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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느덧 시간이 흘러 논문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입학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대학원 과정이 끝나간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병원과 학교,집을 오가며 분
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이 논문의 완
성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입학때부터 지도 교수님으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대학원 생활부터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이원희 교수님과 논문의 기
초부터 전과정을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이주희 교수님,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관
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주신 라선영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대
학원 기간동안 함께 하며 항상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준 동기들 정애 ,진아,은정,소희,수연,진희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
의 뜻을 전합니다.또한 직장과 대학원 생활에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심장혈
관 병원 정정인 부장님과 바쁜 직장 생활을 함께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심장
혈관 병원 과장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또한 논문 자료 수집을 도와주신 암센터
한수영 부장님과 암센터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자료수집에 적극
도움을 주신 암센터 35,36,45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과 암센터 외래 및 항암약
물치료센터 간호사 선생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료 수집에 고견을 주신
손주혁 교수님,임종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암센터에서 암환자들
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학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
록 용기를 북돋워주신 윤정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문이 있기까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미 부원장님과 손주온
수석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의 정리를 꼼꼼히 도와준 착한 후배 재희,늘 부족한 제게 힘과 기쁨을 불어
넣어 주는 78병동 식구들과 심장 소아과 외래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바쁘다고 투정부리는 친구를 배려해주는 은희,지연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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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국에서 항상 걱정해주는 선희,은경 언니,윤정,은주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공부하는 내내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님과 공부하는 며느리의 늦은 귀가길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엄마의 자리가 늘 부족해도 기다
려주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착한 아들들 오윤,오영에게도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또한 친구처럼 편하면서도 늘 든든한 후원자인 남편 영관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공부나 일보다 늘 약하다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아직까지도 걱
정하시는 친정 부모님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투병중이시고,하루하루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암
환자분들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7월
김김김 가가가 연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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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일일일혈혈혈(((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예예예방방방 및및및 대대대처처처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항암제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연구로서,암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시 발생할 수 있는 일혈
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실무 지침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예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Y대학병원의 전문가 그룹

종양학과 의사(전문의 이상)와 간호사(수간호사,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그룹에
게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자료 수집은 IRB심의를 거쳐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이를 통해 만들어진 최종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
및 간호대학 교수 2인,종양학과 전문의 1인이 함께 확인하였다.

수집된 결과는 SPSS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고,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예비 가이드라인은 3분류,총 55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2.예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Y대학병원의 전문가 그룹 종양
학과 의사(전문의 이상)와 간호사(수간호사,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그룹에서 실
시하여 각 문항별 CVI점수가 0.8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만을 선정하였고,CVI
점수가 0.80이하로 나타난 항목은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하였다.
3.위의 전문가 타당도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3분류의 50항목에
대해 본 연구자 및 간호대학 교수 2인,종양학과 전문의 1인이 함께 확인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암환자를 간호할 때 일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일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암환자에게 최소한
의 손상을 초래하는 실무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일일일혈혈혈(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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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요법,항암 화학요법,방사선 치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이외에 국소치료법,호르몬요법,광역학치료법,레이저치료법 등이
있으며,최근에는 면역요법,유전자요법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암의 치료는 진단
된 암의 종류,진행상태,환자의 전신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다른 질환의 치료
에 비해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치료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암세포는 빠르
게 증식하고 분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항암제는 빠른 성장을 하는 세
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국가암정보센터,2008).그러나 일부 정상세
포 또한 암세포와 같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시 암세포보다는 덜
하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게 된다.정상세포 중에서도 빨리 분열 증식하는 세
포,즉 골수에서 형성된 혈액세포,구강을 포함한 위장관의 상피세포,머리카락세
포,그리고 정자,난자를 만들어내는 생식세포 등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항암
화학요법 후에 빈혈이 오고,백혈구 및 혈소판 수가 감소하며,입안이 헐고 오심,
구토,설사 등이 올 수 있으며,머리카락이 빠지며,생식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이 있게 된다.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의 종류가 다르며,같은 항암제를 같은

용량으로 투여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항
암화학요법이란 고농도의 약물을 질병부위로 전달하여 암세포를 죽이고,정상세포
는 보호하는 치료의 방법으로써 간호사는 이 치료 과정동안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정하고,예방하며,중재하는 방법들을 알 필요가 있다.그 중 일
혈(extravasation)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치료과정 자체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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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의료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
도 항암제로 인한 국소적인 부작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약제의 특성에 의
한 것일 수도 있고,희석액의 농도나 주사부위 선정 또는 주사 기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서순림 외,2002).이러한 정맥 내 유출 발생율은 항암제 투여 환자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소아에서는 11%,성인에서는 22%까
지도 보고된 바 있다(설철환 외,1999).
발포제(vesicant)란 조직에 새었을 때 치명적이고 심각한 조직 손상을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발포제(vesicant)는 DNA bindingtype과 DNA nonbindingtype
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손상의 정도는 DNA bindingtype의 발포제가 더욱 심각
하다.DNA binding type 발포제는 조직으로 샜을 때 세포내의 핵산(nucleic
acids)와 결합하여 주위 조직으로 독성이 확산되어 손상의 정도가 증가한다.조직
손상의 정도에는 약의 종류,희석된 정도,조직으로 새어나간 발포제의 양,일혈이
된 부위,환자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Lisa Schulmeister,2007).발포제
(vesicant)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새어나가면 조직에서 타는 듯한 통증과 염증을 일
으킨다.홍반에 이어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정맥이 폐색되며,이로 인한 궤양은
광범위한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치료시 괴사 조직 절제나 피부 이식이 요구된다.
건(tendon)이나 기저 조직의 불가역성 변화는 사지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
다.자극제(irritant)로 분류되는 약제들은 간혹 타는 듯한 열감과 심한 통증을 일
으키지만 수포,궤양,피부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발포제로 일컬어지는 약제의 종류에는 DNA bindingtype의 발포제에 항종양

항생제계열의 dactinomycin,daunorubicin,doxorubicin,epirubicin,mitomycin이
있고 DNA non binding type의 발포제에 Vinca alkaloid계열의 vincristine,
vinblastine,vindesine,vinorelbine등이 있다.이 중 doxorubicin(adriamycin)은 항
종양항생제 계열의 항암제 중 유방암,악성 림프종,육종,갑상선종 같은 고형종양
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의 혈액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그러나 임상 적용
시 오심,구토,빈맥,원형 탈모증,점막염 등의 가벼운 부작용뿐만 아니라 골수억
제,심근병,조직궤양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한다.그 중 일혈(extravasation)이
생기는 경우 국소적인 염증 반응에서 조직 괴사까지 그 어느 항암제보다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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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여,근육 및 신경 조직을 포함하여 심부 구조 조직까지 파급되는 심
각한 후유증을 보인다.일혈이 발생한 당시의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6개월까
지도 지연된 반응을 보이는 조직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항암제이다.doxorubicin(adriamycin)으로 인한 일혈시 환자의 심리적 육
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치료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항암치료가 지연되
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자의 예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그러나 항
암제 일혈(extravasation)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는 실제적인 근거(evidence)가 그다
지 많지 않은 상태로서 주로 경험적이고,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Pamela,2007).국내에서도 외국의 문헌을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동물 실험을 통해
서만 그 손상의 정도를 짐작하는 정도이며,일혈(extravasation)을 주제로 한 논문
도 주로 조영제나 전해질,간질약 등에 국한된 논문이 있을 뿐 항암제 일혈
(extravasation)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상담이나 교육을 하다보면 함암

제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미리 걱정하고 그 중에서도 항암제가 피부로 새
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치료 과정 내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그러나,바쁘게 돌아가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모든 치료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
이 있고 이전에 개발된 문헌들이 대부분 일혈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
로 국한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대처방법인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또한 환자 측면에서도 부작용에 대해 즉
시 보고할 수 있는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한 사
전 교육이 의료진에게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잠재적인 일혈(extravasation)
발생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일혈(extravasation)에 대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연구

