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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곽은아 유엠님과 113병동 선생들에게도 많이 배우

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옆에서 늘 사랑과 지지를 아껴줬던 와이프 지혜.. 고맙고, 사랑

합니다. 같은 간호사로써 이해도 많이 해주고, 배려도 해줘서 덕분에 석사과정을 무사

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중간에 둘째가 태어나서 많이 힘들텐데 많이 지지해

주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째 수민이, 둘째 나경이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민이 나경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시고, 늘 사랑을 아

끼지 않으시고, 늘 든든한 후원자로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형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부모님께서 많은 사랑, 지원, 지지를 아끼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를 믿고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표현

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생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지만 조

카들에게도 신경도 많이 써주고, 사랑을 주어서 고마워.

제가 원해서 하고 싶은 대학원 공부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늘 새로운 부분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설레었기에 지난

2년의 시간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배우

며 느꼈던 기쁨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간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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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성인 말초 정맥주사 침윤과 일혈 발생율과 위험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위치한 일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말초 정맥관을 통

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침윤과 일혈의 발생율과 위험요인을 분

석한 전향적인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총 214명의 소화기내과나 외과병동에서 수액이나 약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

집 되었다. 11명이 탈락하여 총 203명이 연구에 분석되었다. 대상자들은 구조화된 증

례 기록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침윤일 경우 Infusion Nurses

Society; INS(2006)에서 제시한 침윤 사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일혈은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들의이 혈관 경로이외의 피부주위 조직으로 누출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였고,

일혈 사정은 Sauerland et al(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포성약물의 누출의 유무에

따라 사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Chi-squre 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침윤 발생은 18.7%가 발생하였으며, 침윤 정도는 1점이 16.7%, 2점

2%가 발생하였으며, 3점과 4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혈은 43.3%가 발생

하였다.

2.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침윤 발생유무를 분석한 결과 발병 장기가 담도나 담낭,

위인 경우, 진료과, 입원목적이 시술, 수술, 입원기간, B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p<.05)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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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일혈 발생유무를 분석한 결과 발병 장기가 간, 담도나

담낭, 위인 경우, 진료과, 소화기계 기저질환, 입원목적이 시술, 수술, 검사인 경

우, 입원기간, BMI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5) 연관이 있다.

4. 정맥주사관련 특성과 침윤 발생을 분석한 결과 24시간 이상 지속적 투약, 카테터

유지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그리고 일혈 발생유무를 분석한 결과 카테터

크기, bolus 주입, 24시간이상 지속 투약, 삽입자 연차, 카테터 유지시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p<.05) 연관이 있다.

5. 수액이나 약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침윤과 일혈 발생유무를 분석한 결과 등장액,

비경구영양제, 항응고제, 3세대 세팔로스폴린계 항생제투약이 침윤 발생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혈은 등장액, 비경구 영양제, 제산제, 방사선

조영제 투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5) 연관이 있다.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침윤과 발생위험요인 분석한 결과 발병장

기, 입원목적, 등장성 수액, 비경구영양제, 3세대 세팔로스폴린계 항생제, 카테터

유지시간, B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5)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일혈은 비경

구 영양제, 24시간 이상 지속적 투약, 카테터 유지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5) 연관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성인 말초 정맥관과 합병증인 침윤과 일혈의 발생율을 줄

이고, 이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사 교육에 있어 역량에

따른 체계적인 말초 정맥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정맥주사 요법을

받는 다양한 특성에 따른 적절하고,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어 : 말초 정맥관, 침윤, 일혈, 발생율,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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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 필요성

말초 정맥관 카테터를 통한 정맥주입요법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약물적인 치료

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치료방법이다(O’Grady et al., 2011;

Taylor, 2015). 그러나 카테터를 통하여 수액과 약물의 치료를 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하며, 주요 합병증으로는 정맥염, 침윤, 일혈 등이 있다.

그 중 침윤과 일혈은 혈관 외 합병증으로 혈관 벽에 가해지는 과정에 의해 유발되

며, 미국 정맥주입간호사회에서는 침윤과 일혈에 대해서 모두 수액이나 약물이 혈관

경로이외 피부주위의 누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침윤은 비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일

경우, 일혈은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의 누출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European

Oncology Nursing Society; EONS, 2007; Dougherty & Lister, 2008; Doellman et al.,

2009; Royal College of Nursing; RCN, 2010; Fidalgo et al., 2012; Infusion Nurses

Society: INS, 2016).

침윤과 일혈의 발생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피하조직의 손상과 심각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발포성 약물의 누출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피부 조직손상이나

괴사가 일어나서 수술적인 치료, 활동의 장애, 절단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합병

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복합구획 증후군와 같은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나 장기간 통증

관리를 필요로 한다(Sauerland et al., 2006; EONS, 2007; Hadaway, 2007; Doellman

et al., 2009).

이러한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은 입원기간의 증가, 합병증 치료를 위

한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이 이루어져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

관되어 있어서 환자 안전의 위협과 경제적인 손실예방을 위해서는 병원 정책적으로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지침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역량에 따

른 역량강화 교육이 중요하다(Woody & Davis, 2013; I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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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의 증상과 징후는 압통, 카테터 삽입부위의 불편감, 무뎌진 피부감각, 마비, 경

결감, 카테터 삽입부위 발적과 부종, 약물의 삽입부위의 누출, 혈액역류가 되지 않음,

피부주위의 온도 변화, 창백한 피부, 따끔거리는 느낌, 멍, 정맥건이 만져진다. 일혈은

침윤의 증상과 징후에서 타는 듯한 통증 혹은 찌르는 듯한 통증, 수포, 궤양, 괴사가

추가로 일어난다(EONS, 2007; Hadaway, 2007; Dougherty 2008; Dougherty & Lister

2008; Schulmeister, 2011; INS, 2016).

이러한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침윤과 일혈에 대한 증상과 징후를 사정하기 위한 다

양한 사정도구들이 있다. 그러나 사정도구들마다 분류되고 있는 증상과 징후들은 다

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율이 다르게 측정되며, 다양한 사정도구들

로 인하여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에서 사정도구들의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제

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도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Nunnally & Berstein,

1994; Groll et al., 2010; Simona, 2012).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효과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침윤, 일혈의 위험요인으로는 기계적 요인, 환자의

신체적 관련 요인, 의료진의 역량관련 요인, 약물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말초 정맥관 관리에 대한 근거중

심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Doellman et al., 2009; Martin, 2013;

O’Grady, 2011; Goutos, Cogwell & Giele, 2014).

정맥주입요법과 관련된 임상적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국외에서는 전문직 단체를 전

문 학회를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맥주입요법과 관련된 학회는 없고, 병원간호사회에서 정맥주입요법에

관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고,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을 수용 개

작하여 개발하고 있다(구미옥 외, 2013).

이러한 침윤이나 일혈에 관한 가이드라인, 사례연구, 프로토콜이 제시되고 있으나,

권고등급이 낮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 Cochrane database에서 신생아 일혈 발생에

대한 중재연구에 대한 체계적고찰 연구가 있다. 그리고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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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하층이 두껍고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연구가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국외 연구에서 성인

의 경우에는 암을 진단 받고 항암치료를 받거나 혈관구조의 변화나 순환장애가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 연

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RNAO, 2008; RCN, 2010; INS,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서 정맥주사와 관련된 합병증인 침윤과 일혈 발생과 관련

된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간호

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말초 정맥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나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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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인 말초 정맥주사 유지 시 발생되는 문제점 중에서 침윤과 일혈 발생

실태를 확인하고 침윤과 일혈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말초 정맥관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말초 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

자들의 침윤과 일혈 발생율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말초 정맥주사 관련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율을 확인한다.

2. 말초 정맥주사 관련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율을 확인한다.

3. 말초 정맥주사 관련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의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4. 말초 정맥주사 관련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의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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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침윤(Infiltration)

1) 개념적 정의

침윤은 말초 정맥 주사요법 시 카테터의 위치가 혈관 경로 이외로 가서 주위 조

직에 비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의 축적 또는 확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EONS,

2007; Dougherty & Lister, 2008; Doellman et al., 2009; RCN, 2010; INS, 201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비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혈관 경로 이외의 주위조직으로 확산된

상태를 의미하며, INS(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침윤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발생

유무를 평가하고, 0점에서 4점 중 1점 이상인 경우 침윤이 있다고 정의한다.

2. 일혈(Extravasation)

1) 개념적 정의

일혈은 혈관 경로 이외 주위 조직으로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의 축적 또는 확산되

는 것으로 정의한다.(EONS 2007; Dougherty & Lister, 2008; Doellman et al.,

2009; RCN, 2010; INS, 201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혈관 경로 이외의 주위조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Sauerland et al(2006)이 발포성 약물이라고 정의하

고 있는 항암제약물 중 발포제와 발포성 비항암제 약물에서 항생제, 전해질제, 혈

관수축제, 산도가 낮거나 높은 약물, 고삼투성 수액, 비경구영양제, 기타약물이 혈

관경로 이외의 조직으로 확산되는 모든 경우라고 정의한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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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정맥주사 요법

정맥주입요법은 대상자에게 정맥으로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로 약물의 빠른 효

과를 기대할 때 적용한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에 의해서 투약, 수혈, 영양공급, 수액주

입 등의 목적으로 말초와 중심혈관을 통해서 삽입되는 침습적인 치료행위이다. 중심

정맥에 비해 말초 정맥을 통한 접근이 더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이다(Biswas, 2007;

Tripathi, Kaushik & Singh, 2008).

그리고 정맥주입요법과 관련된 임상적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국외에서는 주로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GIN, National Guidelines Clearinghouse; NGC,

Gerontological Nursing Interventions Research Center,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NICE, RC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CMA, Infobase,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Joanna Briggs Institute; JBI,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New Zealand Guidelines

Group; NZGC, EONS에서 개발하고 제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상간호사회에서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고, 간호실무지침을 수용개작 하고 있다(구미옥 외, 2013).

의료진은 정맥주입요법 전에는 정맥의 해부학적 지식, 말초정맥관 기구, 약물에 따

른 부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가장 적절한 부위에 정맥주입요법을 실시해

야 한다. 정맥주입요법으로 인한 초기사정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약물에 따른 부

작용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카

테터 삽입부위는 지속적인 사정을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Alexander, Corrigan & Hankins, 2010).

말초 정맥관 합병증을 사정과 중재를 하기 위한 사정도구가 있다. 침윤과 일혈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Flemmer & Chan Scale for pediatric assess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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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am scale of IV infiltration, Infusion nurses society infiltration scale of

intravenous infiltrations, Thigpen grading scale of intravenous extravasation,

Pediatric peripheral intravenous infiltration scale, Revised grading scale of IV

infiltrations for pediatric patients등의 총 6개의 사정도구가 있다.

총 6개의 침윤과 일혈의 사정도구는 증상과 징후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기

존의 사정도구들은 23개의 증상과 징후에 대한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속성으로

는 발적, 피부팽창, 반투명한 피부, 약물의 누출, 피부변색, 통증, 부종, 맥박 약함, 모

세혈관 재충전시간 지연, 차가운 피부, 피부 탈락, 괴사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도구들

은 임상현장에서 평가자들 간의 신뢰도 측정과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Groll et al., 2010; Simona, 2012; Ray‐Barruel et al., 2014;

Marsh et al., 2015, INS, 2016).

말초 정맥주사 카테터를 삽입할 때에는 대상자의 혈관상태, 나이, 기저질환, 약물자

동 주입기 사용, 카테터의 종류, 굵기, 길이, 약제의 종류, 카테터 삽입부위 등을 고려

하여 기구와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카테터의 적절한 삽입 위치에 대한 평가는 중요

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하지보다는 상지에 삽입하며, 관절부위나 신경이 많이 분포한

부위는 피하고, 원위부 정맥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O'Grady et al., 2011; Hadaway,

2012; NSW, 2013; Woody & Davis, 2013; INS, 2016).

그리고 카테터를 선택할 때에는 치료에 적합한 혈관의 직경과 혈류속도를 고려하여

야 한다. 금속 재질의 카테터를 사용할 경우 합병증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의하여야 한다. 주입되는 약물에 따른 카테터의 크기는 수혈이나 빠르게 주입해야 하

는 약물일 경우에는 굵기가 굵은 카테터(14∼16 gauge)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탈 종류의 수액을 주입할 경우에는 18∼20 gauge사용이 적합하고, 간

헐적인 약물의 주입이나 빠르게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액일 경우에는 굵기가 작은

카테터(20∼24 gaug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경구영양제(parenteral nutrition)와 같이 삼투압이 높은 약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최소한 20gauge이상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굵은 카테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혈관의 굵기나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카테터를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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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선택해야 한다(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혈류감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손위생과 대상자의 피부소독을

위한 적절한 소독액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손위생은 카테터 삽입하거나 카테

터부위를 사정하기 전, 후에 해야 한다.

