KyoungEun-KyoungEun-KyoungEun-Kyoung

Depart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Cho-Ja, RN,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heparinized and 

nonheparinized flush solution on patency and length of time that arterial 

lines could be maintained.

  The participations for this study were 175 of ICU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of P general hospital in Kyeongigi Province. A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a heparinized(study) and nonheparinized(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1, 2003 and August 31, 2004.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a check list develop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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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This, check-list type questionnaire included 5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4 on arterial procedure issues, 2 on patency 

issues, 12 on related factors, and 2 on laboratory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ver.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1) N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study group indicating homogeneity. 

  

2)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ce in the average time  

   the lines were maintained between the control group(58.56hours,       

   SD=54.8), and study group (52.16hours, SD=74.5),(t=.645, p=.520).

   

3)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ce in the patency rates  

   between the control group(12%) and study group(8.6%), (χ2=.147,    

   p=.711).

  

  In conclusion, comparison of the effect of heparinized and 

nonheparinized flush solution on the patency and time that arterial lines 

could be maintained,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refore, ICU nurses should use nonheparinized flush solution on 

arterial lines to reduce the high risk of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Keyword : Arterial line,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p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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