나 문헌을 통해 일혈(extravasation)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최근의 연구 결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예방법과 대처법을 찾아내어 가
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포켓북처럼 활용할 수 있도
록 임상에서 암환자를 치료하고,간호할 때 도움이 실질적인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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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일혈(extravas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사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함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 예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나.개발된 예비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 따라 수정,보완한다
다.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가가가...일일일혈혈혈(((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
혈관에서 조직으로 약물이 새어 나가는 것

나나나...발발발포포포제제제(((vvveeesssiiicccaaannnttt)))
조직으로 새었을 때 수포 및 궤양을 일으키는 약물

다다다...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근거 중심의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은 특정 임상 환경에 적절한 건강관리에 대

한 임상 실무자와 환자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근거를 검색,평가하는 체계적
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진술문이다(Courtney,2005).
본 연구에서는 TheScottishIntercollegiateGuidelineNetwork(SIGN)의 총 여

덟 단계의 과정 중 일 단계에서 다섯째 단계까지의 개발과정을 참고하여 가이드
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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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111...발발발포포포제제제(((vvveeesssiiicccaaannnttt)))

발포제(vesicant)란 조직에 새었을 때 치명적이고,심각한 조직 손상을 초래하
는 물질을 말한다(ONS chemotherapy and biotherapy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forpractice,2005).조직손상의 정도는 발포제(vesicant)의 종류
와 농축 정도,샌 양,누출 부위,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발포제(vesicant)중 DNA binding type의 발포제(anthracyclines:dactinomycin,
daunorubicin,doxorubicin,epirubicin,mitomycin)는 건강한 조직에 누출되었을
때 즉각 손상을 일으킬 뿐만 일혈 발생 이후 7~10일정도 지난 다음에야 손상의
정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일혈 후 조직 괴사가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도
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결국 이러한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커지
며 고통스런 흔적으로 남게 된다.
발포제(vesicant) 중 DNA non binding type의 발포제(plant alkaloids:

vincristine,vinblastine,vindesine)는 누출시 조직에 간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며,조
직 내에서 대사(metabolize)되어 DNA binding type보다는 쉽게 중화된다(Ener,
2004).이러한 타입의 손상은 좀더 국소적이며 좀 덜 고통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발포제(vesicant)를 투여하는 혈관 부위는 전완 부위(forearm)가 적절하며 손목

이나,손등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특히 손등은 피하조직이 적은 부위로서 조
직 손상시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조직 손상의 정도는 부분 손상
(partialskinloss)에서부터 전층 손상(fullthicknessskinloss)까지 발생한다.부분
손상(partialskinloss)은 표피(epidermis)에서 진피층(dermis)까지 침범한 경우이며
전층 손상(fullthicknessskin loss)은 피하조직(subcutaneoustissue)까지 침범된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손등처럼 피하조직이 적은 부위는 일혈(extravasation)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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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부 이식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위가 된다(LisaSchulmeister,2007).
환자에 기인한 요소로는 나이,동반질환(예-diabetus),면역억제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Ener등,2004).이러한 일혈(extravasation)에 의한 손상이 생겼을 때는
비용 손실도 매우 크며,직접적인 치료비용만 450,000달러,간접적인 비용까지 추
가하면 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Westlaw,2006).

중심정맥관(케모포트)는 장기간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
며 noncoringneedle로 1000~3600회까지 천자 가능한 selfsealingseptum이다
(Goodman,2000).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중심정맥관이다.
그러나 중심정맥관(케모포트)이라도 일혈(extravasation)에 대해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카테터 이탈(needledislodgement)나 혈전(clot)으로 인한 카테터 폐쇄 등에
의해 전흉부(anterialchestwall)의 심각한 손상이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괴사
가 일어난 부위를 제거한 후 외과적인 중재(mastectomy,skinflap)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혈(extravasation)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다.실제로 지식과 기술을 겸

비하고 있을 때 일혈(extravasation)은 예방될 수 있다.간호사는 임상에서 환자의
가까운 곳에서 일혈(extravasation)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auerland등,2006).

222...일일일혈혈혈 (((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

일혈(extravasation)은 혈관에서 조직으로 약물이 새어 나가는 것으로 증상은
다음과 같다.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혹은 작열감(stinging,burningpain)이다.그
외 증상으로 발적(redness),부종(sudden swelling),종창(palpablesubcutaneous
fluid),혈액 역류 안됨(nobloodreturn)등이 있다.이는 과민반응이나 발적 확장
반응(flarereaction)과 실제로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
한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일단 일혈(extravasation)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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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일혈(extravasation)은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
과정은 병원마다 자체 규정(policy)에 따라 능숙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또한 간호
사는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치료 과정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환자
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어 환자가 이상 반응을 느꼈을 때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saSchulmeister,2007).
일혈은 예방이 중요하며 예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치료는 조용한 환경에

서 이루어져야 하며,일혈이나 과민 반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약품과 비품을 즉시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환자의 과거력과 치료 경력을 재검토하고 치료에 대
한 의사의 지시를 다시 확인하며 약물의 종류,용량,투여 경로를 이중 확인한다.
또한 치료 전에 행해져야 할 전처치가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확인한다.환자에게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여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혈 증상에 대해 주저없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가능한 한 환자를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말초 정맥 확보를 시작한다.가장 좋은 정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양팔을 손등
에서 전박까지 훑어보며 평가한다.유방 절제술을 한 환자의 수술한 쪽 팔을 피하
고,하지는 혈전의 위험이 있어 피한다.최근(24시간 이내)에 정맥 천자를 한 적이
있는 팔은 피하고,관절 부위(antecubitalfassa)도 피하며,딱딱하게 굳어 있어 순
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도 피한다.혈관 확보가 쉽지 않을 때는 피부를
따뜻하게 마사지하여 정맥을 확장시키면 정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혈관 카
테터(angiocatheter)는 작은 것을 사용하며 한 번 천자하여 혈관을 비껴간 경우
그 부위를 두 번 이상 천자하지 않는다.혈관이 확보되면 테잎은 혈관을 잘 살펴
볼 수 있도록 붙이고 움직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약물이 주입되는 동안
주사부위의 통증,발적,종창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약물 2~3ml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하여 정맥의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두 종류 이상의 발포제가 모두 투
여되어야 하는 경우는 용량이 적은 것부터 투여하며,두 종류 중 한 약제가 발포
제이면 발포제가 아닌 약부터 주입한다.일혈이 일어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범위가 매우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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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주입하는 동안 시선을 주사 부위에 예민하게 집중하여 환자의 피부 변화를
파악한다.모든 약물을 주입하는 중간이나 끝난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관류
(flushing)시켜 세척한다.이는 만일에 혈관 근처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물을 충
분히 세척하여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만일 중심정맥관이 있는 경우
는 가능한 한 중심중맥관을 이용한다.장기간 항암제 주사를 투여받는 환자의 말
초혈관은 손상되기 쉬워서 중심정맥관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중심정맥관
으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는 혈액 역류가 잘되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생
리식염수로 세척했을 때 환자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여 조직으로 누출되는
부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모든 처치가 끝나면 바늘을 제거 후 5분 이상 압
박하여 지혈시키며 필요한 드레싱을 실시한다.이 전 과정은 반드시 기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Thenationalextravastioninformationservice,2008)..
이러한 예방 방법을 충분이 취했는데도 만일 약물 주입 중 일혈이 의심되면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다.주입을 즉각 중단하고,역류를 시켜 최대한 약물을 흡
인해내고,환자에게 설명하고 안심시킨다.주치의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시 카
테터를 유지하여 해독제가 있는 경우 투여하며 필요 없는 경우 카테터를 제거 후
약제의 종류에 따라 온,냉 요법을 적용한다.발포제(vesicant) 중에서 DNA
bindingtype(anthracyclines:dactinomycin,daunorubicin,doxorubicin,epirubicin,
mitomycin)은 냉요법을 실시하여 혈관이 확장되어 주위조직으로 손상이 확대되
는 것을 방지하며, DNA non binding type(plant alkaloids: vincristine,
vinblastine,vindesine)은 온요법을 실시하여 주위로 확산되어 중화되는 것을 용이
하도록 한다.일혈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상시키고 필요시 환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사진을 찍고 펜으로 표시해둔다.이 절차는 환자의 추후 관리를 위해 필
요한 절차임을 이해시킨다.일혈의 원인이 된 약제의 종류,정맥 주사 부위의 변
화,대처 방법 등에 대해 기록하고 환자에게 추후 관리법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
는 내용,연락처 등을 설명한다.가볍게 멸균 드레싱을 하고 이식이 필요시 성형
외과에 의뢰를 한다.추후 관리에 대한 교육의 내용도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야 한다.환자의 상태 및 약물의 농도와 종류,일혈 된 양,대처 방법에 따라 손상
의 깊이와 범위는 달라진다.손상은 즉시 일어나지 않고 수일 이후에 나타날 수도