카테터 삽입 전 피부소독을 위한 소독 액으로는 2% 클로르헥시딘 용액, 70%이상의

이소프로필알코올, 10% 포비돈 아이오다인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혈류감염을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테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데, 말초 정맥관의 정규교환 시기는 2002년 미국 질병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말초 정맥관 감염과 정맥염으로 인한 환자의 불

편감, 비용효과적인 부분을 감소하기 위하여 카테터 정규교환 시기를 72∼96시간마다

교환할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72시간과 96시간동안 유지하였

을 때를 비교하면 합병증 발생율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윤희숙 외, 2010).

말초 정맥관 카테터를 삽입 후 고정이 잘되어있지 않으면 혈관과 피부의 누출이나

자극으로 침윤이나 일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초 정맥관 삽입

부위와 주위 피부를 관찰할 수 있는 투명필름 드레싱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움직임이나 비계획적 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O'Grady et al., 2002; Tagalakis, Kahn, Libman & Blostein, 2002; Dougherty, 2008;

Morris & Tay, 2008; RNAO, 2008; INS, 2016).

그 외에도 의료진은 말초 정맥관 합병증과 연관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

해야한다. 말초 정맥관 삽입 부위가 손등, 전주와, 상완부위에 위치와 같은 관절이나

움직임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염증이 동반된 상태, 의사소통이 어려

운 환자, 암 환자, 염증성 장 질환, 탈수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나이와 관련된 혈관구조의 변화, 피부나 피하 조직의 변화, 순환장애가 당

뇨, 림프부종, 루프스, 레이놀드 증후군, 말초 신경병증, 말초 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

말초 혈관 삽입이 어려운 비만인 환자는 삽입뿐만 아니라 유지할 때 환자나 돌봄 제

공자에게 합병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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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입원치료하면서 수차례 정맥 천자를 한 경우, 깊은 혈관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카테터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약물로 인하여 혈관에 지속적인 자

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포성약물, 항생제, 스테로이드 약물이 장기간 투약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Sauerland et al., 2006; Goutos, Cogswell & Giele, 2014;

INS. 2016).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의 방사선 조영제 주

입을 위해 크기가 굵은 카테터의 삽입과 수액과 약물의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은 검사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혈관 벽을 자극 시켜서 합병증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와 항암제 약물을 비롯한 다양한

수액과 약물의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물에 따른 고위험약물에 대해서도 인지하

여야 한다(Sauerland et al., 2006; Wengström & Margulies, 2008; Doellman et al.,

2009).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역학 연구에서도 염증성 장 질환의 발생이 꾸

준히 증가하고 추세를 보인다. 염증성 장 질환자는 질병의 활동기 상태나 광범위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정맥 혈전 색전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염증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면역 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게는 다양한 약물을 장기간 치료하게 되며, 오심, 구역, 구토,

항문출혈, 설사, 식욕부진 등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탈수

와 전해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액과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대상자들은 질

병 치료를 위해 금식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필요시 비

경구적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하다.

암 환자나 염증성 장 질환자일 경우에는 다양한 약물적인 치료와 장기간 말초 정맥

관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관 삽입이나 중심 정맥관

삽입을 권고하고 있다(예병덕 외, 2012; 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그 외에도 심혈관 상태가 불안정 하거나, 장기간 수액과 약물적인 치료를 하거나

장기간 수술을 할 경우에는 말초 정맥관보다는 중심 정맥관 삽입을 통한 치료를 고려

하여야 한다(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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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질병과 기저질환에 따른 말초 정맥관 합병증

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문헌에서 암환자가 말

초 정맥관 합병증 발생과 연관성이 있지만, 다양한 암환자들의 발병 장기에 따른 차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환자나 염증성 장 질환자들이

말초 정맥관 합병증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군

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진은 혈관 벽에 자극을 주거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약물에 대한 지식과 인지가

필요하며,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에게도 증상이나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진에게 알리도

록 교육하여 합병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약물은 비자극성 약물, 자극성 약물, 발포성 약물로 분류한다. 비자극성 약물은 약

물이 혈관 밖으로 누출이 있을 때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약물을 말한다. 그리고

자극성 약물과 발포성 약물은 정맥염, 통증, 정맥 자극 등을 포함하는 국소 조직 반응

을 일으킨다. 고농도 약물을 주입하면 조직 손상은 없지만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가

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며, 약물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약물과 관련하여 산도 5∼9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삼투압 600mOsm/L이상, 자극

성 약물, 발포성 약물일 경우에는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

다(Doellman et al., 2009; Hadaway, 2012; INS, 2016).

발포성 약물에는 항암제와 비항암제가 있으며, 조직의 세포독성을 야기하며, 손상기

전에 따라 DNA결합 약물과 DNA 비결합약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발포성 약물에

자극성 약물이 있는데, 이는 정맥염, 통증, 정맥 자극 등을 포함한 중등도의 피부궤양

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합병증이 높은 약물로는 항혈전제, 스테로이드약물 투약,

발포성 약물, 산도, 삼투압, 이뇨제, 혈관관련 약물, 항염증제, 항부정맥제, 교감신경 흥

분제, 전해질제 등이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Sauerland et al., 2006;

Hadaway, 2007; Dougherty & Lister, 2008; Martin, 2013; Goutos, Cogswell & Giele,

2014; Le & Patel, 2014; INS, 2016).

말초 정맥관 합병증에 대한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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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지고 있는 말초 정맥관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발적, 불편감, 저림감 등의 증

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침윤이나 일

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로 부종과 홍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4시간 이내에

가라앉으나, 궤양이 심하고, 피부조직의 손상이 클 경우에는 수주가 지나야 회복되기

때문에 조기에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Dougherty, 2008; Wengström &

Margulies, 2008; Schulmeister, 2011; INS, 2016).

말초 정맥관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액이나 약물의 주입을 중단하고, 삽

입되어있는 카테터에서 3mL의 주사기로 약물을 흡인하고, 의사나 정맥 주입 전문 간

호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호중재로는 거상과 냉온요법이 있다. 거상은 말초로 가는 정수압을 감소시키며,

팔이나 다리부위의 약물의 재흡수를 돕는다.

온요법은 발포성 요인, non-DNA-binding 발포성 약물의 누출이 있을 때 적용하며,

이는 혈관의 확장으로 인한 약물의 흡수증가로 발포성 약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며, 통증과 부종이 감소한다. 그리고 냉요법은 DNA-binding 발포제, 방사선 조영제,

고삼투성 수액의 누출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며, 혈관수축에 도움을 주고, 통증이 경감

된다(Hadaway, 2007; Doellman et al., 2009).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 센터에서는 매년 말초 정맥관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

른 교육, 지속적인 모니터와 교육, 중재를 통하여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

방할 수 있다(O'Grady et al., 2011; Woody & Davis, 2013; INS, 2016).

의료진의 역량관련 요인으로는 말초 정맥관 카테터 삽입 역량 부족, 카테터의 위치

가 굴곡이 많고, 관절이나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삽입,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약,

카테터 유지 시 모니터링이 부족한 환자나 간호사가 침윤과 일혈의 증상과 징후에 대

힌 인지나 교육이 부족할 때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지식과 역량의 차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량에 따른 지식과 기술을

함양 시켜야 한다. 의료진의 지식과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간

호사의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Wo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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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2013).

말초 정맥관과 관련한 역량을 Patricia Benner(1984)의 Novice to Expert 모델을 적

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지식에 따른 합병증 발생율의 차이가 교육 실

시 전보다 50% 감소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간호사의 역량과 합병증과의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초 정맥관 접근부터 관리까지 의료진의 연차별 경험, 역

량, 대상자의 협조, 혈관상태, 간호사의 근무형태, 나이, 성별, 인종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면서 연차가 낮고, 경험이나 역량이 적을 경우에 시도하는 횟수의 증가하고, 성공

율이 낮아진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혈관상태가 어렵지 않고, 대상자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 성공율이 높다(Larsen et al., 2010; Woody & Davis, 2013).

이러한 간호역량과 연차별 차이에 대한 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지식과 수행에 대한 역량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임상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학습, 경험적인 학습, 임상적 현장

에서의 연수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의료진간의 교육

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간호사의 역할, 팀워크, 환자의 안전과 치료 향상을 위한 지

속적인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전문직간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인센티브, 시설개발, 팀 활동 증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Hulse, 2013;

Woody & Davis, 2013).

이와 같이 정맥주사요법은 성인 입원환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대상자들에게 수액과 약물적인 치료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감염이나 합병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

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이고, 간호의 효율성 증가와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지침

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박선경, 2004; INS, 2016).



- 13 -

B. 침윤(Infiltration)

침윤은 카테터의 위치가 혈관 경로 이외로 가서 주위 조직에 비발포성 수액이나 약

물의 축적 또는 확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EONS 2007; Dougherty & Lister

2008; Doellman et al., 2009; RCN, 2010; INS, 2016).

침윤의 발생은 국내 소아 연구에서 23.7%, 4.4%(성세희, 2007; Park et al., 2015)가

발생하고, 국외에서는 소아 연구에서 78%(Pettis, 2003)가 발생하였다. 성인의 경우에

국내에서는 16.7%(이계숙 외, 1995)가 발생하였고, 국외에서는 23.7%(do rego furtado,

2011) 발생하였다.

침윤의 발생이 4.4∼78%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

인, 약물적인 요인, 환자의 신체적 관련 요인, 의료진의 역량 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Doellman et al., 2009; Martin, 2013; Goutos, Cogwell & Giele, 2014).

기계적 요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위 카테터의 위치가 관절, 손등, 손목, 움직임

이 많은 부위에 삽입, 굵은 카테터 사용, 불안정한 카테터, 금속 바늘사용, 드레싱 상

태, 카테터 유지시간, 약물 자동 주입기 사용, 카테터 분리, 하지에 카테터 삽입, 침윤

의 양, 주입속도, 혈액역류 안됨, 작은 주사기로 주입, 혈관에 적합하지 않은 수액의

양이나 압력, 근육이나 신경주위의 삽입, 이전에 여러 번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경우

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약물적인 요인으로는 산도 5∼9를 벗어난 약물, 고삼투압 수액, 약물의 세포독성,

잠재적인 혈관수축 등이 있다. 약물의 산도가 혈관의 자극이 일어나 산도의 차이가

심하면 알칼리성이나 산성 모두 세포 단백질에 손상을 가해 결국 세포사를 일으킨다.

일단 세포사가 발생하면 혈관 내막이 손상되어 쉽게 상해를 입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진다(Hadaway, 2012; INS, 2016).

삼투압이 높고, 고장성 수액이 혈관 외로 새면 수액이 세포 내에서 세포간질 공간

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그리고 저장성 수액도 세포 종창과 세포 파

열이 일어나서 침윤이나 일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긴다(Doellman et al., 2009).

환자의 신체적 관련 요인으로는 고령이나 소아의 경우 발생을 잘 하는데, 소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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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작고 깊은 혈관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치료를 통하여 잦은 정맥천자로 혈관

이 경화된다. 그리고 혈관 상태가 작고, 카테터 삽입부위 혈전, 피부가 건조하고 터지

기 쉬운 혈관, 어두운 피부색, 혈액순환 저하, 피하조직에 근육이 적은 경우, 반복적인

정맥천자로 인한 천자부위나 이전에 시도했던 원위부위에서 정맥천자를 하는 경우에

잘 생긴다.

구조적으로 혈관의 굴곡이 있거나 방사선 조사로 인한 피부손상이나 피부질환 등의

혈관이나 피부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위험이 높다.

대상자의 임파선 절제로 인한 체액의 정체나 림프 순환의 저하로 림프부종, 심혈관

질환, 암 환자, 당뇨병 환자, 레이놀드 증후군과 같은 말초순환장애, 혈관관련 질환, 저

혈압, 치매환자, 불안, 비만, 신경병증 등의 대상자의 질병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

을 때 더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인지 부족, 의식상태 저하, 말초 정맥관 삽입 할 때 의사소통

어려움, 통증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감각, 인지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사소통

이 어려울 경우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의료진 관련 요인으로는 의료진 삽입 기술부족, 약물에 대한 지식부족, 의료진간의

교육부재, 부정확한 사정, 지속적인 사정부족, 혈액역류 확인 부족, 역량에 따른 교육

부재 등의 원인이 있다. 의료인은 침윤에 대한 지식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에게도

교육을 시켜 증상이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상과 징후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지고, 증상과 징후, 치료,

환자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Sauerland et al., 2006; Dougherty, 2008;

Wengström & Margulies, 2008; Schulmeister, 2011; Goutos, Cogswell & Giele,

2014; INS, 2016).

우선 침윤이 발생하면 즉시 수액이나 약물의 주입을 중단하고, 카테터를 제거해야

한다. 가능하면 카테터 튜브를 통해 3mL크기의 작은 실린지로 흡인을 실시한 후, 의

료진이나 전문 간호사에게 알려 적절한 중재하고 많은 양(25∼50mL)의 누출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 손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외과의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

거가 된 부위에도 증상과 징후가 경감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적절한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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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 한다(Dougherty. 2008; INS, 2016).

