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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를 위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및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중심정맥관 삽입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을 

수용·개작하는 과정으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

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

단계로 전문가 집단 면담을 통하여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2단계

에서는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을 검색하여 검색한 가이드라인의 질 평가를 수

행하고 질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3단계로 도출된 핵

심요인에 따라 권고안을 선택하여 프로토콜의 초안을 구성한 후 4단계로 개발된 프로

토콜 초안의 전문가 집단 타당도 검증을 설문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5단계로 전문가 

집단 타당도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한 뒤, 

6단계로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1. 전문가 집단 면담을 통해 도출된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은 중심정맥관의 삽

입, 유지, 제거, 기타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 국내외의 주요 전자 데이터베이스 및 가이드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중심정맥관 가

이드라인을 검색하였고 검색된 8개의 가이드라인 중 7개를 1차 선택하였다. 1차 

선택한 가이드라인은 K-AGREE II를 사용하여 질 평가를 시행한 뒤 7개의 가이

드라인을 최종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된 가이드라인의 중심정맥관관리 핵심요인과 

면담에서 도출된 핵심요인을 비교하여 부족한 요인을 보완하였다.

3. 보완된 핵심요인과 최종 선택된 가이드라인을 종합 및 분석하여 근거기반 중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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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초

안은 중심정맥관의 삽입영역 8문항, 유지영역 25문항, 제거영역 7문항, 기타영역 

2문항으로 총 4개 영역, 20개 핵심요인,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초안의 전문가 집단 내용 타당도는 평균 0.97

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 CVI 값은 삽입영역 1.0, 유지영역 0.95, 제거영역 1.0, 

기타영역 1.0으로 나타났다.

5.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결과를 반영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최종 프로토콜은 총 4개 영역, 20개 핵심요인,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반영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였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은 약 25분으로 제작되었다.

7. 제작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간호

사 대상의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하였다. 간호사들은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

로토콜 교육 동영상이 접근성이 편리하며, 프로토콜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었

고 임상에서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한 학습에 유익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지식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를 위하

여 최신 근거에 기반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임상 간호사

의 교육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및 교육 동영상 프로그

램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근거기반 지

식과 수행도를 향상하여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소 및 환자안전사고 관리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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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은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다

량의 수액과 약물 및 혈액을 정맥 투여하는 경우, 환자의 말초혈관이 좋지 않아 정맥

주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총정맥영양이 필요한 경우, 응급 혈액투석

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장기적으로 정맥관을 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삽입한다(김

은정 외, 2010). 중심정맥관 삽입은 빈도가 매우 잦은 시술로, 미국에서는 매년 5백

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있고(Jasti & Streiff,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운영하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109,906명의 환자가 이 시술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환자들이 중

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고 있다.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경우 15% 이상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종류로

는 감염(5~26%), 혈전(2~26%), 물리적 합병증(5~19%) 등이 있다(Merrer et al., 

2001; Vescia et al., 2008; Veenstra et al., 1999; Mansfield et al., 1994; 

Raad et al., 1997).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은 병원 내 감염을 감시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중

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Stevens et al., 2014). 2017년 7월~2018년 6

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중환자실 부문결과보고에 의하면 총 4,569건의 의료관

련감염 중 혈류감염이 2,006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CLABSI는 1,692건

(84.3%)으로 혈류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혈전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

만 대부분의 정맥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심정맥관의 병원성 미생물부착을 촉진

할 수 있어 감염과도 연관성이 있다(Salwender et al., 2000). 물리적 합병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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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생길 수 있는 기흉, 혈흉, 카테터 끝부분(tip)의 위치이상, 관

의 손상, 관의 개방성 문제, 관의 삽입부위 통증, 환자의 자가제거와 같은 계획되지 

않은 관의 제거, 공기색전증 등이 있다(김은정 외, 2010).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중심정맥관에 대한 진료지침이거나, 

중심정맥관관리 지침 중 일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의 가이드라인 중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2003)과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2013)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중심정맥관의 합병증의 

진단과 예방, 치료법에 대한 진료지침에 가깝다.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NIC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시 초음파 사용 또는 

관류 시 0.9% 생리식염수 사용 등 중심정맥관관리의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중