- 9 -

있으므로 추후 관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통증에 대해서는 NSAID등의 약물
을 처방하여 도움을 주며,염증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및 소염
제,항생제 등을 처방한다(Thenationalextravastioninformationservice,2008).
환자는 일혈(extravasation)로 인한 손상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려준다.일혈이 발생환 환자는 정서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일혈이 발생한 환
자는 심한 고통(distress)를 경험한다.환자 중에는 항암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
고 이들 중에는 암의 재발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이런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분쟁(sue)이 발생하기도 한다(Camp-Sorrel,
2000).
일혈에 사용하는 해독제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고 임상에서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졌다.치료에 대한 중재방법으로는 국소적인
냉온요법과 생리식염수 세척방법 그리고 몇 가지 약제에 대한 것들이 주로 연구
되어졌다.그 중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해독제 및 추천할 만한 제제로는 Vinca
alkaloid계열에 Hyaluronidase,Alkylatingagent(cisplatin)에 Sodium thiosulphate,
Anthracyclines에 Dimethyl sulfoxide(DMSO), Totect(dextrazoxane)이 있다.
Totect(dextrazoxane)은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인 약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Langer,2001).그러나 해독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어 왔고
이 중 일부는 동물 실험에만 직접 적용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독제 영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33...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근거중심간호는 개별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여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최신,최선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임상지식을 가지고 활용 가능한 자
원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명화,2007).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전문가의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합의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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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합의와 과학적인 근거와 연계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개발하는 근거중심
개발방법이 있다.근거 중심 가이드라인은 가장 타당한 과학적 근거의 체계적인
확인과 합성에 기초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NHMRC,1998)합리적이고 효과적이
며 최선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많은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임
상실무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그 중 SIGN에 따른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은 여덟 단계로서 1단계,목적과 구조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개발 범위를
정한다.2단계,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3단계,체계적인 문헌고
찰을 통해 근거를 수집,분석 및 평가한다.4단계,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형성
한다.이 과정에서는 근거의 종합과 평가를 통해 근거의 등급과 권고사항의 강도
를 정한다.5단계,권고사항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와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6단계,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보급한다.7단계,임상에 보급
하고 적용한다.8단계,임상 적용 후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SIGN에서 제시한 근거 중심 가이드라인 개발 중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는 6단계 이전의 5단계까지의 과정에 따라 국내외의 최신 근거의 종합,분
석을 바탕으로 하여 일혈(extravasation)환자의 관리를 위한 근거 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내용
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에 대한 근거 중심 간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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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방법론
적인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과과과정정정

본 연구는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구
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가가...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국내외 문헌중 ‘일혈(extravasation)’을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국외 문헌은 왭사

이트인 www.ons.org에서 84개 문헌을 검색하고, Pubmed에서는 조영제 일혈에
대한 논문을 제외하기 위해 'vesicantextravasation'이라는 주제어로 113개 문헌을
검색하고,국내 문헌은 ‘일혈’을 주제어로 www.riss4u.net에서 9개를 검색하여 찾
은 논문 중 2000년 이후에 실린 항암제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논문 20개를 선정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나나나...예예예비비비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위의 문헌 고찰을 통해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에 대한 예비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였다.이 예비 가이드라인은 1.말초로 투여시 일혈 예방과 2.중심정
맥관(케모포트)으로 투여시 일혈 예방 그리고 3.실제 일혈이 의심시 대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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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3가지 분류의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다다...예예예비비비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의의의 전전전문문문가가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예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은 종합병원 내에 암전문병원이 있는 대학병원(Y병원)을 선정하여 의사(전문
의 이상)와 간호사(수간호사,5년 이상의 암병동 경력 간호사)로 형성된 그룹에게
2008년 6월 1일~15일에 설문지 15부를 배부하여 수거된 14부로 내용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설문지는 ‘페링의 방법’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구성된 질
문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하여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0점),2점:적절하
지 않다(0.25점),3점:보통이다(0.5점),4점:적절하다(0.75점),5점:매우 적절하다(1점)
으로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80이상인 내용을 선정하고 그 미만은 삭제하였다.

라라라...최최최종종종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전문가 그룹의 평가에 따라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80이상인 내용만을 선
정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개발하였다.이 최종 가이드라인을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
수 2인,종양학과 교수 1인의 토론을 거쳐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였다.최종
가이드라인은 3가지 분류(말초로 투여시 일혈 예방,중심정맥관으로 투여시 일혈
예방,일혈 발생시 대처 방법)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시
간의 흐름에 맞추어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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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가가가...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예예예비비비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개개개발발발

1)extravasation의 정의 및 vesicant의 종류 영역
2)extravasation예방에 대한 간호 중재 영역
3)extravasation대처에 대한 간호 중재 영역
4)추후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문헌 고찰을 시행한다.

예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문헌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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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일혈(extravasation)과 관련된 문헌 고찰 분석

                     국외문헌 국내문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extravasation의 의 의 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및 및 및 및 vesicant의 의 의 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영역영역영역영역

정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증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약종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 extravasation 예방에 예방에 예방에 예방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간호중재 간호중재 간호중재 간호중재 영역영역영역영역

사정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투여방법 O O O  O O   O O  O  O  O O O   

3) extravasation 대처에 대처에 대처에 대처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간호중재 간호중재 간호중재 간호중재 영역영역영역영역

대처방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추후관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치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록 O O O  O O   O O O   O    O   

4) 추후 추후 추후 추후 관리 관리 관리 관리 영역영역영역영역

교육 O O O   O   O O  O      O   

관리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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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표 1>에서 참조한 관련문헌을 ABC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2>.일혈(extravasation)과 관련된 국외 문헌

국 국 국 국 외 외 외 외 문 문 문 문 헌헌헌헌

A:Mary MageeGullatte(2007).A chemotherapyhandbook.Oncologynursing
society.2thedition.

B: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extravasation of
chemotherapydrugs.Sussexcancernetwork.

C: NICAN(northern Ireland cancer network) Policy: Treatment of
extravasationofcytotoxicdrugs.Version2.

D:Albnell,J.,Baselga,J.(2000).Systemictherapyemergencies,Seminarsin
oncology27(3):347-359.

E:Extravasationguideline(2007).
F: Polovich,M.,Juilie,M.White (2005).2nd edition.Chemotherapy and

biotherapyguidelines.
G:Elner,R.A.(2004).Extravasationofsystemichematooncologicaltherapies.