침윤이 발생한 경우 간호중재로는 거상과 온냉요법이 있다. 거상은 말초로 가는 정

수압을 감소시키며, 약물의 재흡수를 돕는다. 거상방법은 높이는 약 2∼4inchs 상승시

키며, 시간은 발생 후 24∼48시간 권고하고 있으며, 국소적인 냉요법은 DNA-binding

발포제, 방사선 조영제, 고삼투압 수액일 경우에 적용부위에 15∼20분, 하루에 4시간

마다 발생 후 24∼48시간 동안 적용하는 것을 권고한다(Doellman et al., 2009;

Dougherty, 2010; Martin, 2013).

이와 같이 국내 연구에서는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정맥주사와 관련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

하기 위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삽입, 중재, 기록 등의 교육과 정책을 수립하여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나 특수한 약물 주입이 이루어지

고 있는 특정 그룹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인이나 노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질병과 기저질환에 따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침윤 발생관련 요인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정맥주사 관련 특성, 수액과

약물적인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침윤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으

로 인한 추가적인 처치와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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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혈(Extravasation)

일혈은 카테터의 위치가 혈관 경로 이외의 주위 조직으로의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

의 축적 또는 확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포성 약물의 누출이 일어나면, 조직에서

타는 듯한 통증과 염증이 일어나고 홍반에 이어 정맥관이 폐쇄되며, 변색이 된다. 이

러한 피부 조직 손상과 괴사는 피부조직의 절제나 피부이식이 요구된다(Dougherty &

Lister, 2008; Doellman et al., 2009; RCN, 2010; EONS, 2011; INS, 2016).

그리고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의 누출이 일어나면 침윤과는 달리 피부조직과 세포손

상이 심하고 허혈성 괴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일혈 발생율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은 22%, 소아는 11%가 발생하고

(Hadaway, 2007), 항암제 투약을 받고 있는 성인 환자는 6.5%가 발생하며

(Schulmeister, 2007), 발포성 약물을 투약 받은 성인 환자 6%에서(Sauerland et al.,

2006) 발생하였다.

일혈의 발생이 6∼22%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약

물에 대해서도 문헌들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항암제 약물 중 발

포성 수액이나 약물에 대한 발생율과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일혈의 발생원인은 침윤과 비슷하지만 약물적인 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발포성 약물

의 누출이 되면 피부조직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발포성 약물에 대한 지식과 합병증

발생의 조기인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침윤과 비슷하게 기계적 요인, 환자관련 요인,

의료진과 연관이 있다(Sauerland et al., 2006; Doellman et al., 2009; Goutos, Cogwell

& Giele, 2014).

발포성 수액과 약물로 정의하고 있는 약물로는 발포성, 자극성 항암제, 혈관수축약

물, 높은 전해질 농도의 용액, 세포 독성제, 고삼투압 수액 등이 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는 vancomycin, acyclovir, gancicolvir, gentamicin, phenyltoin,

cefotaxime, mycophenolate mofetil이 있다. 혈관 수축약물은 dobutamine, dopamine,

epinephrine, vasopressin이 있으며, 이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평활근을 수축시킨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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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해질 농도의 약물로는 5.5% calcium chloride, 10% calcium gluconate, 7.45%,

potassium chloride, 4.2%, 8.4% sodium bicarbonate, 10% sodium chloride이 있으며,

이는 혈관벽의 손상을 일으킨다(Sauerland et al., 2006; Hadaway, 2007; Dougherty,

2008).

항암제 중 자극성이 있는 약물로는 busulfan, actinomycin-D, daunorubicin,

doxorubicin, epirubicin, idarubicin, mitomycin, paclitaxel, treosulfan, vinblastine,

vincristine, vinorelbine이 있다. 항암제일 경우에는 주입 전 정맥관 개존성 여부와 지

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고장성 수액으로는 10%이상 포도당수액, 15% 만니톨, 비경

구 영양제가 있는데, 높은 삼투압으로 혈관 외로 수액이나 약물이 새면 수액이 세포

내에서 세포간질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그 외 발포성 특성을

갖고 있는 약물로는 방사선 조영제(radiographic contrast media), promethazine,

diazepam, digoxin 등이 있다(Polovich, Whiford & Olsen, 2008; Sauerland et al.,

2006; Hadaway, 2007; Dougherty, 2008).

약물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액이나 약물 주입 전 혈액역류

와 카테터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암제 약물의 누

출로 인한 조직의 손상이나 괴사는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카테

터 삽입 부위의 위치와 개존성 상태를 확인하고 투약해야 한다. 그리고 수액의 주입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액주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Hadaway, 2007;

Doughrty, 2008).

환자관련 요인으로는 혈관이 작고 터지기 쉽고, 이전의 항암치료로 혈관상태가 경

화되고, 돌출되었지만 쉽게 움직이는 혈관일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진행된 당뇨, 심

각한 말초 혈관 질환, 상대정맥 증후군, 출혈이 의심되어 응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

는 혈관관련 질환일 경우 위험이 크다. 그리고 비만으로 말초 정맥 혈관의 접근이 어

렵거나 피부 감각적인 인지가 어려운 경우, 너무 나이가 적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위험하다(Sauerland et al., 2006; Fidalgo et al., 2012; Goutos, Cogswell &

Giele, 2014; INS. 2016).

일혈 발생 시 관리 방법은 침윤과 비슷하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vesica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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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NA-binding vesicants약물일 경우에는 국소적인 온요법을 실시하며, 적용부위

에 하루에 4시간마다, 1회 15∼20분 적용하며, 발생 후 24∼48시간 동안 적용하는 것

을 권고한다(Dougherty, 2010).

해독제는 일혈이 된 부위에 발포성 약물을 중화시키거나, 발포성 약물의 확산과 희

석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여 특정 발포

제에만 사용되고 있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조직의 괴사를 방지하며, 일혈된 부위의 치

유를 도와주지만, 이러한 약물의 주입으로 혈관확장, 피부위축, 면역억제작용에 의한

기회감염 등이 유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Sodium thiosulfatess는 DNA-binding 자극성 약물의 일혈 후 피부 궤양 지연을 시

키고, 알킬화 작용을 예방하고 피하조직 파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Dimethyl sulfoxide는 국소적으로 관통된 조직에 사용하며, 일혈된 조직으로부터의 약

물이 빨리 제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Hyalouronidase는 약물을 조직에서

흩어지게 하여 손상된 부위의 약물 농도를 낮추며, 약물의 흡수 비율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dexrazoxane은 anthracycline 항암제가 DNA topoisomeraseⅡ 라는 효

소를 억제하여 세포복제를 방해하는데, anthracycline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Dougherty, 2010; Fidalgo et al., 2012).

일혈이 발생한 경우에 사정, 중재 및 기록이 중요하다. 환자이름, 등록번호, 정맥관

종류와 위치, 크기, 증상과 징후, 발생일시, 일혈된 약물, 희석액, 양 뿐만 아니라 투여

방법과 혈류역류상태까지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지침에 근거한 간호중

재활동, 의사나 전문 간호사에게 발생에 대해서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지시사항과 중재,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교육, 합병증이 생겼을 때부터의

지속적인 경과과정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Martin, 2013).

이와 같이 일혈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아나 항

암제 투약과 같은 특정집단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비항암제 약물 중 발포성약물에

대한 연구와 성인 암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의료진

에 대한 발포성 약물의 인지와 말초 정맥관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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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말초 정맥관으로 수액이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침윤과 일혈의 발생율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상급 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와 외과병동에 입원하여 말초

정맥관을 통하여 수액이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6년 4월 9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 일개 상급 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와 외과병동에 입원하여 19세 이상의 말초 정맥관 카테터를 가지고 수액

과 약물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개병동은 위나 대장과 같은

소화기관련 부위에 암, 염증성 장 질환 등으로 보존적 치료, 검사, 시술, 수술을 하기

입원한 환자로 평균입원기간 7.5일이다. 다른 병동은 위, 대장 관련된 질환으로 시술

적인 치료를 하고, 간, 담도, 췌장, 위, 대장과 소장에 수술적인 치료와 검사,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로 평균 입원기간은 5일이다.

문헌고찰 결과 대상자의 특성과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의 수가 50명에서

224명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침윤과 일혈의 발생율을 근거로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Program으로 효과크기 0.25, α= 0.05, power 0.8로 계산

하여 179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율 20%를 감안하여 214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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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 기준

1) 19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 환자

2)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

3) 일개병원 소화기 내과와 외과병동에 입원하여 입원 기간 동안 말초 정맥관을

통하여 수액이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대상자 제외 기준

1)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관, 중심 정맥관을 사용하는 환자

2)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은 환자

3)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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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정맥주사 관찰 기록지

대상자의 관찰 기록지는 임미란(2008)이 입원환자의 정맥주사요법에 따른 정맥염

발생율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관찰 기록지를 본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과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관찰 기록지는 문헌고찰과 문항의 성격에 따라 환자관련 요인,

기계적이나 의료진과 관련된 정맥주사 요인, 약물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진료과, 이름, 성별, 삽입부위의 해부그림을 첨부하여 관

찰 기록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관찰 할 때 기록해야 하는 사항으로

는 카테터 삽입시간, 제거시간, 삽입부위, 발포성 약물의 투약여부에 따른 침윤과 일

혈의 발생유무, 측정도구에 따른 단계를 기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말초 정맥관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연구에 해당하는 말초

정맥관임을 표시하였다. 말초 정맥관 사정시간과 방법은 말초 정맥관 카테터 삽입 이

후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의 말초 정맥관 삽입부위를 24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 침윤

과 일혈의 발생 여부를 사정하여 정맥주사 관찰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사정시간 이외의 말초 정맥관 삽입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병동 간호사

가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INS(2006) infiltration 1점 이상 이거나

일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서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말

초 정맥관 삽입부위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지침에 따라 삽입 시간

으로부터 96시간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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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 도구

침윤 사정도구는 Infusion Nurses Society(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Infiltration 사

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0점에서 4점까지 5단계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침윤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경우를 0점으로 하고, 침윤과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경우에는 1점부터 4점까지 구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정도구의 점수가 1점이

상인 경우 침윤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숫자가 커질수록 침윤이 심한 것을 의

미한다. Groll et al(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ohen kappa value 0.39

(p<.01), 타당도는 the Spearman rho=0.26 (p<.01)이며, INS(2006) Infiltration 도구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혈은 Sauerland et al(2006)이 제시한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혈관 경로

이외의 피부주위 조직으로 누출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

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D. 자료 수집

대상자는 연구 기간 내에 연구 대상병동에 입원하여 말초 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

과 투약을 받는 모든 환자이며, 종료시점은 말초 정맥관 합병증이 생겨서 제거가 필

요한 경우 또는 말초 정맥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 96시간마다 정규교환을 위해 제

거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 기간에서 말초 정맥관 주사 삽입은 병동간호사, 정맥 주사

팀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며, 말초 정맥주사 삽입 시 피부 소독은 병원 지침에 따라

83% 알코올을 사용하고, 투명필름 드레싱하여 카테터 삽입부위를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정맥주사 전문 간호사로부터 침윤과 일혈에 관한 사

전 교육을 받았으며, 연구 기간 내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에게 구

조화된 증례 기록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였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이용

하여 정맥 주입 전 최근에 검사한 혈청학적 수치 PT시간(초)와 PT(%)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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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맥주사, 약물적인 요인은 발생율과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약물과 정맥주사 관련 요인에 따른 침윤과 일혈 유무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침윤과 일혈 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환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임상 연

구 심의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AMC S2016-0475-000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환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정이유,

연구 방법, 예견되는 불편,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과 보상. 익명성을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

였다.

대상자의 말초 정맥관 삽입 후 연구기간 내에 말초 정맥관 삽입한 연구 참여자들에

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자와 보호자로 하여금 연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했으며, 자료 수집은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수집된 자료와

동의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 장소에 저장하고, 접근은 연구자뿐이었다. 본 연구에

서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처리되어 열람되고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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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총 214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11명(5.1%)은 퇴원의 이유로 탈

락자로 처리되어 탈락자를 제외한 총 203명이 연구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27명(62.6%), 여자 76명(37.4%)이었다. 평균연령은 58.33세이며, 61

∼70세 사이가 56명(27.6%)로 가장 많았고, 입원기간은 1∼3일사이가 143명(70.4%),

평소 활동 정도는 자주 걸어 다닐 수 있는 대상자가 169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병동 특성 상 진료과는 소화기내과 148명(72.9%), 외과 55명(27.1%)이었다. 그 중

암환자는 128명(63.1%), 염증성 장 질환자는 28명(13.8%), 외상환자는 1명(0.5%)이며,

기타질환으로는 대장염, 변비, 설사, 과민성 장 증후군, 패혈증이 있었다. 그리고 발병

장기는 위에 88명(43.3%)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였다.