심정맥관 관련 국내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본부(2010)에서 발표한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있으나 중심정맥관의 감염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한점이 

있다. 이후, 병원간호사회(2012)에서 제시한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에서 중심정

맥관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다루고 있지만 이 지침은 중심정맥관관리를 포함한 

정맥주입요법 권고안이 약 180여 가지로 양이 방대하여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지침을 

찾아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중심정맥관의 사용방법, 관리방법, 합병

증에 대한 근거기반 간호지식을 알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간

호사의 근거기반 간호지식과 수행률은 매우 저조하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미국질병통제센터 CDC의 중심정맥관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을 

때 약 40%의 간호사가 정답율을 보였고(Labeau et al., 2009), 실무지침 수행률도 

약 60%로 측정되었다는 보고가 있다(Plost & Nelson,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호사의 근거기반 지식과 실무에서의 

수행률이 모두 높지 않다고 하였다는데(류세앙 외, 2012; 유재용 외, 2012), 이는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이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KONIS)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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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CDC)의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National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NNIS)에서 보고한 2016년, 2017년, 2018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

염률은 KONIS 중환자실 부문 기구일수(device-days) 1,000일당 기구관련감염 건

수 2.20건, 2.23건, 2.29건이고, NNIS 급성기 병원(acute care hospital 문장 가운

데는 소문자임) 부문 기구일수(device-days) 1,000일당 기구관련감염 건수 0.87건, 

0.80건, 0.74건으로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이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심정맥관 관련 실무지침에 대한 간호사의 근거기반 지식수준을 높이고 실무에서

의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심정맥관의 관리방법 및 합병증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간호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근거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여러 단

계를 거쳐야 하고, 접근방법에 대한 교육이 보통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모든 간호사가 활용하기 쉽지 않다(유재용 외, 2012). 또한 근거기반 데이

터베이스에 접속하더라도 중심정맥관 관련 문헌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간호사가 임상경험에 의존해서 중심정맥관관리를 하게 되어 

임상경험이 낮은 간호사의 경우 중심정맥관관리가 소홀하기 쉽고 합병증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존재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중심정맥관관리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간호사가 중심정맥관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기 때

문이다. 일례로 표준지침인 미국질병통제센터 CDC의 가이드라인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물리적 합병증 중 기흉, 혈흉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만 알고 있는 경우 의료진이 물리적 합병증 발

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중심정맥관 관련 환자안전사고

와 합병증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모든 중심정맥관 관련 가이드라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간호사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는

다면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한 근거기반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간호사의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한 근거기반 지식습득만큼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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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반 실무지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중심정맥관의 삽입 및 제거방법, 사용방법, 삽

입부위 소독방법 등의 중심정맥관관리 실무지침은 글과 그림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동

영상 교육이 간호사의 실무지침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하는 시간을 줄여 수행률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접속경로만 있다면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변규리 외, 2015). 강숙

(2018)의 연구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학습과 역할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조

절학습 능력을 높인다고 하였고, 변규리 외(2015)의 연구에서는 동영상을 사용한 심

폐소생술 교육이 간호사의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및 술기능력 점수가 일반적인 강의

교육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동영상 공유 앱과 동영상 교육환경이 활성화되었다. 게다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비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민간교육과 대학교육에

서도 동영상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 익숙한 세대들이 의료현장으로 더 많이 유입될 예정이므로 동영상을 활용하는 교

육이 의료계에서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해보면 포괄적인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으며, 간호사가 이에 

대한 근거기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

콜을 개발하고, 프로토콜 교육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임상 간호사들

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간호사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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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지침이 되는 표

준화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기 위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위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초안

을 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토콜 초안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최종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

발한다.