AnnalsofOncology,15.
H:NancyJoBush(2005).Mitoxantrone-inducedextravasationClinicaljournal

ofoncologynursing32(1).
I:El-saghir,N.S.(2003).Dexrazoxaneisaneffectiveimmediatetherapyfor

doxorubicinextravasationAmericanSocietyofClinicalOncology,22.
J:http://www.extravasation.org.uk:informationservice.
K:Extravasation guidelines forpractice in pediatric wards.Hertfordshire

partnershipNHStrust2003.
L:Schulmeister,L.(2007).Totect:A new agentfortreating anthracycline

extravasationClinicaljournalofoncologynursing,June,11(3).
M:http://www.extravasation(intraveneous).wikipedia,thefreeencyclopedia.
N:Pamelaoestrecher(2007).Canyourecognizetheriskfactorsforvesicant

extravasation?Clinicaljournalofoncologynursing,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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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일혈(extravasation)과 관련된 국내문헌

나나나...예예예비비비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평평평가가가

작성된 예비 가이드라인은 3가지 분류,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
년 6월 1일에서 15일까지 암전문병원이 있는 Y대학 병원 전문의(종양학과)2명과
암병동 수간호사 5인,5년 이상의 암병동 경력 간호사 7인으로 구성된 총 14인의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지
(예비 가이드라인)를 전문가 집단에게 배부하고,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각 문항에 대해 내용 타당도 지수
CVI(ContentValidityIndex)는 '페링(Fehring)의 방법'을 이용하여 1(0점)은 ‘전혀

O:Schuleister,L.(2007).AdminirsteringvesicantsClinicaljournalofoncology
nursing9(4)

P:Schuleister,L.(2005).ManagingvesicantsClinicaljournalofoncologynursing
9(4)

Q:CHMC(children'shospitalmedicalcenter)policies.Vesicantchemotherapy
extravasation2003.

국 국 국 국 내 내 내 내 문 문 문 문 헌헌헌헌

R:서순림 외(2002).간호실무를 위한 종양간호학.
S:설철환,이혜경,탁관철(1999).대한성형외과학회지 Adiramycin주입후 생긴

조직 손상에 대한 hydrocortisone의 억제 효과.26(4).July
T:안호범,김광석,류봉수,김대영,이삼용,조백현(1995).대한성형외과학회지

정맥 주사의 혈관외유출로 인한 조직 손상의 임상적 고찰.226(2).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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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다’,2(0.25점)는 ‘적절하지 않다’,3(0.5점)은 ‘보통이다’,4(0.75점)는 ‘적
절하다’,5(1점)은 ‘매우 적절하다’등으로 하여 CVI를 산출하여 전문가 지수가
0.80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의 각 영역별 CVI는 1.말초로 투여시 일혈 예방에서

1-10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 역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1-12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저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1-13단계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
할 때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1.0으로 가장 높은 타당도 점수가 나타
났으며,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1-20단계 필요시 냉찜질(1일 4~6회,1회시
20분 동안 적용)을 3일간 적용한다가 0.51점으로 나타났고,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
을 살핀다가 0.73점,최대한 직경이 가늘고 유연성이 있는 카테터를 이용한다가
0.71점으로 나타났다...또한 2.중심정맥관(케모포트)으로 주입시 일혈 예방에서는
2-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가 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9단계의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가 0.73점으로 나타났다...그 외 모든 항
목이 0.80이상으로 나타났다.3.일혈 의심시 대처에서는 3-1단계 일혈이 의심되
면 항암제와 수액 주입을 즉시 중단한다가 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1단
계의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한다가 0.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상으로 CVI
점수가 0.80이하로 나타난 항목은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하였다.구체적 예비
가이드라인의 전문가 타당도 점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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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말초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에 대한 타당도입니다 .
<표 4>.말초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타당도)
단계 수행항목 근거 타당도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0.93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

의 등 기타 약물 투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물
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한다.

0.81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일혈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현하
도록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0.96

4단계 천자할 부위는 손목 및 관절 부위를 피
한다

발생시 손상의 부위를 최소화한다
(관절은 일혈 발생시 손상의 범위가
커진다)

0.92

5단계 천자할 혈관 위쪽에 경화된(딱딱해진)
혈관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0.91

6단계 천자할 혈관이 있는 팔에 임파부종이
있는지 확인한다(유방암 환자인 경우 수
술한 쪽 팔인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0.89

7단계 천자할 혈관이 있는 부위를 24시간 이
내에 천자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관의 상태가 완전한지 확인한다 0.85

8단계 최대한 직경이 가늘고 유연성이 있는
카테터를 이용한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한다 0.71

9단계 한 부위를 2회 이상 천자하지 않는다 혈관의 상태가 완전하도록 유지한다 0.89

10
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 역류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0

11
단계

카테터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수 있도
록 고정한다

일혈의 발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다 0.96

12
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저항감
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0

13
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통증이
나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0

14
단계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 환자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일혈의
증상이다

0.73

15
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게 말해
주며,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
다

0.92

16
단계

2~3ml의 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0.89

17
단계

혈관상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약물을 서
서히 주입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0.98

18
단계

약물주입을 마친 후 생리식염수로 혈관
을 세척해 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천자한 부위 가까이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0.98

19
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카테터를 제거
한다

0.96

20
단계

필요시 냉찜질(1일 4~6회,1회시 20분동
안 적용)을 3일간 적용한다

남아 있을 수 있는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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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음은 중심정맥관(케모포트)으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에
대한 타당도입니다 .

<표 5>.중심정맥관(케모포트)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타당도)

단계 수행항목 근거
타당도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
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1.0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
뇨의 등 기타 약물 투여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0.81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일혈
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
현하도록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
낌을 즉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0.91

4단계 케모포트바늘을 포트 중심부에 정확히
삽관한다

바늘 삽관이 잘못되어 중심정맥관 일
혈이 발생할 수 있다

0.96

5단계 바늘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도
록 고정한다

0.92

6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때저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저항감이 있는 경우는 카테터의 부분
또는 완전 막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 압력을 심하게 가하면 포트와
카테터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0.94

7단계 저항감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려서
가슴사진을 촬영하거나 혈관촬영술을
시행한다

중심정맥관 일혈은 매우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미리 확인하는 방법
이 최선이다

0.85

8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목이나
가슴부위에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
인한다

부종이나 통증은 카테터의
누출(leakage)을 의미한다

0.85

9단계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 환자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일혈의
증상이다

0.73

10
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게 말해
주며,약물 투여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0.91

11
단계

2~3ml의 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
를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0.85

12
단계

약물주입을 마친 후 생리식염수로 혈관
을 세척해 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바늘 삽관 부위 가까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0.94

13
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
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헤파린 희석
액을 투여한 후 바늘을 제거한다

0.94

14단계 필요시 수액을 연결 후 주입 속도를 확
인한다

0.85

15
단계

바늘 삽관부위의 피부상태(발적,부종
등)를 자주 점검한다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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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driamycin일혈 의심시 대처에 대한 타당도입니다.

<표 6>.Adriamycin일혈 의심시 대처(타당도)
단계 수행항목 근거 타당도
1단계 일혈이 의심되면 항암제와 수액주입

을 즉시 중단한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2단계 카테터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둔다 흡인할 경로를 확보하고,필요시 해독
제를 투여할 수 있다

0.94

3단계 의사에게 알린다 0.98

4단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Aseptictechnicque을 적용한다 0.88
5단계 Extravasationkit(아래 참고)를 가져

온다
짧은 시간에 즉각 대처 가능하다 0.86

6단계 시린지로 항암제와 혈액을 최대한
흡인해낸다

남아있는 약물을 흡인해냄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0.96

7단계 더 이상 흡인되지 않으면 카테터를
제거한다

0.95

8단계 카테터 제거 부위를 소독솜으로 지
그시 눌러 지혈한다

압력을 높게 하면 약물이
주위조직으로 퍼질 수 있다

0.95

9단계 지혈후 일혈부위의 넓이를 파악하고
펜으로 표시한다

손상부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며,회
복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0.88

10
단계

소독솜으로 일혈부위를 소독한다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0.85

11
단계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한다 0.75

12
단계

일혈부위에 냉찜질을 (1일 4~6회,1
회시 20분동안 적용)3일간 적용한다

DNA-binding제제의 주위 조직으로의
확장을 방지한다.