대상자들 중 입원 시 측정한 BMI는 평균 23.39 ± 3.989이며, 대한비만학회에서 제

시하고 있는 분류에 따라서 비만인 대상자들이 68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

자들의 혈액과 관련된 생리학적 지표는 프로트롬빈 시간(PT시간)은 12.023 ± 1.537초

이며, PT(%)는 91.829 ± 18.155%였다.

과거 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는 35명(17.2%)이었으며, 1∼2회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120명(59.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흡연력이 있는 대상자는 96명

(47.3%)이었으며, 음주력이 있는 대상자는 95명(46.8%)이었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기저질환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73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당뇨환자가 37명(18.2%), 심혈관 질환은 22명(10.8%)이 있

었으며, 기타 질환으로는 양성전립선비대증 2명, 녹내장 2명이 있었다.

입원목적으로는 시술을 목적으로 72명(35.5%), 수술을 목적으로 30명(14.8%), 검사

를 목적으로 41명(20.2%),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60명(29.5%)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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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Gender Male 127(62.6)

Female 76(37.4)

Age(year) ≤30 17(8.4)

58.33 ± 15.93

31 ∼ 40 15(7.4)

41 ∼ 50 18(8.9)

51 ∼ 60 49(24.1)

61 ∼ 70 56(27.6)

≥71 48(23.6)

Length of
hospital stay(day)

1 ∼ 3 143(70.4)

4.3 ± 7.088

4 ∼ 6 37(18.2)

7 ∼ 9 9(4.4)

10 ∼ 15 8(3.9)

≥16 6(3.1)

Activity Don’t move 1(0.5)

Could sit on chair 6(3.0)

Sometimes walk 27(13.3)

Often walk 169(83.3)

Department Gastrointernal medicine 148(72.9)

General surgery 55(27.1)

BMI(㎏/㎡) Underweight ≤18.4 24(11.8)

23.39 ± 3.989

Normal 18.5 ∼ 22.9 61(30.0)

Overweight 23.0 ∼ 24.9 43(21.2)

Obesity 25.0 ∼ 29.9 68(33.5)

Moderate obesity 30.0 ∼ 34.9 5(2.5)

Extremely obesity ≥35 2(1.0)

Serum level PT(time) 12.023 ± 1.537

PT(%) 91.829 ± 18.155

Smoking Yes 96(47.3)

No 107(52.7)

Drinking Yes 95(46.8)

No 108(53.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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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ous) (N=203)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Affected organ Stomach 88(43.3)

Large and small intestine 71(35.0)

Billiary and gallbladder 17(8.4)

Pancreas 15(7.4)

Liver 12(5.9)

Primary diagnosis Cancer 128(63.1)

Inflammatory bowel disease 28(13.8)

Trauma 1(0.5)

Others 46(22.7)

Frequency of
hospital admission
(number)

0 35(17.2)

1.86 ± 1.662
1 ∼ 2 120(59.1)

3 ∼ 4 36(17.7)

≥5 12(5.9)

Secondary diagnosis None 83(40.8)

Hypertension 73(35.6)

Diabetes 37(18.2)

Cardiovascular disease 22(10.8)

Respiratory disease 14(6.9)

Hepatitis 10(4.9)

Digestive disorder 3(1.5)

Neurological disease 2(1.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2(1.0)

Dialysis 2(1.0)

Psychiatric disorder 1(0.5)

Others (glaucoma,
benign prostate hyperplasia) 4(2.0)

Reason for

admission

Procedure 72(35.5)

Operation 30(14.8)

Exam 41(20.2)

Conservate 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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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Catheterization
location

Ward 176(86.7)

Emergency room 27(13.3)

Catheterization of
the nurse

Ward nurse 75(36.9)

IV team nurse 128(63.1)

Clinical experience
of the nurse (year)

1 ∼ 3 38(18.7)

7.28 ± 4.78
4 ∼ 6 68(33.5)

7 ∼ 10 56(27.6)

≥11 41(20.2)

Catheter size
(gauge)

24 59(29.1)

22 36(17.7)

20 71(35.0)

18 37(18.2)

Duration
of catheter(hour)

≤12 25(12.3)

57.62 ± 33.562

13 ∼ 24 23(11.3)

25 ∼ 48 40(19.8)

49 ∼ 72 35(17.2)

≥73 80(39.4)

Location
of catheter

Cephalic vein 130(64.0)

Metacarpal vein 36(17.7)

Median cubital vein 30(14.8)

Basilic vein 6(3.0)

Dorsal venous arch 1(0.5)

B. 대상자의 정맥주사 관련 특성

대상자의 정맥주사 관련 특성으로 말초 정맥관 삽입 장소는 병동에서 176건(86.7%)

삽입되었으며, 삽입자는 정맥 주사팀이 128(63.1%)건 삽입되었다. 삽입자의 연차는 4

년에서 6년차 사이가 68건(33.5%)으로 가장 많이 삽입 하였으며, 카테터의 크기는

20gauge(35%)가 삽입되었다. 정맥주사 유지 시간은 73시간 이상의 80건(39.4%) 유지

되었으며, 삽입 부위는 cephalic vein에 130건(64%) 삽입하였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ravenous Injection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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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수액과 약물 관련 특성

대상자의 수액과 약물의 관련 특성으로는 수액은 고장액과 등장액이 투약되었으며,

저장액은 투약되지 않았다. 그 중 고장액은 10% dextrose fluid주입이 69명(34%), 등

장액은 normal saline fluid주입이 40명(12.3%)으로 가장 많이 투약되었다.

말초 정맥관을 통한 bolus 주입은 61명(30%)이 이루어졌으며, 약물 자동 주입기를

사용하여 투약한 경우는 17명(8.4%)이 있었다.

비경구 영양제는 120명(59.1%)이 투약되었으며, 수액이나 비경구 영양제를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한 경우는 157명(77.3%)이었다.

전해질은 7.45% potassium chloride를 4명(2%)가 투약되었으며, 그 이외의 전해질

은 투약되지 않았다.

약물은 제산제가 118명(58.1%)으로 가장 많이 투약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통제

34명(16.7%), 방사선 조영제 25명(12.3%) 순으로 투약되었다(Table 3).

그리고 기타 약물로는 14명(6.9%)이 투약하였으며, 13개 분류의 25개 약물들이 투약

되었으며, 항바이러스제, 발포성 약물로 분류되지 않은 항생제, 위장운동조절제와 진

경제, 혈액제, 진해거담제등의 약물들이 투약 되었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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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Hypertonic fluid No medication 118(58.1)

10% dextrose 69(34.0)

5% dextrose and normal saline 14(6.9)

3%∼5% normal saline 2(1.0)

Isotonic fluid No medication 140(69.0)

0.9% normal saline 25(12.3)

Hartman 20(9.8)

5% dextrose 18(8.9)

Bolus injection Yes 61(30.0)

No 142(70.0)

Using infusion pump Yes 17(8.4)

No 186(91.6)

Parenteral nutrition Yes 120(59.1)

No 83(40.9)

Continuous
injection

Yes 157(77.3)

No 46(22.7)

Electrolytes No medication 199(98.0)

7.45% potassium chloride 4(2.0)

Type of drugs* No medication 33(16.3)

Gastric antacids 118(58.1)

Analgesics 34(16.7)

Radiation contrast medium 25(12.3)

Steroid 10(4.9)

Anti-histamine 6(3.0)

Insulin 5(2.5)

Diuretic 1(0.5)

Anti-coagulation 1(0.5)

Etc 14(6.9)

Table 3. Characteristics of IV Therapies (N=203)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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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ade n (%)

Infiltration

0 165(81.3)

1 34(16.7)

2 4(2.0)

3 0(0.0)

4 0(0.0)

D. 대상자의 침윤 등급별 발생율

대상자의 침윤 발생은 38명(18.7%)이 발생하였다. 침윤정도를 점수화 비교하여 침윤

정도에 따른 발생율은 1점은 36명(16.7%), 2점은 4명(2%)이 발생하였으며, 3점과 4점

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Severity of Infiltration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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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nfiltration

 or t p
Yes(n=38) No(n=165)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Affected
organ

Liver 2(5.3) 10(6.1)

37.426 .000

Pancreas 4(10.5) 11(6.7)

Billiary, gallbladder 12(31.6) 5(3.0)

Stomach 7(18.4) 81(49.1)

Intestine 13(34.2) 58(35.2)

Department Gastrointernal
medicine

17(44.7) 131(79.4)
18.781 .000

General surgery 21(55.3) 34(20.6)

Reason for
admission

Procedure 7(18.4) 65(39.4)

9.358 .025
Operation 11(29.0) 19(11.5)

Exam 7(18.4) 34(20.6)

Conservative 13(34.2) 47(28.5)

Length of
hospital stay
(day)

8.42 ± 14.275 3.35 ± 3.325 -4.135 .000

BMI(㎏/㎡) 24.84 ± 4.150 23.06 ± 3.888 -2.505 .013

E.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질병이 입원기간

(t=-4.135, p=.000)이 길수록, BMI(t=-2.505, p=.013)가 높을수록, 발병장기(=37.426,

p=.000), 진료과(=18.781, p=.000), 입원한 목적에(=9.358, p=.025) 따라서 침윤 발

생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t=-.843, p=.400), PT시간(t=-1.023, p=.308), PT%(t=-.190,

p=.850), 과거 입원 경험(t=.298, p=.766), 성별(=.208, p=.648), 평소 활동 정도(

=1.089, p=.780), 흡연력(=.000, p=.992), 음주력(=.006, p=.938), 진단명(=3.588,

p=.310), 기저질환 유무(=.308, p=.850)는 연관이 없었다<Table 5>.

Table 5.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filtration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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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정맥주사, 수액 및 약물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

정맥주사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카테터 유지시간

(t=3.437, p=.001)이 짧을수록, 수액이나 영양제 투약이 24시간 이상 지속적 투약(

=16.286, p=.000)이 될수록 침윤과 연관이 있는 것 나타났다.

그러나 카테터 삽입자 연차(t=-.809, p=.419), 삽입 장소(=.001, p=.977), 삽입자(

=3.420, p=.064), 카테터 크기(=.523, p=.914), 삽입 부위(=1.940, p=.747), bolus 주

입(=385, p=.535), 약물 자동 주입기(=.014, p=.096)사용은 연관이 없었다.

수액과 약물의 특성에 따른 침윤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등장액(

=11.414, p=.022)이 연관이 있었으며, 비경구 영양제(=33.029, p=.000)투약이 침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경구 영양제는 삼투압이 높은 약물인 발포

성 약물로 분류되고 있어서 삼투압이 높은 약물이 침윤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그러나 고장액(=3.847, p=.278), 전해질(=1.181, p=.277)투약은 침윤과 연관

이 없었다.

그리고 기타약물로는 항응고제(=3.976, p=.046),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11.264, p=.001)가 침윤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lactams계 항생

제(=13.222, p=.000), linezolid 항생제(=4.364, p=.037), 항이뇨제(=4.364, p=.037)

가 통계학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나, 총 투여 횟수가 3회 이하로 일반화하기 어려워 침

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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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nfiltation

 or t p
Yes(n=38) No(n=165)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Continuous
injection

Yes 20(52.6) 137(67.5)

16.286 .000
No 18(47.4) 28(13.8)

Isotonic fluid 5% dextrose 3(7.9) 15(7.4)

11.414 .022

Normal saline 5(13.2) 20(9.9)

Hartman 19(23.7) 2(1.0)

No medication 21(55.3) 119(58.6)

Parenteral nutrition Yes 7(18.4) 113(68.5)

33.029 .000
No 31(81.6) 32(31.5)

Anti- coagulation Yes 3(7.9) 3(1.8)

3.976 .046
No 35(92.1) 162(98.2)

Cephalosporins:
third generation

Yes 7(18.4) 6(3.6)

11.264 .001
No 31(81.6) 159(96.4)

Duration of
catheterization
(hour)

41.18 ± 25.633 61.41 ± 34.090 3.437 .001

Table 6. Differences an IV Therapies of the Infiltration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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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침윤 발생 위험 요인

침윤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결과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된 변

수는 발병장기, 진료과, 시술, 입원목적, 입원기간, BMI가 나타났다.