0.92

13
단계

환자에게 냉요법 적용이유,주의사
항,냉요법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환자에게 교육하여 협조를 구한다 0.92

14
단계

발생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상시킨
다

부종을 감소시킨다 0.84

15
단계

일혈 발생 상황,처치내용,교육내용
에 대해 기록한다

0.93

16
단계

추후 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피부이식도 가능하다 0.93

17
단계

필요시 진통제,소염제를 투여한다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0.91

18
단계

환자에게 추후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0.95

19
단계

지속적으로 피부상태를 확인한다. DNA-binding제제는 서서히(6개월까지
도)손상 부위가 증가할 수 있다.

0.96

20
단계

퇴원시 환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긴급하게 악화될 경우 의료진과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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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비 가이드라인에서 0.80미만의 점수를 받은 항
목을 삭제한 후 50개 항목으로 완성하였다.

<표 7>.말초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
단계 수행항목 근거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의
등 기타 약물 투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일혈시 바
로 느낌(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현하도록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천자할 부위는 손목 및 관절부위를 피한다 발생시 손상의 부위를 최소화한다
(관절은 일혈 발생시 손상의 범위가
커진다)

5단계 천자할 혈관 위쪽에 경화된(딱딱해진)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6단계 천자할 혈관이 있는 팔에 임파부종이 있는지
확인한다(유방암 환자인 경우 수술한 쪽 팔
인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7단계 최대한 직경이 가늘고 유연성이 있는 카테터
를 이용한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한다

8단계 한부위를 2회 이상 천자하지 않는다 혈관의 상태가 완전하도록 유지한다

9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역류가 잘 되는지 확인한
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0단계 카테터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한다

일혈의 발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다

11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때 저항감이 있
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2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통증이나 발
적이 있는지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3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게 말해주며,
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14단계 2~3ml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
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5단계 혈관상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약물을 서서히
주입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6단계 약물주입을 마친후 생리식염수로 혈관을 세
척해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천자한 부위 가까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17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
는지 충분히 살핀후 카테터를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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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중심정맥관(케모포트)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  

 

 

단계 수행항목 근거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의

등 기타 약물 투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물을 투
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교육하고,일혈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현하도록 설명
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케모포트 바늘을 포트 중심부에 정확히 삽관
한다

바늘 삽관이 잘못되어 중심정맥관
일혈이 발생할 수 있다

5단계 바늘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고
정한다

6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저항감이 있
는지 확인한다

저항감이 있는 경우는 카테터의 부분
또는 완전 막힘을 의심할 수 있다.이때
압력을 심하게 가하면 포트와 카테터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7단계 저항감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려서 가슴사
진을 촬영하거나 혈관촬영술을 시행한다

중심정맥관 일혈은 매우 큰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
이다

8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목이나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부종이나 통증은 카테터의
누출(leakage)을 의미한다

9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게 말해주며,
약물 투여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10단계 2~3ml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한
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1단계 약물 주입을 마친 후 생리식염수로 혈관을
세척해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바늘
삽관 부위 가까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12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
는지 충분히 살핀후 헤파린 희석액을 투여한
후 바늘을 제거한다

13단계 필요시 수액을 연결 후 주입속도를 확인한다

14단계 바늘 삽관 부위의 피부상태(발적,부종 등)를
자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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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Adriamycin일혈 의심시 대처  

단계 수수수행행행항항항목목목 근거
1단계 일혈이 의심되면 항암제와 수액주입을

즉시 중단한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2단계 카테터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흡인할 경로를 확보하고,필요시 해독제
를 투여할 수 있다

3단계 의사에게 알린다

4단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Aseptictechnicque을 적용한다

5단계 Extravasationkit(아래 참고)를 가져온다 짧은 시간에 즉각 대처 가능하다

6단계 시린지로 항암제와 혈액을 최대한
흡인해낸다

남아있는 약물을 흡인해냄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7단계 더 이상 흡인되지 않으면 카테터를
제거한다

8단계 카테터 제거부위를 소독솜으로 지그시
눌러 지혈한다

압력을 높게 하면 약물이 주위조직으로
퍼질 수 있다

9단계 지혈후 일혈부위의 넓이를 파악하고
펜으로 표시한다

손상부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며,회복
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10
단계

소독솜으로 일혈부위를 소독한다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11
단계

일혈부위에 냉찜질을 (1일 4~6회,
1회시 20분동안 적용)3일간 적용한다

DNA-binding제제의 주위 조직으로의 확
장을 방지한다.

12
단계

환자에게 냉요법 적용 이유,주의사항,
냉요법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에게 교육하여 협조를 구한다

13
단계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상시킨다 부종을 감소시킨다

14
단계

일혈 발생 상황,처치내용,교육내용에
대해 기록한다

15
단계

추후 관리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피부이식도 가능하다

16
단계

필요시 진통제,소염제를 투여한다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17
단계

환자에게 추후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퇴원시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긴급하게 악화될 경우 의료진과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18
단계

지속적으로 피부상태를 확인한다. DNA-binding 제제는 서서히(6개월까지
도)손상 부위가 증가할 수 있다.

19
단계

퇴원시 환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긴급하게 악화될 경우 의료진과 연락 가
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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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kkkiiittt
항암제 누출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두는 보관함을 말하는
것으로,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기 2cc,10cc짜리 각각 3개씩,25G needle,소독솜,장갑,마스크,거즈,반창고,ice
pack/hotpack각 1개씩,환자용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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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이 연구는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예비 간호 가이드라인(3분류,총 55항목)을 암전문병원이 있는 대학
병원(Y병원)의 종양학과 전문의 2인,암병동의 수간호사 5인,암병동의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7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타당도 조사에서 예비 가이드라인의 각
영역별 CVI는 1.말초로 투여시 일혈 예방에서 1-10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 역류
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1-12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저항감이 있는
지 확인한다,1-13단계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
인한다가 1.0으로 가장 높은 타당도 점수가 나타났으며,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
로는 1-20단계 필요시 냉찜질(1일 4~6회,1회시 20분동안 적용)을 3일간 적용한다
가 0.51점으로 나타났고,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가 0.73점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가이드라인과의 비교에서 혈액 역류 및 발적과 통증 유무 확인을 일혈 예
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의한 점과 비슷한 타당도 결과를 보였다.또한 2.
중심정맥관(케모포트)으로 주입시 일혈 예방에서는 2-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가 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9단계의 환자의 안색이나 반
응을 살핀다가 0.73점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모든 항목이 0.80이상으로 나온 점
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암제 투여시 사용을 권하는
시린지의 규격도 약의 종류나 희석의 정도에 따라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며,케모
포트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의 규정
(policy)와의 연계가 필요로 할 수 있겠다.3.일혈 의심시 대처 가이드라인에서는
3-1단계 일혈이 의심되면 항암제와 수액 주입을 즉시 중단한다가 1.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3-11단계의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한다가 0.75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일혈 발생시 적용하는 소독제 및 거즈나 드레싱
종류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자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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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그러나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다른 논문과의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계속적으로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CVI0.80이하의 항목 중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는 항목은
0.73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전인간호의 측면과 일혈 예방이 환자의 반응을 살피
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을 들면 연구자로서는 제외하기가 아쉬운 항목이었다.그
러나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일혈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
현하도록 설명한다’는 항목이 선정되었고 마지막 항목에서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
관찰되는 발적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카테터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있어 내용
상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삭제하여도 환자의 반응을 살피는 부분이 항목에 들
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난하리라 생각된다.예비 가이드라인에서 1-20단계의
‘필요시 냉찜질(1일 4~6회,1회시 20분동안 적용)을 3일간 적용한다’항목도 주사
가 다 끝난 후에 일혈이 의심되거나 환자에게 불편감이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한
항목이었으나 타당도 0.51로 낮게 나와서 삭제하였고 3분류의 일혈의심시 대처의
항목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제외하였으나 임상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충분
히 적용해 볼만한 항목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6개월동안 2000년 이후에 일혈(extravasation)에 대해 발간된 문헌을 찾