정맥주사, 수액과 약물 특성에 따른 변수는 수액이나 약물이 24시간이상 지속 투약,

등장액, 비경구 영양제, 항응고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 카테터 유지시간이

침윤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정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 & Snell의 결정계수( )는 44.6%로 나타났

으며, Nagellkerke의 결정계수( )도 72.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침윤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BMI(p=.003)가 나타났으며, BMI의 표준체중이하인 환자

에 비해 중등도 비만인 환자가 odds ratio(OR)값이 895.4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카테터 유지시간이(p=.001) 12시간 이하일 때 보다 73시간이상 일수록 0.00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병장기가 간에 비해 담도나 담낭에 발병한 경우(p=.016) 63.8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목적이 시술에 비해 보존적 치료인 경우(p=.017), 등장성

수액 중 투약하지 않았을 때 보다 하트만 수액을 투약할 때(p=.006) 66.726배, 비경구

영양제 투약 할 때(p=.000) 0.018배, 3세대 세팔로스폴린계 항생제 투약 할 때(p=.048)

24.745배 침윤의 발생이 높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병 장기가 간에 비해 췌장(p=.067), 위(p=.494), 장(p=.832), 진료과(p=.543),

입원목적이 시술보다 수술(p=.664), 검사(p=.640), 항응고제 투약(p=.108), 지속시간이

13∼24시간(p=.514), 25∼48시간(p=.895), 49∼72시간(p=.820), 입원기간이 4∼6일

(p=.324), 7∼9일(p=.061), 10∼15일(p=.320), 16일 이상(p=.173)은 침윤과 연관성이 없

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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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filtration 95% CI

B S.E. p-value OR Lower Upper
Affected organ

Liver - - - - - -

Pancreas 3.330 1.817 .067 27.938 .793 983.694

Billiary, gallbladder 4.157 1.729 .016 63.874 2.154 1894.114

Stomach 1.177 1.720 .494 3.245 .111 94.515

Intestine -.353 1.658 .832 .703 .027 18.118

Department

Gastrointernal medicine - - - - - -

General surgery -1.015 1.668 .543 .363 .014 9.528

Reason for admission

Procedure - - - - - -

Operation .646 1.486 .664 1.908 .104 35.081

Exam .555 1.186 .640 1.743 .170 17.821

Conservate 2.796 1.176 .017 16.382 16.382 164.225

Continuous injection -1.005 .924 .277 .366 .060 2.241

Isotonic fluid

No medication - - - - - -

5% dextrose -1.691 1.787 .344 .184 .006 6.120

Normal saline .575 1.073 .592 1.778 .217 14.575

Hartman 4.201 1.529 .006 66.726 3.336 1334.680

Parenteral nutrition -4.017 1.039 .000 .018 .002 .138

Anti- coagulation 2.162 1.344 .108 8.689 .623 121.160

Cephalosporins: third generation 3.209 1.623 .048 24.745 1.028 595.467

Duration of catheterization (hour)

≤12 - - - - - -

13 ∼ 24 .925 1.418 .514 2.523 .157 40.656

25 ∼ 48 .153 1.162 .895 1.166 .120 11.362

49 ∼ 72 -.296 1.301 .820 .744 .058 9.528

≥73 -4.747 1.462 .001 .009 .000 .152

Length of hospital stay (day)

1 ∼ 3 - - - - - -

4 ∼ 6 .925 .981 .324 2.632 .385 18.000

7 ∼ 9 .153 1.884 .061 .029 .001 1.172

10 ∼ 15 -.296 1.644 .320 .195 .008 4.897

≥16 -4.747 1.724 .173 10.455 .356 307.015

BMI(㎏/㎡)

Underweight ≤18.4 - - - - - -

Normal 18.5 ∼ 22.9 1.987 1.419 .161 7.295 .452 117.801

Overweight 23.0 ∼ 24.9 -.740 1.441 .607 .477 .028 8.031

Obesity 25.0 ∼ 29.9 2.706 1.495 .070 14.970 .799 280.461

Moderate obesity 30.0 ∼ 34.9 6.797 2.264 .003 895.407 10.582 75764.684

Extremely obesity ≥35 3.996 4.452 .369 54.360 .009 334875.246

Table 7. Risk Factors for Infiltrat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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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대상자의 일혈 발생율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

본 연구에서 Sauerland et al(2006)이 제시한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혈관 경로

이외의 주위조직으로 확산이 있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 203명중 88명(43.3%)이 발생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발병장기(

=21.314, p=.000), 진료과(=28.806, p=.000), 소화기계 기저질환(=3.979, p=.046), 입

원목적(=17.254, p=.001)이 일혈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입원기간과 BMI와 일혈과 연관이 있었으나 침윤결과와는 반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기간(t=1.333, p=.022)이 짧고, BMI(t=2.210, p=.028)가 적을수록 일혈 발

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3.319, p=.076), 나이(t=1.333, p=.184), PT시간(t=1.441 p=.151),

PT%(t=-1.091, p=.277), 과거 입원 경험(t=.413, p=.680), 평소 활동 정도(=1.843,

p=.606), 흡연력(=1.052, p=.305), 음주력(=.384, p=.536), 진단명(=6.815, p=.078)

은 연관이 없었다<Table 8>.



- 37 -

Variables Categories

Extravasation

 or t p
Yes(n=88) No(n=115)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Affected
organ

Liver 1(1.1) 11(9.6)

21.314 .000

Pancreas 3(3.4) 12(10.4)

Billiary, gallbladder 2(2.3) 15(13.0)

Stomach 48(54.5) 40(34.8)

Intestine 34(38.6) 37(32.2)

Department Gastrointernal medicine 81(92.0) 67(58.3)

28.806 .000
General surgery 7(8.0) 48(41.7)

Underlying
disease

Digestive
system

Yes 3(3.4) 0(0.0)

3.979 .046
No 85(96.6) 115(100)

Reason of
admission

Procedure 43(48.9) 29(25.2)

17.254 .001

Operation 6(6.8) 24(20.9)

Exam 12(13.6) 29(25.2)

Conservate 27(30.7) 33(28.7)

Length of
hospital
stay(day)

3.00 ± 1.071 5.29 ± 9.145 1.333 .022

BMI(㎏/㎡) 22.69 ± 4.007 23.93 ± 3.907 2.210 .028

Table 8.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travasation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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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맥주사, 수액 및 약물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

정맥주사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카테터 크기(

=15.548, p=.001)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bolus 주입(=14.776, p=.000), 24시간 이상

지속적 투약(=29.085, p=.000), 카테터를 삽입하는 간호사 연차(t=2.314, p=.022)가 작

을수록 일혈과 연관이 있으며, 카테터 유지시간(t=10.958, p=.000)이 짧을수록 일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테터 삽입 장소(=.015, p=.902), 카테터 삽

입자(=.197, p=.657), 카테터 삽입 부위(=1.596, p=.809), 약물 자동 주입기(=.490,

p=.484)에 따른 일혈과 연관이 없었다.

수액과 약물의 특성에 따른 일혈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수액 중 등

장액(=12.250, p=.016), 비경구 영양제(=48.026, p=.000)의 투약과 연관이 있으며,

약물로는 제산제(=3.864, p=.049), 방사선 조영제(=6.330, p=.012)주입이 일혈의 발

생과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액(=5.306, p=.151), 전해질(=.579,

p=.447)투약에 따른 연관은 없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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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xtravasation

 or t p
Yes(n=88) No(n=115)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Catheter size
(gauge)

24 32(36.4) 27(23.5)

15.548 .001
22 22(25.0) 14(12.2)

20 19(21.6) 52(45.2)

18 15(17.0) 22(19.1)

Bolus injection Yes 14(15.9) 47(40.9)
14.776 .000

No 74(84.1) 68(59.1)

Continuous
injection

Yes 84(95.5) 73(63.5)
29.085 .000

No 4(4.5) 42(31.5)

Isotonic fluid 5% dextrose 7(8.0) 11(9.6)

12.250 .016
Normal saline 7(8.0) 18(15.7)

Hartman 3(3.4) 17(14.8)

No medication 71(80.7) 69(60.0)

Parenteral
nutrition

Yes 76(86.4) 44(38.2)
48.026 .000

No 12(13.6) 71(61.7))

Antacids Yes 58(65.9) 60(52.2)
3.864 .049No 30(34.1) 55(47.8)

Radiation
contrast medium

Yes 5(5.7) 20(17.4)
6.330 .012No 83(94.3) 95(82.6)

Clinical
experience of the
nurse (year) 6.40 ± 3.678 7.95 ± 5.395 2.314 .022

Duration of
catheterization
(hour) 34.22 ± 20.923 75.53 ± 30.255 10.958 .000

Table 9. Differences an IV Therapies of the Extravasation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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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일혈 발생 위험 요인

일혈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결과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된 변

수는 발병장기, 진료과, 입원 목적이 시술, 수술, 검사인 경우, 입원 기간, BMI가 나타

났다.

정맥주사, 수액 및 약물 특성에 따른 변수는 카테터 크기, 등장액, 비경구 영양제,

제산제, 방사선조영영제, 수액이나 영양제가 24시간이상 지속적 투약되는 경우, bolus

주입되는 경우, 카테터 지속시간, 카테터 삽입자 연차에 따른 변수들이 일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정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 & Snell의 결정계수( )는 64%로 나타났으며, Nagellkerke의

결정계수( )도 85.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혈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경구 영양제를 투약 할 때(p=.000) OR값이 70.7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4시간이상 지속적 투약되는 경우(p=.038) OR값이 29.854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카테터 지속시간에(p=.000) 따라 12시간 이하 주입되는 경우보다

73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OR값이 0.001배 높았다.

그러나 발병장기 중 췌장(p=.253), 담도나 담낭(p=.218), 위(p=.517), 장(p=.348), 진료

과(p=.332), 입원목적 중 수술(p=.551), 검사(p=.222), 보존적 치료(p=.988), 카테터 크기

중 22gauge(p=.797), 20gauge(p=.598), 18gauge(p=.837), 등장액 수액 중 5%

dextrose(p=.637), normal saline(p=.238), hartman(p=.647), 제산제(p=.743), 방사선 조

영제(p=.304), bolus 주입(p=.084), 카테터 유지시간이 13∼24시간(p=.759), 25∼48시간

(p=.847), 49∼72시간(p=.664)에 따른 차이는 일혈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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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travasation 95% CI

B S.E. p-value OR Lower Upper
Affected organ

Liver - - - - - -

Pancreas -2.961 2.589 .253 .052 .000 8.279

Billiary, gallbladder -3.841 3.119 .218 .021 .000 9.696

Stomach -1.954 3.015 .517 .412 .000 52.207

Intestine -2.803 2.986 .348 .061 .000 21.107

Department

Gastrointernal medicine - - - - - -

General surgery -2.621 2.700 .332 .073 .000 14.442

Reason for admission

Procedure - - - - - -

Operation -1.453 2.437 .551 .234 .002 27.787

Exam 1.693 1.386 .222 5.435 .359 82.238

Conservate .017 1.143 .988 1.017 .108 9.552

Catheter size (gauge)

24 - - - - - -

22 .337 1.306 .797 1.400 .108 18.110

20 -.601 1.139 .598 .548 .059 5.108

18 .308 1.492 .837 1.360 .073 25.309

Isotonic fluid

No medication - - - - - -

5% dextrose .670 1.420 .637 1.954 .121 31.631

Normal saline 1.302 1.103 .238 3.676 .423 31.952

Hartman .961 2.101 .647 2.614 .043 160.607

Parenteral nutrition 4.260 1.219 .000 70.782 6.494 771.543

Antacids -.398 1.216 .743 .672 .062 7.284

Radiation contrast medium -1.800 1.752 .304 .165 .005 5.120

Continuous injection 3.396 1.634 .038 29.854 1.214 734.206

Bolus injection 2.211 1.280 .084 9.124 .742 112.230

Duration of catheterization (hour)

≤12 - - - - - -

13 ∼ 24 .456 1.485 .759 1.579 .086 28.981

25 ∼ 48 .283 1.470 .847 1.327 .074 23.674

49 ∼ 72 -.668 1.537 .664 .513 .025 10.425

≥73 -7.294 1.808 .000 .001 .000 .023

Table 10. Risk Factors for Extravasat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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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isk Factors for Extravasat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tinous) (N=203)

Variables
Extravasation 95% CI

B S.E. p-value OR Lower Upper
Length of hospital stay (day)

1 ∼ 3 - - - - - -

4 ∼ 6 -.569 1.184 .631 .566 .056 5.761

7 ∼ 9 3.783 2.192 .084 43.956 .599 3227.322

10 ∼ 15 .993 2.304 .666 2.701 .030 246.777

≥16 -21.122 11635.347 .999 .000 .000 -

BMI (㎏/㎡)

Underweight ≤18.4 - - - - - -

Normal 18.5 ∼ 22.9 -.042 1.337 .975 .958 .070 13.178

Overweight 23.0 ∼ 24.9 1.262 1.415 .373 3.532 .220 56.608

Obesity 25.0 ∼ 29.9 -1.723 1.385 .214 .179 .012 2.696

Moderate obesity 30.0 ∼ 34.9 -24.037 14579.744 .999 .000 .000 -

Extremely obesity ≥35 -2.907 4.695 .536 .055 .000 542.364

Clinical experience of the nurse
(year)

1 ∼ 3 - - - - - -

4 ∼ 6 -2.452 1.285 .056 .086 .007 1.069

7 ∼ 10 -1.764 1.268 .164 .171 .014 2.059

≥11 -2.619 1.457 .072 .073 .004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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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일개 상급 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와 외과병동에 입원하