고 정리하면서 국내문헌에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거의 없
는 상태로 대부분 외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
다.또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의료진마다 달라서 항암제에
대한 취급 및 투여는 간호사의 주업무를 벗어난 일이며,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았고,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도 실제 업무와는
연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충고도 있었다.그러나 현재 국내 전문 간호사 시험이 5
회째를 맞이하고 종합병원마다 전문 간호사를 각 분야에 배치하여 환자의 만족도
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종양 전문 간호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암병동에서 근무
하는 일반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간호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
겠다.이런 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실무에서 직접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들의 실무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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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및및및 제제제 언언언

111...결결결 론론론

문헌 고찰을 통해 만들어진 예비가이드라인을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통해
CVI0.80이상의 점수를 얻은 항목만 채택하였고 다시 한 번 토의를 거친 후 최
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예비 간호 가이드라인의 각 영역별 CVI는 1.말초
로 투여시 일혈 예방에서 1-10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 역류가 잘 되는지 확인한
다,1-12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저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1-13단
계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1.0으로
가장 높은 타당도 점수가 나타났으며,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1-20단계 필
요시 냉찜질(1일 4~6회,1회시 20분동안 적용)을 3일간 적용한다가 0.51점으로 나
타났고,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가 0.73점으로 나타났다...또한 2.중심정맥
관(케모포트)으로 주입시 일혈 예방에서는 2-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
중 체크한다가 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9단계의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가 0.73점으로 나타났다...그 외의 모든 항목이 0.80이상으로 나타났다.3.
일혈 의심시 대처 가이드라인에서는 3-1단계 일혈이 의심되면 항암제와 수액 주
입을 즉시 중단한다가 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1단계의 거즈를 대고 반
창고로 고정한다가 0.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상으로 CVI점수가 0.80이하로
나타난 항목은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하였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자 및 간호
대학 교수 2인과 종양학과 교수 1인이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일혈(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을 3분류(말초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과 중심정맥관으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 그
리고 adriamycin일혈 의심시 대처)총 50개 항목으로 개발하였고,부록에 포켓북
제작 초안을 실었다.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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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질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임상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면서 전
문가 그룹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된 가이드라
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면 연구의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
된다.또한 암병동 신규 간호사 및 수련의의 실무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면 좋을
것이다.

222...제제제 언언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포켓북이나 동영상 등의 제작을 통해 실제로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로 개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국내 환자의 일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 수집하여 각 사례별 대처,관
리 및 경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 앞으로 발생할 환자 관리의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3.일혈에 대한 정보를 종합병원간의 연합으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정보를 등록
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일혈에 대한 예방 및 대처에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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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extravasation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
을 쓰고 있는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항암제 일혈(extravasation)을 예방하
고,실제로 발생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
다.
임상에서 암환자들이 일혈(extravasation)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옆에서 지켜보
면서 이를 예방하고,올바르게 대처함으로써 그 분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고민하던 중에 이러한 주제로 문헌고찰을 하고,논문을 쓰려는 결심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결코 본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선생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간호사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종양 간호 전공 김 가 연 올림
011-9016-4956 kykim00@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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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성별 남 여

2.연령 만 세

3.최종학력 전문대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4.현재 직위명 일반간호사
수간호사
전공의
전문의
의과대학교수
간호대학교수

5.총임상경력 년 개월

6.암환자 치료(간호)경력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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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수행 항목을 읽어 보신 후 타당도 검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당도 검증란에 O표 또는 V표 하여 주십시오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2점:적절하지 않다,3점:보통이다,4점:적절하다,
5점:매우 적절하다입니다)

1.다음은 말초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 방법입니다 .

단계 수행항목 근거 타당도 검증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1 2 3 4 5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의 등 기타 약물 투여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
물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1 2 3 4 5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
일혈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
낌 등)을 표현하도록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4단계 천자할 부위는 손목 및 관절부
위를 피한다

발생시 손상의 부위를 최소화한
다
(관절은 일혈 발생시 손상의 범
위가 커진다)

1 2 3 4 5

5단계 천자할 혈관위쪽에 경화된(딱딱
해진)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6단계 천자할 혈관이 있는 팔에 임파
부종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방암 환자인 경우 수술한 쪽
팔인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7단계 천자할 혈관이 있는 부위를 24
시간 이내에 천자한 적이 있는
지 확인한다

혈관의 상태가 완전한지 확인한
다

1 2 3 4 5

8단계 최대한 직경이 가늘고 유연성이
있는 카테터를이용한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한
다

1 2 3 4 5

9단계 한 부위를 2회이상 천자하지 않
는다

혈관의 상태가 완전하도록 유지
한다

1 2 3 4 5

10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역류가 잘되
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11단계 카테터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
할 수 있도록 고정한다

일혈의 발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5

12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때
저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13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때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
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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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은 중심정맥관(케모포트)으로 Adriamycin투여시 일혈 예방 방법입니다 .

14단계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 환자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일혈
의 증상이다

1 2 3 4 5

15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
게 말해주며,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
하다

1 2 3 4 5

16단계 2~3ml 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17단계 혈관 상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약물을 서서히 주입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18단계 약물주입을 마친 후 생리식염수
로 혈관을 세척해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
고,천자한 부위 가까이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1 2 3 4 5

19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카테터를 제거한다

1 2 3 4 5

20단계 필요시 냉찜질(1일 4~6회,1회시
20분동안 적용)을 3일간 적용한
다

남아 있을 수 있는 손상의 가능
성을 최소화한다

1 2 3 4 5

단계 수행항목 근거 타당도 검증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1 2 3 4 5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의 등 기타 약물 투여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
물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1 2 3 4 5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
일혈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
낌 등)을 표현하도록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4단계 케모포트 바늘을 포트 중심부에
정확히 삽관한다

바늘 삽관이 잘못되어 중심정맥
관 일혈이 발생할 수 있다

1 2 3 4 5

5단계 바늘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한다

1 2 3 4 5

5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때저
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저항감이 있는 경우는 카테터의
부분 또는 완전 막힘을 의심할
수 있다.이때 압력을 심하게 가
하면 포트와 카테터 분열이 발생
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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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저항감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
려서 가슴 사진을 촬영하거나 혈
관촬영술을 시행한다

중심정맥관 일혈은 매우 큰 손상
을 초래할 수 있다.미리 확인하
는 방법이 최선이다

1 2 3 4 5

7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목이나 가슴부위에 통증이나 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부종이나 통증은 카테터의
누출(leakage)을 의미한다

1 2 3 4 5

8단계 환자의 안색이나 반응을 살핀다 환자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일혈
의 증상이다

1 2 3 4 5

9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
게 말해주며,약물 투여동안 움직
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
하다

1 2 3 4 5

10단계 2~3ml 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 2 3 4 5

11단계 약물주입을 마친 후 생리식염수
로 혈관을 세척해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
고,바늘 삽관 부위 가까이에 남
아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1 2 3 4 5

12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헤파린 희석액을 투여한후 바
늘을 제거한다

1 2 3 4 5

13단계 필요시 수액을 연결후 주입속도
를 확인한다

1 2 3 4 5

14단계 바늘 삽관 부위의 피부상태(발적,
부종 등)를 자주 점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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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driamycin일혈 의심시 대처 방법입니다

단계 수행항목 근거 타당도 검증
1단계 일혈이 의심되면 항암제와 수액주

입을 즉시 중단한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1 2 3 4 5

2단계 카테터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흡인할 경로를 확보하고,필요시
해독제를 투여할 수 있다

1 2 3 4 5

3단계 의사에게 알린다 1 2 3 4 5

4단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Aseptictechnicque을 적용한다 1 2 3 4 5
5단계 Extravasation kit(아래참고)를 가

져온다
짧은 시간에 즉각 대처 가능하다 1 2 3 4 5

6단계 시린지로 항암제와 혈액을 최대한
흡인해낸다

남아있는 약물을 흡인해냄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1 2 3 4 5

7단계 더 이상 흡인되지 않으면 카테터
를 제거한다

1 2 3 4 5

8단계 카테터 제거 부위를 소독솜으로지
그시 눌러 지혈한다

압력을 높게 하면 약물이 주위조
직으로 퍼질 수 있다

1 2 3 4 5

9단계 지혈후 일혈부위의 넓이를 파악하
고 펜으로 표시한다

손상부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
며,회복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
다

1 2 3 4 5

10단계 소독솜으로 일혈부위를 소독한다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1 2 3 4 5

11단계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한다 1 2 3 4 5

12단계 일혈부위에 냉찜질을 (1일 4~6회,
1회시 20분동안 적용)3일간 적용
한다

DNA-binding제제의 주위 조직으
로의 확장을 방지한다.