여 말초 정맥주사를 삽입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214명 중 탈락자 11명을 제외한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말초 정맥주사로 인한 합병증 중 침윤과 일혈 발생율

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맥주사 관련 요인, 수액과

약물 관련 요인을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A. 정맥주입 요법 시 침윤과 일혈 발생 실태

본 연구에서는 말초 정맥관을 통한 침윤은 38명(18.7%)이 발생하였다. 성인을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이계숙(1995)은 16.7%가 발생하였고, 국외에는 do

regofurtado(2011)의 연구에서 23.7%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소아의 국내 연구에서는

성세희(2007)는 23.7%, Park(2015)은 4.4%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Pettis(2003)의

연구에서는 78%가 발생하였다. 이계숙(199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이나 약물에 주입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비교하기에 제한

이 있으며, 국내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4.4∼23.7%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침윤 발생율은 각 연구마다 침윤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이나 발생율을 산정하

는 방식간의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NS 침윤 사정도구 1점 이상을 침윤이라

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의 말초 정맥관이 삽입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주기적으로 직접관찰 하였으며, 침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지침에 근

거하여 담당간호사에게 알리어 말초 정맥관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말초 정맥관 합병

증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과 대상자나 돌봄 제공자에게 증상과 징후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져서 침윤이 더 진행되지 않아서 1점의 비율이 34명(16.7%)이 가장 많이 분석되

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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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의료진이 합병증에 대한 간호사나 환자들이 합병증에 대한

인지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침윤의 정도가 2점

이상이 4명(2%) 발생하여 말초 정맥관 사정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역량 강화활동과 질 관리가 필요하다(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말초 정맥관을 통한 일혈은 88명(43.3%)이 발생하였다. 항암제 투약을 받고 있는 한

연구에서 성인 환자는 22%, 소아 환자는 11%(Hadaway, 2007)가 발생하였고,

Schulmeister(2007)의 연구에서는 성인 환자 6.5%가 발생하였고 발포성 약물을 투약

받은 성인은 6%가 발생하였다(Sauerland et al., 2006). 기존 연구를 통하여 일혈의 발

생이 6∼22%가 발생하는데 기존 연구들 보다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에서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약물 중 항응고제는

1명이 투약되고, 항불안제, 혈관수축약물, 항경련제, 항암제는 투약되지 않아서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문헌들마다 일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약물이 다르고, 본 연구의 대상자

의 특성 상 항암제가 투약되지 않고, Sauerland et al(2006)에서 제시한 비 항암제 약

물 중 발포성 수액이나 약물이 투약되고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질병에 따른 신약 개발과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말초 정맥에 자극적이

거나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약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발포성 약물

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피하층이 두껍고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합병증에 대한 인지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경우에도 혈관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순환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이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통하여

약물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잦은 정맥천자로 인하여 혈관이 경화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RNAO, 2008; RCN, 2010; INS, 2016).

말초 정맥관 카테터를 삽입 할 때에도 혈관의 직경과 혈류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입되는 약물의 특성, 속도에 따라서 혈관벽에 받는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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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크기의 카테터를 선택하여야 한다(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그리고 수많은 사정도구들마다 합병증이라고 지칭하는 기준은 다르게 정의되고 있

다. 이러한 사정도구마다 분류되고 있는 증상과 징후는 다양하게 분류되고, 나열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정도구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마다 합병증의 발

생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모호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들은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사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정도구에 의한 적절한 도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도와 타탕

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구의 실행가능성, 수용성에 대한 문제

도 평가하여 임상에 적합한 사정도구들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윤과 일혈을 구분하여 발생율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약물의 특성

이 다르고, 합병증에 대한 피부손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정의하였으므로

침윤과 일혈을 포함하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개발되고 수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침윤

과 일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발생율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와 간호중

재의 필요성을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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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맥주입 요법 시 침윤 발생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질병이 발생한 장기, 진료과, 입원목적이 시술, 수술인

경우, 입원기간 및 BMI에 따른 차이가 침윤발생과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이 위에 발병한 환자들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위점막절제술과 스텐트

삽입술등과 같은 시술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액과 약물적인 투약이 굵은 카테

터를 사용하여 주입하기 때문에 침윤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정희(2015) 연구에서는 18gauge를 가지고 있는 수술환자는 정맥염이 20.5%가 발

생하였고,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에서도 굵은 카테터를 통한 정맥주입 요법을

할 때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daway, 2012; NSW, 2013; INS, 2016).

입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침윤발생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입원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액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말초 정맥관의 정규교환

과 합병증 발생에 따른 카테터 삽입이 수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혈관이 경화되고, 합

병증의 발생이 높아진다(Sauerland et al., 2006; Hadaway, 2007; INS, 2016).

BMI가 높을수록 침윤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중등도 비만인 환자가 표준체중 이하

인 환자보다 피부에서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말초 정맥관 삽입 시 혈관 내 삽입이

어렵고, 혈관이 깊게 위치하고 있어서 카테터 수차례 삽입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맥에 지속적인 투약과 삽입으로 자극이 이루어져 혈관벽의 손상으로 침윤과 같은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다(Polovich et al., 2005; Dougherty, 2008; INS. 2016).

정맥주사 관련 특성, 수액과 약물적인 특성에서는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 등

장성 수액, 비경구 영양제, 항응고제, 3세대 세팔로스폴린계 항생제투약 및 카테터 유

지시간이 침윤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 상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등장액 투약이

다른 약물에 비해 많이 투약되고 있으며, 그 중 normal saline과 hartman solution과

같은 등장액이 침윤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hartman solution은 삼투압

이 525mOsm/L로 수술 후 거의 모든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수술적인 치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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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기존연

구에서는 600mOsm/L이상의 고삼투성 수액이나 비경구영양제는 간질강 내 세포로 이

동을 하여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피하에서 간질강 내 세포

가 이동하게 되면 국소적인 압력이 높아져서 말초 정맥 순환이 잘되지 않아서 합병증

발생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경구영양제 주입될 때 침윤의 발생이

0.18배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경구 영양제는 발포성약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비경

구 영양제를 주입할 때 일혈의 발생이 70.782배 높아서 일혈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NSW, 2013; Queensland, 2015; INS, 2016).

등장액 용액이 세포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카테터의

끝부분이 혈관 벽을 자극시키거나 대상자의 움직임이 많거나 말초 정맥관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카테터의 끝부분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혈관 벽에 지속적인 자극으로 침

윤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투압이 높은 고장액의 투약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 할 때 말초 정맥관 상태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해

야한다. 그리고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보이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하고, 그에 따른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Sauerland et al., 2006; Doellman, 2009;

INS, 2016).

그리고 항응고제를 투약하게 되면 일혈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혈관응고가 잘되

지 않고, 혈액응고시간이 늘어나서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유지 하는 동안 혈관의 구조

가 변화하여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크다(INS, 2006; Sauerland et al., 2006).

본 연구에서 기타 약물로 분류된 약물 중 3세대 세팔로스폴린계 항생제가 침윤 발

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에서 산도가 5미만 9초

과일 경우 단백질세포의 손상과 세포괴사가 일어나 혈관의 내피세포와 정맥벽을 자극

시켜서 합병증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3세대 세팔로스폴린계 항생제

의 산도는 5∼7로 발포성 약물로 분류되고 있지 않거나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도

범위 내에 있는 약물이지만 약물 주입 전 생리식염수 관류로 혈관 내 가해지는 압력

을 주거나 환자의 기존의 혈관상태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I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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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물 중 가장 많이 주입된 약물은 퀴논계열 항생제가 투약되었다. 약물의 산

도가 2∼4.6로 측정되고 있어서 향후 산도나 삼투압에 따른 수액과 약물주입 시 말초

정맥관 합병증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Doelllman et al., 2009;

INS, 2016).

베타락탐계, 리네졸리드계 항생제와 항이뇨제의 투약이 침윤과 통계학적으로 연관

성이 있다고 하지만 약물의 총 투여 횟수가 3회이하로 연관성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추후 다양한 약물과 관련하여 합병증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혈류감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카테터의 교환이 필요한데, 윤희숙(2010)연구에

서 72시간과 96시간동안 유지하였을 때 합병증의 발생율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과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카테터의 지속시간이 평균 57.6시간으로

지속시간이 침윤이 41.2시간, 일혈이 34.2시간으로 카테터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일혈

이 더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다. 일혈이 침윤보다 7시간 더 빨리 발생하고, 발포성약물

의 특성 상 혈관벽을 자극 시켜서 카테터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며, 투약되는

수액과 약물에 따른 지속유지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카테터 지속시간에 대한 연

구는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윤희숙, 2010).

반면에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나이, 평소 활동 정도, 과거 입원 경험, 혈청학적 수

치, 흡연력, 음주력. 진단명, 입원 경험, 기저질환에 의한 침윤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초 정맥관을 통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연령, 과거 입원 경험이 특별한 관련이 없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성세희, 2007).

말초 정맥관 합병증을 사정하고 정의를 내리기 위한 사정도구에서는 정맥염은

Ray-Barruel(2014)에 따르면 71개의 사정도구가 있으며, 15개의 증상들이 이 사정도

구들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맥염에 비해 비교적 침윤에 대한 사정도구는 많

지 않으며, 사정도구가 개발된지 오래되거나 사정도구들에 대한 모호한 기준들에 의

해서 사정도구의 항목들에 대한 타당도의 검증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정도구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에

적합한 합병증 사정과 중재를 위한 도구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도구의 개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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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Gallant & Schultz, 2006; Groll et al., 2010).

이상의 결과와 논의는 대상자들에게 주입되는 카테터의 종류, 입원기간과 약물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서 침윤의 발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을 경

우에는 지속적인 사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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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맥주입 요법 시 일혈 발생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일혈의 발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는 발

병장기, 진료과, 소화기계 기저질환, 입원목적, 입원기간, BMI에 따른 차이가 일혈과

연관이 있다.

대상자들의 발병장기가 간인 경우에는 혈액응고가 잘되지 않아 혈액구조가 변화하

거나 혈관이 잘 터지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청 프로트롬빈 시간이 길어져

서 말초 정맥관 삽입이나 유지가 어렵다. 이러한 대상자들에게서는 혈액과 관련하여

생리적인 지표로 혈청 내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n(INR) 보다는 프로트롬빈

시간이나 PT(%)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혈청 내 지표를 말초 정맥관 삽

입 전 프로트롬빈 시간과 PT(%)이 일혈과 말초 정맥관 유지시간과 연관성을 확인하

였다.

혈청 내 생리적인 지표에 따른 일혈 발생은 프로트롬빈 시간(t=1.441, p=.151),

PT(%)(t=-1.091, p=.277)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혈청 내 생

리적인 지표와 카테터 유지시간과에 따른 차이비교를 하면 PT(%)은 p=.015로 일혈과

연관이 있으나 프로트롬빈 시간은 p=.112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김

경아, 2009; INS, 2016).

그리고 진단명 차이에 따른 일혈의 발생과는 연관이 없었으나, 암이나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일혈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암 환자(=4.828,

p=.012)는 127명중 47명이 발생하고, 염증성 장 질환자(=3.988, p=.046)는 28명 중

17명이 발생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들은 암을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검사와 수술을 위해 입원하고, 굵은 크기의

카테터를 통하여 수액과 약물을 주입으로 인하여 일혈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면

역 조절제, 생물학제제등의 투약과 탈수와 전해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

액치료를 하며, 영양 상태에 따라 비경구 영양제 투약등과 같은 다양한 영양요법을

요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장기적인 입원치료와 약물적인 요인으로 일혈과 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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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여 진다(예병덕 외, 2012; INS, 2016).

그리고 소화기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일혈과 연관이 있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수가 3명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선행문헌에서 혈관구조

의 변화나 순환장애가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합병증의 위험도가 더

크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뇨환자(=1.243, p=.265)는 당뇨환자 37명중 13명이

발생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추후 혈관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연구가 필요하다(Sauerland et al., 2006; Fidalgo et al., 2012; Goutos,

Cogswell & Giele, 2014; INS. 2016).

본 연구에서 정맥주사 관련 특성에서 카테터의 크기와 bolus 주입, 24시간 이상 지

속적 투약, 카테터 삽입자 연차, 카테터 유지시간에 따라서 일혈과 연관이 있으며, 수

액과 약물의 특성에서는 등장액, 비경구 영양제, 제산제, 방사선 조영제를 투약할 경

우에 일혈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윤과 대비되는 결과로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BMI가 적을수록 일혈발생과 유의하

게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는데, 이는 일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발포성약물의 특성 상

혈관벽에 가해지는 자극이 크기 때문에 입원기간과 BMI와 상관없이 일혈이 발생한다

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일혈이 발생한 BMI의 평균이 22.69로 정상군에 속하는데,

BMI에 따른 혈관상태가 비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발포성약물을 사용함에 따라 혈관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정맥관 삽입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과 평가가 필요하다

(Sauerland et al., 2006; Hadaway, 2007; INS, 2016).