1 2 3 4 5

13단계 환자에게 냉요법적용 이유,주의
사항,냉요법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에게 교육하여 협조를 구한
다

1 2 3 4 5

14단계 발생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상시
킨다

부종을 감소시킨다 1 2 3 4 5

15단계 일혈 발생 상황,처치내용,교육내
용에 대해 기록한다

1 2 3 4 5

16단계 추후관리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피부이식도 가능하다 1 2 3 4 5

17단계 필요시 진통제,소염제를 투여한
다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1 2 3 4 5

18단계 환자에게 추후관리에 대해 교육한
다

1 2 3 4 5

19단계 지속적으로 피부상태를 확인한다. DNA-binding제제는 서서히(6개
월까지도) 손상 부위가 증가할
수 있다.

1 2 3 4 5

20단계 퇴원시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긴급하게 악화될 경우 의료진과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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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kkkiiittt
항암제 누출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두는 보관함
을 말하는 것으로,필요한 물품 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기 2cc,10cc짜리 각각 3개씩,25G needle,소독솜,장갑,마스크,거즈,반창
고,icepack/hotpack각 1개씩,환자용 리플렛)

이상으로 귀한 시간 할애하여 설문지에 답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써 주
십시오.

추가 및 수정할 내용



- 39 -

부부부록록록 222...

일일일혈혈혈(((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예예예방방방 및및및 대대대처처처 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포포포켓켓켓북북북 제제제작작작 초초초안안안

111...발발발포포포제제제(((vvveeesssiiicccaaannnttt)))

발포제(vesicant)란 조직에 새었을 때 치명적이고,심각한 조직 손상을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조직의 손상의 정도는 발포제(vesicant)의 종류와 농축 정도,샌
양,누출 부위,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발포제(vesicant)중
DNA binding type제제는(anthracyclines: dactinomycin, daunorubicin,
doxorubicin,epirubicin,mitomycin)건강한 조직에 누출되었을 때 즉각 손상을
일으킬 뿐만 7~10일정도 지난 다음 손상의 정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결국
이러한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커지며,고통스런 흔적으로 남게 된다.
발포제(vesicant)중 DNA non binding type제제는(plantalkaloids:vincristine,
vinblastine,vindesine)누출시 조직에 간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며,조직 내에서 대
사(metabolize)되어 DNA bindingtype보다는 쉽게 중화된다.이러한 타입의 손상
은 좀더 국소적이며 좀 덜 고통스럽고,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222...일일일혈혈혈 (((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

일혈(extravasation)은 혈관에서 조직으로 약물이 새어 나가는 것으로 의 증상
은 다음과 같다.통증 혹은 작열감(stinging,burningpain)이라고 한다.그 외 증
상으로 발적(redness),부종(suddenswelling),종창(palpablesubcutaneousfluid),
혈액 역류 안됨(nobloodreturn)등이 있다.이는 과민반응이나 발적 확장반응
(flarereaction)과 실제로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판
단이 쉽지 않을 때는 일단 일혈(extravasation)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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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혈(extravasation)은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과정은 병
원마다 자체 규정(policy)에 따라 능숙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또한 간호사는 자신
의 직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지식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치료 과정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어 환자가 이상 반응을 느꼈을 때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는 일혈(extravasation)로 인한 손상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려준다.일혈이 발생환 환자는 정서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일혈이 발생한 환
자는 심한 고통(distress)를 경험한다.환자 중에는 항암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
고 이들 중에는 암의 재발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이런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분쟁(sue)이 발생하기도 한다.

333...가가가이이이드드드라라라인인인
다음은 실제 환자를 간호할 때 시간의 흐름에 맞게 점검해나가야 할 내용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말말말초초초로로로 AAAdddrrriiiaaammmyyyccciiinnn투투투여여여시시시 일일일혈혈혈 예예예방방방

단계 수 행 항 목 근 거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의 등 기
타 약물 투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투약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 교육하고,일혈시 바로
느낌(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현하도록 설명한
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
현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천자할 부위는 손목 및 관절부위를 피한다 발생시 손상의 부위를 최소화한다
(관절은 일혈 발생시 손상의 범위가 커진다)

5단계 천자할 혈관 위쪽에 경화된(딱딱해진)곳이 있는
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6단계
천자할 혈관이 있는 팔에 임파부종이 있는지 확
인한다 (유방암 환자인 경우 수술한 쪽 팔인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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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최대한 직경이 가늘고 유연성이 있는 카테터를
이용한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한다

8단계 한부위를 2회 이상 천자하지 않는다 혈관의 상태가 완전하도록 유지한다

9단계 천자한 혈관의 혈액역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0단계 카테터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
한다 일혈의 발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다

11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저항감이 있는
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2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통증이나 발적
이 있는지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3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게 말해주며,움
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14단계 2~3ml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5단계 혈관상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약물을 서서히 주
입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6단계 약물주입을 마친후 생리식염수로 혈관을 세척해
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천자한 부위
가까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
어준다

17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카테터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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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심심심정정정맥맥맥관관관(((케케케모모모포포포트트트)))로로로 AAAdddrrriiiaaammmyyyccciiinnn투투투여여여시시시 일일일혈혈혈 예예예방방방

 

단계 수 행 항 목 근 거

1단계 항암제의 용량,용법 등을 이중 체크한다 투약 오류를 방지한다

2단계
투여할 환자의 상태(감정,심한 기침,뇨의 등 기
타 약물 투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투약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할
때 일혈을 최소화 한다

3단계 환자에게 일혈에 대해교육하고,일혈시 바로 느낌
(통증,타는 느낌 등)을 표현하도록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환자가 일혈의 느낌을 즉시 표
현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케모포트 바늘을 포트 중심부에 정확히 삽관한다 바늘 삽관이 잘못되어 중심정맥관 일혈이 발생할
수 있다

5단계 바늘의 삽입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한
다

6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저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저항감이 있는 경우는 카테터의 부분 또는 완전
막힘을 의심할 수 있다.이때 압력을 심하게 가하
면 포트와 카테터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7단계 저항감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려서 가슴사진을
촬영하거나 혈관촬영술을 시행한다

중심정맥관 일혈은 매우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
다.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8단계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할 때 목이나 가슴부위
에
통증이나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부종이나 통증은 카테터의 누출(leakage)을 의미
한다

9단계 약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환자에게 말해주며,약물
투여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일혈 예방에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10단계 2~3ml약물 주입시마다 혈액 역류를 확인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11단계 약물주입을 마친 후 생리식염수로 혈관을 세척해
준다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바늘 삽관 부
위 가까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약제를 최대한
씻어준다

12단계
환자의 불편감이 없고,관찰되는 발적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헤파린 희석액을 투여한 후 바늘
을 제거한다

13단계 필요시 수액을 연결 후 주입속도를 확인한다

14단계 바늘 삽관 부위의 피부상태(발적,부종 등)를 자
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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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dddrrriiiaaammmyyyccciiinnn일일일혈혈혈 의의의심심심시시시 대대대처처처

단계 수 행 항 목 근 거

1단계 일혈이 의심되면 항암제와 수액주입을 즉시 중단한
다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2단계 카테터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흡인할 경로를 확보하고,필요시 해독제를 투여
할 수 있다

3단계 의사에게 알린다

4단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Aseptictechnicque을 적용한다

5단계 Extravasation kit(아래 참고)를 가져온다 짧은 시간에 즉각 대처 가능하다

6단계 시린지로 항암제와 혈액을 최대한 흡인해낸다 남아있는 약물을 흡인해냄으로써 더 이상의 손
상을 방지한다

7단계 더 이상 흡인되지 않으면 카테터를 제거한다

8단계 카테터 제거부위를 소독솜으로 지그시 눌러 지혈한
다

압력을 높게 하면 약물이 주위조직으로 퍼질 수
있다

9단계 지혈후 일혈부위의 넓이를 파악하고 펜으로 표시한
다

손상부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며,회복의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다

10단계 소독솜으로 일혈부위를 소독한다 감염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11단계 일혈부위에 냉찜질을 (1일 4~6회,1회시 20분동안
적용)3일간 적용한다

DNA-binding제제의 주위 조직으로의 확장을 방
지한다.

12단계 환자에게 냉요법 적용 이유,주의사항,냉요법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에게 교육하여 협조를 구한다

13단계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상시킨다 부종을 감소시킨다

14단계 일혈 발생 상황,처치내용,교육내용에 대해 기록한
다

15단계 추후 관리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피부이식도 가능하다

16단계 필요시 진통제,소염제를 투여한다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17단계 환자에게 추후관리에 대해 교육하고,퇴원시 환자에
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긴급하게 악화될 경우 의료진과 연락 가능하여
야 한다

18단계 지속적으로 피부상태를 확인한다. DNA-binding제제는 서서히(6개월까지도) 손상
부위가 증가할 수 있다.

19단계 퇴원시 환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긴급하게 악화될 경우 의료진과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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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kkkiiittt

항암제 누출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두는 보관함
을 말하는 것으로,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기 2cc,10cc짜리 각각 3개씩,25G needle,소독솜,장갑,마스크,거즈,반창
고,icepack/hotpack각 1개씩,환자용리플렛)

*Veeesssiiicccaaannnttt///iiirrrrrriiitttaaannnttt
Vesicant Irritant
DNA-bindingtype Carmustine

Cyclophosphamide
Darcarbazine
Etoposide
Fluorouracil
Ifosphamide
Mephalan
Mitoxantron
Streptozocin
Carboplatin
Cisplatin
Docetaxel
Irinotecan
Oxaliplatin
Paclitaxel
Topotecan

Anthracyclines
-Daunorubicin
Doxorubicin
Epirubicin
Idarubicin

Others
-Dactinomycin
Mitomycin

Alkylatingagents
-Nitrogenmustard
DNA-nonbindingtype
Vincaalkaloids
-Vinblastine
Vincristine
Vindesine
Vinorel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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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FFFlllaaarrreeerrreeeaaaccctttiiiooonnn

***VVVeeeiiinnnSSSeeellleeeccctttiiiooonnn

혈관선택기준 적당한 부위
가장 적합한 전완의 굵고 곧은 혈관 전완
적합한 손등의 굵고 곧은 혈관 손등
적합하지 않은 전완의 가늘고 얇은 혈관 중심정맥관 고려
가장 적합하지않은 손등의 가늘고 얇은 혈관 중심정맥관 고려

***DDDeeexxxtttrrraaazzzoooxxxaaannneee
1.Anthracyclinesextravasation에만 사용한다
2.Anthracyclinesextravasation의 대처 방안을 그대로 따른다
3.발생 6시간 이내에 dextrazoxane을 투여 시작한다
4.dextrazoxane투여 15분 전에는 냉찜질을 멈춘다
5.3일간 투여한다(D1:1000mg/m2,D2:1000mg/m2,D3:500mg/m2)
단,체표면적이 2.0m²이상인 경우 D1,2용량이 2000mg,D3용량이 1000mg
을 넘지 않도록 한다

특성 extravasation flare reaction

증상 통증(타는 듯한,칼로 에는
듯한,찌르는 듯한 느낌)

가려움,두드러기,
통증은 없다

색깔 발적 두드러기 모양

지속시간 주입 직후부터 시작,
점점 증가

갑자기 시작,
30분정도면 사라짐

부종 나타남 없음
혈액역류 거의 없음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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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기기록록록

*기록의 목적

1.정확한 일혈 양과 원인,대처 방법 등의 확인이 가능함
2.의료진의 법률적인 보호
3.일혈에 대한 정보를 모음
4.부족한 대처 방법의 개선

*기록할 내용
환자의 인적 사항,주병명,동반된 질병명
일혈이 생긴 장소 및 날짜
일혈된 약명
증상(환자의 표현 위주)
혈관 천자시 카테터 종류,굵기
혈관 천자한 횟수 및 부위
약물 주입 방법(bolus/infusion)
일혈 의심되는 약물의 양(cc)
일혈된 부위의 위치 및 넓이(가로,세로 또는 직경)
일혈 부위의 상태(색깔,수포 등)
일혈 부위의 사진(가능한 경우)
카테터를 통해 흡인해낸 양
냉,온찜질 적용 여부,횟수
해독제 사용 여부,종류 및 방법
환자 교육 내용(방법,내용 등)
F/U 계획(외래 진료,협진 등)
환자의 연락처 및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진 연락처
일혈 대처시 참여한 의료진 이름
환자 및 보호자의 반응
추후 관리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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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ggguuuiiidddeeellliiinnneeefffooorrrppprrreeevvveeennntttiiiooonnn&&& 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ooofffttthhheeeeeexxxtttrrraaavvvaaasssaaatttiiiooonnn

Kim,KaYoun
DepartmentofOncologicalCare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mainpurposeofthismethodologicalstudyistodevelopaguideline
forthepreventionandmanagementofextravasationofaanti-cancermedicine.
Wehavetried toarrangeabasisforpracticalaffairsaboutprevention and
managementofextravasationwhichitcouldbehappenedduringatreactment
ofanti-cancerchemotherapy.
Byconsideration ofliterature,wemadeapreliminaryguidelinewhich is

classified into three parts.The verification ofvalidity forthispreliminary
guidelinewasperformedbythegroupofmedicaldoctors(overthedegreeof
medicalspecialists)andnurses(headnurses,morethanfiveyearscareer)of
oncology at Y university hospital. For the data collection, we used
questionnaireswhichiswell-organizedthroughthereview byIRB.Throughthe
aboveallprocesses,wemadeafinalguideline.Thecontentsoffinalguideline
wasthoroughly reviewed by twofacultiesofcollegeofnurse,onemedical
specialiseofoncologyandresearcher.

Thedatahavebeen analyzed by SPSS program and theresults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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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1. The preliminary nursing guidelines which have been developed by
considerationofliteratureconsistof3classificationsandtotalof55categories.
2.Thefeasibilitystudybyexpertsforthepreliminarynursingguidelines:For
thethepreliminaryguidelines,thegroupofmedicaldoctors(overthedegree
ofmedicalspecialists)andnurses(headnurses,morethanfiveyearscareer)of
oncologyatYuniversityhospitalhasgivenCVIscoresforeachdomains.For
thefinalguideline,wehaveselectedthecategorieswhichhaveCVIscoreover
0.80.Thecategoriesofscoresbelow 0.80havebeenexcluded from thefinal
guideline.
3.Basedontheaboveresults,thefinalgulidelinehasbeencompletedbythe
examinationwithtwofacultiesofcollegeofnurse,onemedicalspecialiseof
oncologyabout3classificationsand45categories

Weexpectthatthisnursingguidelineplayanimportantroleasindexto
practical affairs for minimizing the damage of cancer patients by the
minimizing occurrence ofextravasation during the clinicalcare ofcancer
patientsandimmediatetreatmentunderrealsituationofextravasation.

KKKeeeyyy---wwwooorrrdddsss:extravasation,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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