전체 대상자들 중 시술이나 검사를 위해 입원한 대상자 중 시술을 위해 72명

(35.5%). 수술을 위해 30명(14.8%), 검사를 위해 41명(20.2%)이 입원하였다. 시술, 수

술 및 검사를 위해서는 굵은 카테터의 삽입이 필요하며, 금식을 하면서 시술. 수술을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고장액, 비경구 영양제 주입과 제산제가 투약된다. 그리고 검사

를 할 때에는 등장액, 제산제가 투약이 되고, 검사실에서는 방사선 검사를 시행 할 때

빠른 속도로 방사선 조영제가 주입되고 있어서 혈관 벽을 자극 시켜 세포의 손상과

괴사 이루어지고 이는 합병증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 검사를 위해 방사선 조영제를 사용할 때 2.26%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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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이 보고되고 있어서 방사선 조영제 주입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고장액,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 시에는 혈액역류나 카테터의 위치가 혈관내에 제대

로 위치되어 있는지 주입 전 확인하여야 한다(Sauerland et al., 2006; Doellman, 2009;

INS, 2016; Martin, 2013; INS, 2016).

선행문헌에서 구토, 기침, 경련으로 인한 움직임과 phenytoin, promethazine,

vasopressors의 약물들이 발포성약물로 분류되어 일혈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화기 내과와 외과병동 특성상 항불안제, 항경련제는 투약되지 않았

고, 지혈제는 1명만 투약이 되어 관련약물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Sauerland et al., 2006; Doellman et al., 2009; Martin, 2013;

INS, 2016).

말초 정맥관 삽입자 연차에 따른 일혈 발생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의

료진이 말초 정맥관 합병증 사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발생위험성이 높

은 약물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초 정맥관 삽입의 숙련도와 경

험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재의 경험이 적을 경우에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Woody & Davis(2013)연구에서는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교육을 통한 중재연구에서 침윤이 교육 전과 비교하여 50%감소하여서 연차에 따른

역량강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Sauerland et al. 2006; Doellman et al., 2009; O’

Grady, 2013; Woody & Davis, 2013; INS, 2016).

일혈에 대한 사정도구는 Thigpen(2007)이 Millam, Montgomery와 Remaserhu의 연

구를 바탕으로 개정된 소아환자 일혈 사정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Thigpen의

도구는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성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국 정맥주입간호사회에서는 발포성 약물의 누출이 있을 때에는 피부조직의 손상과

괴사가 일어나서 손상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2006년 침윤 사정도구에서 중증도를

4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침윤 사정도구를 제시

하고 있지 않아서 도구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발포성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약물들 중 항암제

약물 중 자극제나 항생제, 전해질제, 혈관수축제, 산도나 삼투압이 높거나 낮은 약물



- 53 -

이외의 발포성 약물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약물의 누출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

이 되면 피부조직의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사정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일혈에 대한 약물의 재정의와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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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할 때 단일 기관에서 소화기내과와 외과환자를 대상으로 이

루어진 연구이므로 대상자들의 특성과 약물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2. 일혈에 대한 정의가 문헌들 마다 명확하지 않고, 다양해서, 정의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일혈 사정도구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성인 일혈 사정도구에 대해서 추후 사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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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상급 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와 외과병동에 입원하여 말초

정맥관을 통하여 수액이나 약물을 정맥주입요법을 시행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말초

정맥관 합병증 중 침윤과 일혈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침윤과 일혈의 발생을 줄이고 이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 감소, 입원기간 감소, 의료

비용 감소 등 입원 시 약물적인 치료를 통한 빠른 회복과 안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말

초 정맥주사와 관련된 간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관

찰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일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한 성인 환자 총 214명을 대상자 중

퇴원으로 11명이 탈락하여 2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

계 처리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맥주사

관련 특성은 발생율,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정맥주사 관련 특성에 따른 침윤과 일혈 발생 유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test를 사용하였고, 침윤과 일혈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미치는 위험비를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침윤 발생은 38명(18.7%)이 발생하였으며, 침윤 발생의 정도 별 발생빈

도는 1점은 34명(16.7%), 2점 4명(2%)이 발생하였으며, 3점과 4점은 발생하지 않

았다. 일혈 발생은 88명(43.3%)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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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입원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27명(62.6%), 여자 76명

(37.4%)이었다. 연령은 평균 58.3세이었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4.3일이며, BMI

23.39 이었다. 대상자의 평소 활동 정도는 자주 걸어 다님이 169명(83.3%)으로 가

장 많았으며, 소화기내과 148명(72.9%), 외과 55명(27.1%)이었다. 그 중 암환자는

128명(63.1%), 발병 장기는 위 부위에 88명(43.3%)이 가장 많이 발병하였으며, 흡

연한 환자는 96명(47.3%), 음주력이 있는 환자는 95명(46.8%)이었다. 그리고 과거

입원을 경험한 환자는 168명(82.8%), 평균 입원 횟수는 1.8회였다.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73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가 37명(18.2%), 심혈관 질환은 22명(10.8%)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

다. 시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72명(35.5%),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30명

(14.8%), 검사는 41명(20.2%),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대상자는 60명(29.6%)

이다.

3. 정맥주사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말초 정맥관 삽입 장소는 병동에서 176건(86.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삽입자는 정맥 주사팀이 128건(63.1%)으로 가장 많이 삽입

하였으며, 삽입자의 연차는 평균 7.28년이며, 평균 카테터 유지시간은 57.6 시간

이었다. 카테터의 크기는 20gauge(35.0%)가 가장 많이 삽입되었으며, 정맥주사

유지 시간은 73시간 이상 80명(39.4%)이 유지되었으며, 삽입 부위는 cephalic

vein에 130명(64%) 삽입하였다.

4. 대상자의 수액이나 약물과 관련 특성으로는 수액은 고장액은 10% dextrose fluid

69명(34%), 등장액은 0.9% normal saline fluid 25명(12.3%)이 가장 많이 투약 되

었으며, 저장액은 투약되지 않았다. 말초 정맥관을 통한 bolus 주입은 61명(30%)

가 이루어 졌으며, 약물 자동 주입기를 사용하여 투약한 경우는 17명(8.4%)이었

다. 비경구 영양제가 120명(59.1%)투약되고 있으며, 24시간이상 지속적인 투약을

하고 있는 환자는 157명(77.3%)이었다. 약물은 제산제가 118명(58.1%)이 투약되

었으며, 전해질은 7.45% potassium chloride가 4명(2%)이 투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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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발병 장기, 진료과, 입원목적, 입원기간, BMI가 침윤 발

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혈은 발병장기, 진료

과, 소화기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입원목적, 입원기간, BMI가 일혈 발생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맥주사 특성과 관련하여 24시간 이상 지속적 투약, 카테터 유지시간이 침윤 발

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테터 크기, bolus 주

입, 24시간이상 지속 투약, 삽입자 연차, 카테터 유지시간이 일혈 발생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수액이나 약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등장액, 비경구 영양제, 항응고제, 3세대 세팔

로스폴린계 항생제가 침윤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등장액, 비경구 영양제, 제산제, 방사선 조영제가 일혈 발생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정맥 주입 요법 시 침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요인으로는 BMI의 표준체중

이하인 환자에 비해 중등도 비만인 환자가 895.4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

원 기간이 길수록 침윤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요인으로는 비경구 영양제를 투약 할

때 70.7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4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29.854

배 높게 나타났다. 침윤과 상대적으로 입원기간이 짧고, BMI는 적을수록 일혈발

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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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실무 측면

1) 정맥주사요법 시 침윤과 일혈 발생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합병증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과 중재가 요구된다.

2. 간호 연구 측면

1) 말초 정맥주사의 침윤과 일혈 발생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를 제언하다.

2) 일반적 특성과 침윤과 일혈 발생 유무를 비교해 본 결과로 암환자나 염증성 장

질환자들이 위험요인이며, 그 원인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말초 정맥관 사정도구에 따른 침윤과 일혈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침윤과 일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발포성 약물에

대한 정의가 추후연구를 통하여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4) 말초 정맥관 합병증인 침윤과 일혈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

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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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교육 측면

1)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삽입과 합병증 관리를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와 간호중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2)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실무현장에서 말초 정맥관

삽입, 합병증의 사정, 중재, 기록적인 측면에 대한 의료진간의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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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극제(non-irritant) 자극제(irritant) 발포제(vesicant)

Aldesleukin(Interleukin-2)

Asparaginase

Busulfan

Cladribine

Cyclophosphamide

Cytarabine

Fludarabine

Gemcitabine

Gemtuzumab

Ozogamicin

Ifosfamide

Methotrexate

Pentostatin

Rituximab

Thiotepa

Trastuzumab

Bleomycin

Carboplatin

Carmustine

Cisplatina

Dacarbazine

Daunorubicin

Liposomal

Docetaxel

Doxorubicin

Etoposide

Floxuridine

Irinotecan

Mitoxantoroneb

Oxaliplatinc

Topotecan

Cisplatina

Datacinomycin

Daunorubicin

Doxorubicin

Epirubicin

Idarubicin

Mechlorethamine

Melphalan

Mitomycin

Paclitaxel

Vinblastine

Vincristine

Vindesine

Vinorelbine

a. Cispatin은 0.5mg/ml의 농도로 20ml 이상 일혈이 되면 수포성 약제로 분류

b. Mitoxantrone은 농도에 따라 수포성 약제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종양 간호사회의 항암 화학 요법 지침에는 수포성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c. Oxalipatin은 수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ote. Reused with permission from “Vesicant Extravasation Part 1: Mechanisms,

Pathogenesis, and Nursing Care to Reduce Risk” by C. Sauerland et al., 2006,

Oncology Nursing Forum, 33(6), 1134-1141. Copyright 2006 by the Oncology

Nursing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부록 1. 발포성 약물(vesicant drugs) 목록

1. 항암제 (발포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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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i-infectives 3. electrolyte solution 4. vasopressors

Acyclovir

Amikacin

Amphtericin B

Dicloxacillin

Naficillin

Oxacollin

Vancomycin

Calcium Chloride 5.5%

Calcium Gluconate 10%

Potassium Chloride 7.45%

Sodium Bicarbonate 4.2% or 8.4%

Sodium Chloride 10%

Dobutamine

Epinephrine

Dopamine

Vasopressin

5. 산도 / 삼투압 6. miscellaneous

10% Dextrose

15% Mannitol

Phenytoin

Parenteral Nutrition

Diazepam

Fluoroquinolones

Promethazine

Radiographic contrast media

(Note. Reused with permission from “Vesicant Extravasation Part 1: Mechanisms,

Pathogenesis, and Nursing Care to Reduce Risk” by C. Sauerland et al., 2006,

Oncology Nursing Forum, 33(6), 1134-1141. Copyright 2006 by the Oncology

Nursing Socie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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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CLINICAL   CRITERIA

0 No Symptoms

1

Skin blanched 

Edema < 1 inch(2.5cm) in any direction

Cool to touch

With or without pain

2

Skin blanched 

Edema 1 to 6 inches(2.5 to 15cm) in any direction

Cool to touch

With or without pain

3

Skin blanched, translucent

Gross edema > 6 inches(15cm) in any direction

Cool to touch

Mild to Moderate pain

Possible numbness

4

Skin blanched, translucent

Skin tight, leaking

Skin discolored, bruised, swollen

Gross edema > 6 inches(15cm) in any direction

Deep pitting tissue edema

Circulatory impairment

Moderate to severe pain

Infiltration of any amount of blood product, irritant, or vesicant

* 부록 2. 침윤 사정 도구 (I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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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대상자 설명문 (환자 설명용)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제목: 성인 말초 정맥주사 침윤과 일혈 발생율과

위험요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인 말초정맥주사 침윤과 일혈 발생 위험요인” 이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진행 중입니다. 말초 정맥관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침윤과 일혈의

발생으로 인한 발생율과 발생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더 나은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 본 설명문은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으며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향후 치료 과정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는 귀하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귀하에게 예상되는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본 연구를 통해

제공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연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서울아산병원 간호2팀 간호사

연구자: 이 종 민 올림

연락처: 010-0000-0000 /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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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말초 정맥관 카테터를 통한 정맥주입요법 중 의도하지 않게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침윤과 일혈 등이 있습니다.

발생은 환자관련 요인, 기계적인 요인, 약물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초 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말초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입원기간을 감소하는 비용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선정 이유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소화기 내과와 외과환자의 경우

말초 정맥관을 통하여 정맥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양한 수액이나 약제로

인하여 말초 정맥관 합병증인 침윤과 일혈의 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 연구 방법

연구 담당자는 귀하의 일련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입원 기간, 전동

경로, 신체 계측 정보, 평소 활동 정도, 진료과, 진단명(발병 장기 포함), 과거

입원 경험, 흡연력, 음주력, 입원목적, 기저질환), 혈청학적 수치인 PT(시간),

PT(%), 정맥주사 관련 요인(정맥 주사 삽입 장소, 정맥주사 삽입자, 삽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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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맥 주사 카테터 크기, 말초 정맥 주사 삽입 위치, 침윤정도, 수액이나

약물 관련 요인(수액의 종류, 전해질 투약 유무, 영양제의 종류, 간헐적 주입,

지속적 주입, 기계를 사용한 주입)과 말초 정맥관 삽입 시간과 제거시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자는 귀하의 연구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 시에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본 연구는 214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은 말초 정맥 주사를 삽입 후 말초

정맥관 관련 합병증인 침윤 또는 일혈이 발생하여 교환이 필요하거나, 말초

정맥관 정규교환시기인 96시간이 지나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귀하가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하거나 연구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의 중도탈락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예견되는 불편

연구자는 귀하의 말초 정맥 주사를 사정하기 위해 연구 기간 동안 24시간

간격으로 귀하의 말초 정맥 주사 부위를 관찰하게 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과 보상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자가 직접 말초 정맥관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며, 연구 과정의 결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가치나 혜택에 대해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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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거부권

귀하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담당자를 통해 연구 참여 철회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거절하시거나 최소하시더라도 의사나

간호사, 병원과의 관계에서 조금의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7. 자료의 비밀 보장

본 연구의 일부로 연구 담당자는 귀하의 개인 기록, 검사 결과, 건강 정보

등이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본 연구를 감독하는

병원의 연구심의 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첨부된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배제되어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학술적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처리되어 열람될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와 동의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 장소에 저장하고, 접근

가능자는 연구자입니다. 연구 결과가 출판된 이후에도 설문지를 비롯한

환자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는 잠금 장치가 구비된 파일 캐비닛에 보관 하여

상기와 같이 연구자 이외에 다른 접근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후에 의무 보관 기간인 3년 동안 동일한 방법을 통해 보관한 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량 폐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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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자 연구 담당자 연락처

이 종 민

(소속: 00000000, 00 0팀, 000병동 간호사)

00)0000-0000

xxxxxx@xxxx.xxx

김 연 희

(소속: 0000000 , 000, 00000)

00)0000-0000

xxxxxx@xxx.xxxxx.xx

8. 연구 담당자

본 연구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으시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의 참가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연구와 관련된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얘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대상자 보호센터 전화: 00-0000-0000

XX XX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전화: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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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2.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참여 하더라도 언

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3.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예측되는 위험에 대해 알고 계

십니까?

□

부록 4. 연구 참여 동의서 (환자 작성용)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성인 말초 정맥주사 침윤과 일혈 발생율과 위험요인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해당 칸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 성명: 서명: 날짜:

시험대상자의 대리인:____________________서명: 날짜:

시험대상자와의 관계:_____________________

연구 책임자: 서명: 날짜:

동의서에 서명한 자: 서명: 날짜:

동의서를 취득한 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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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증례 기록지 (연구자 작성용)

[연구자 작성용]

Ⅰ. 일반적 특성(환자관련 요인)

1. 성별  ① 남 자 ② 여 자

2. 연령         만                    세

3. 입원 기간 __________일 

4. 해당병동 전동 경로

  ① 외래  ② 응급실  ③ 중환자실  ④ 병동  ⑤ 기타

5. 신체계측 정보(입원 시 신체계측)

  체중: __________Kg / 신장 ___________cm / BMI _______________

6. 혈청학적 수치

  PT          %, PT          시간(초)

7. 평소 활동 정도

  ① 꼼짝 못함  ② 의자에 앉을 수 있음  ③ 가끔 걸을 수 있음  ④ 자주 걸어 다님

8. 진료과

  ① 소화기 내과  ② 외과

9. 진단명

  ① 암   ② 염증성 장 질환  ③ 외상환자  ④ 기타

  9-1. 발병 장기

① 간   ② 췌장   ③ 담도나 담낭   ④ 위   ⑤ 대장이나 소장

10. 과거 입원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있을 경우 _______회)

11. 흡연력

① 없음  ② 있음, 있다면_______________갑년

12. 음주력

  ① 없음  ② 있음, 있다면________________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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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원 목적

① 시술

② 수술

③ 검사

④ 보존적 치료

⑤ 기타

14. 기저 질환(중복체크 가능)

  ① 없음            ② 고혈압          ③ 당뇨          ④ 간염

⑤ 말초혈관질환    ⑥ 심혈관계 질환   ⑦ 호흡기계 질환

⑧ 신경학적인 질환 ⑨ 정신과적인 질환

⑩ 소화기계 질환   ⑪ 투석

⑫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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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맥주사 관련 요인(기계적, 의료진관련 요인)

1. 해당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자의 정맥주사 삽입 장소

  ① 병동  ② 응급실 ③ 검사실이나 시술실 ④ 수술실이나 회복실

2. 정맥주사 삽입자

  ① 병동 간호사 ② 정맥 주사팀 ③ 의사 

3. 정맥주사 삽입자: 연차 : ________년

4. 정맥주사 카테터 크기

  ① 24G   ② 22G   ③ 20G   ④ 18G   

5. 정맥주사 유지 기간     (__________)시간   

6. 침윤의 중증도

  ① 발생 안함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⑥ 분류 안 됨

7. 정맥주사 삽입 위치

  ① 오른쪽  ② 왼쪽

8. 정맥주사 삽입 부위

  ① Cephalic vein  ② Metacarpal vein  ③ Median cubital vein

④ Basilic vein    ⑤ Dorsal venous arch  

9. Bolus 주입(주입 시간이 24시간미만 동안 지속되는 약물) 유무

① 유, 있다면 (                  )회         ② 무

10. 지속 주입(수액, 영양제, 이외 주입이 24시간 지속되는 약물) 유무

① 유         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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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입 안 됨

②고장액(Hypertonic)

□ D10W(10% dextrose in water)

□ 3%~5% NS(3%~5% sodium chloride)

□ D5NS(5% dextrose in 0.9% sodium chloride)

□ D5halfNS(5% dextrose in 0.45% sodium chloride)

□ 기타

③등장액(Isotonic)

□ D5W(5% dextrose in water)

□ NS(0.9% sodium chloride)

□ Hartman solution

□ 기타

④저장액(Hypotonic)
□ 0.45%(half)NS(0.45% sodium chloride)

□ 기타

말초 정맥관 삽입시간 월      일       시       분

말초 정맥관 제거(종료)시간

(합병증 발생 or 96시간마다 정규교환)
월      일       시       분

말초 정맥관 제거 이유 □정규교환 □침윤 □일혈  □기타

Ⅲ. 수액이나 약물 관련 요인

1. 수액의 종류

2. 비경구 영양제의 종류(Parenteral nutrition)

① 유         ② 무

3. 약물 자동 주입기 사용 유무

① 유         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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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   종류 주입횟수/일 비고

① 주입 안 됨

② 5.5% calcium chloride (          )번

③ 10% calcium gluconate (          )번

④ 7.45% potassium chloride (          )번

⑤ 10% sodium chloride (          )번

⑥ Sodium bicarbonate 4.2% or 8.4% (          )번

⑦ 기타 전해질 투약약물 (          )번

약물의 종류 주입횟수/일 비고

① 제산제 (          )번

② 인슐린 (          )번

③ 항응고제 (          )번

④ 지혈제 (          )번

⑤ 진통제 (          )번

⑥ 스테로이드 (          )번

⑦ 이뇨제 (          )번

⑧ 항경련제(Phenytoin) (          )번

⑨ 항불안제(Diazepam) (          )번

⑩ 항히스타민제(Promethazine) (          )번

⑪ 혈관수축약물

□ Dobutamine 

□ Dopamine

□ Epinephrine  

□ Vasopressin

  (     )번

⑫ 방사선 조영제

(Radiograph contrast   media)
(          )번

4. 전해질 투약 유무

5.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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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항암제 (약물은 아래 참조) (          )번

비자극제(non-irritant) 자극제(irritant) 수포제(vesicant)

□ Aldesleukin(Interleukin-2)

□ Asparaginase

□ Busulfan

□ Cladribine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Fludarabine

□ Gemcitabine

□ Gemtuzumab

□ Ozogamicin

□ Ifosfamide

□ Methotrexate

□ Pentostatin

□ Rituximab

□ Thiotepa

□ Trastuzumab

□ Bleomycin

□ Carboplatin

□ Carmustine

□ Cisplatina

□ Dacarbazine

□ Daunorubicin

□ Liposomal

□ Docetaxel

□ Doxorubicin

□ Etoposide

□ Floxuridine

□ Irinotecan

□ Mitoxantoroneb

□ Oxaliplatinb

□ Topotecan

□ Cisplatina

□ Datacinomycin

□ Daunorubicin

□ Doxorubicin

□ Epirubicin

□ Idarubicin

□ Mechlorethamine

□ Melphalan

□ Mitomycin

□ Paclitaxel

□ Vinblastine

□ Vincristine

□ Vindesine

□ Vinorelbine

⑭ 항생제

□ Fluoroquinolones

□ Gentamycin

□ Nafcillin

□ Penicillin

□ Promethazine

□ Vancomycin

(          )번

⑮ 기타 투여 약물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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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약 물 계 열 약 품 명 횟 수

항바이러스제 Zovirax 150mg 2

항생제

Cephalosporins; third generation
Epocerin 2g 3

Triaxone 2g 10

Cephalosporins; second Generation
Alporin 1500mg 3

Pacetin 2g 1

Quinolones
Ciprobay 400mg 19

Avelox 400mg 1

Metronidazole Flagyl 500mg 7

Miscellaneous beta-lactams
Meropen 1g 2

Invanz 1g 1

Linezolid Zybox 600mg 1

Macrolides Zythromax 500mg 1

위장운동조절

와 진경제
Macperan 10mg 6

혈액제 RBC 5

진해거담제
Ambroxol Nadoxol 15mg 2

Acetylcysteine Mucosten 10% 2

칼슘채널차단제 Peridipine 1

항이뇨제 Minirin 4mcg 1

관절염과

류마티스 포함

근골격계약물

Remicade 400mg 1

비타민제
Thiamine 100mg 1

Thiamine 50mg 1

해독제 Luthione 600mg 1

철분제 Ferex 1

항진균제 Diflucan 400mg 1

항구토제 Kytril 1mg 1

부록 6. 기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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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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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Infiltration and

Extravasation among Adults during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Lee, Jong-mi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infiltration and

extravasation, and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s in adult inpatients treated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214 adult patients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gastrointernal or the surgical

ward who received fluid infusion and drug treatm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9 to May 31, 2016. Eleven patients dropped out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tudy, and thus, data from 203 patients were analyzed. A structured

case record form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Additionally, a scale proposed by the

Infusion Nurses Society (INS, 2006) was used to measure infiltration. Extravasation

was defined as leakage of the drug with the potential to cause blisters into tissues

around the skin other than the blood vessel path, as suggested by Sauerland et al(2006).

To analyze the data,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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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occurrence rate of infiltration was 18.7%. In regards to the extent of

infiltration, 16.7% of the patients scored 1 grade and 2% of the patients scored

2 grades, whereas cases of no infiltration received 3 or 4 grades. The

occurrence rate of extravasation was 43.3%.

2. The analysi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filtration according to general

patient characteristics showed that infilt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ffected organ,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reating the patient, reasons for

admission, length of hospital stay, and BMI (p <0.05 for each).

3. The analysi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extravasation according to general

patient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extravas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ffected organ,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reating the

patient, underlying disease involving the digestive system, reason for admission,

length of hospital stay, and BMI (p <0.05 for each).

4. The results showed that infilt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ntinuous

administration over 24 hours and duration of catheterization (p <0.05), while

extravas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theter size, bolus injection,

continuous administration over 24 hours, clinical experience of the nurse

administering the infusion, and the duration of catheterization (p <0.05 for each).

5. The analys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drugs and fluid characteristics showed

that infilt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sotonic fluid, parenteral

nutrition, anticoagulant, and third-generation cephalosporin antibiotic (p <0.05 for

each), while extravas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sotonic saline

solutions, parenteral nutrition, antacid, and radiologic contrast agent (p <0.05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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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mined risk factors of infiltration and

extravasation, showed that affected organ, reason for admission, isotonic fluid,

third-generation cephlalosporin antibiotics, parenteral nutrition, duration of

catheterization, and BMI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infiltration (p <0.05 for

each), whereas, parenteral nutrition, continuous administration over 24 hours, and

duration of catheterization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extravasation (p

<0.05 for each).

Based on the study finding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cidence of infiltration and extravasation, i.e., complications of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ization in adults, and to prevent secondary complications.

Moreover, an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on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ization for nurses. Finally, patients

should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and continuous care based on the type of

intravenous infusion, they receive.

Keywords: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infiltration, extravasation, occurrence

rate, risk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