3. 개발한 프로토콜을 반영한 간호사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한 교

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CVC)은 일반적으로 큰 중심정맥인 내경정

맥, 쇄골하정맥, 대퇴정맥으로 삽입되어 카테터의 끝(tip)이 하대정맥, 상대정맥 또는 

우심방 내에 거치하도록 하는 인체 내 삽입도구이다(Kolikof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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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간호사를 위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개발의 기초가 될 핵심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2.1. 중심정맥관 및 중심정맥관의 적응증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CVC)은 중심정맥압 감시 및 다량의 수액투

여가 필요하거나, 응급한 상황에서 말초혈관에 정맥관을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 채혈

이 지속되는 경우, 중심정맥용 총정맥영양을 포함한 고농축 수액 및 혈관손상의 위험

이 있는 약물의 투여, 투석 또는 혈장교환술, 심박동조율기 또는 폐동맥관 삽입이 필

요한 경우에 삽입된다. 주로 내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퇴정맥에 관을 삽입하며 중심정

맥관의 끝(tip)은 하대정맥, 상대정맥 또는 우심방 내에 거치하도록 하는데 이 관의 

삽입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central line” 또는 “central venous access”라

는 용어와 동의어이다(Kolikof et al., 2020).

  중심정맥관의 종류는 사용기간과 용도에 따라 장기(long-term)와 단기(short- 

term), 투석용(dialysis)과 주입용(infusion)으로 분류해볼 수 있고(배재익, 2011) 

일반적으로 비터널형 중심정맥관(non-tunneled catheter), 터널형 중심정맥관

(tunneled catheter), 이식형 포트(implanted port), 투석관(hemodialysis 

catheter), 그리고 말초삽입 중심정맥관(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으

로 나뉘지만(Bishop et al., 2007) 좀 더 세분화하면 투석관도 터널형과 비터널형 투

석관으로 나눌 수 있다(배재익, 2011). 중심정맥관의 삽입이 필요할 때에는 보통 비

터널형 중심정맥관을 고려하는데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암환자

들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하여 터널형 중심정맥관을 더 선호한다(김은정 외, 2010).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터널형 중심정맥관은 응급상황에 침상 옆(bed side)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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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가이드 없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고 2주 이내로 사용하도록 기간을 권고한다(배

재익, 2011).

  중심정맥관은 복합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중환자, 신부전 환자, 그리고 암환자의 

치료가 늘어남에 따라 그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배재익, 2011). 오늘날 현대에

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중환자를 치료할 때에 필수적인 기술이라

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Kolikof et al., 2020).

2.2. 중심정맥관의 사용과 관리

2.2.1. 중심정맥관의 합병증

  중심정맥관은 삽입 시술 중 또는 관을 거치하고 있는 도중에도 많은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 합병증은 감염성 합병증, 혈전성 합병증, 물리적 합병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McGee & Gould, 2003).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15% 이상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중 감염성 합병증 5~26%, 혈전성 합병증 2~26%, 물리적 합병증 

5~1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rrer et al., 2001; Vescia et 

al., 2008; Veenstra et al., 1999; Mansfield et al., 1994; Raad et al., 1997).

  1) 감염성 합병증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환자는 또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entral-line 

associated blood stream infection, CLABSI)의 위험성이 있는데,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재원일수와 의료비 지출이 증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Boersma, et al, 2008).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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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심정맥관 삽입일을 1일

로 기준하였을 때 중심정맥관을 2일을 초과하여 삽입되어 있었고, 감염발생일에 중심

정맥관이 삽입되어 있었거나 전날 제거한 환자의 혈액검체에서 1개 이상의 병원성 균

주가 동정되었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시행한 혈액검체에서 흔한 피부상재균이 동일

한 균주로 동정되면서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저혈압과 같은 감염증상을 동반하는 

것이다. 2017년 7월~2018년 6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NIS 중환자실 부문

결과보고에 의하면 의료관련감염 중 혈류감염이 43.9%에 달하고, 이 중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84.3%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아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관리방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NIS에서 보고한 2016년, 2017년, 2018년 중환자실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기구일수(device-days) 1,000일당 기구관련감염 건

수 2.20건, 2.23건, 2.29건에 비하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의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National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NNIS)를 통해 보고한 2016년, 2017년, 2018년 급성기 병원(acute 

care hospital)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기구일수(device-days) 1,000일당 

기구관련감염 건수 0.87건, 0.80건, 0.74건으로 차이가 있었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원인은 크게 4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질

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삽입부위의 피부오염, 연결부위(hub)의 

오염, 타 감염부위로부터의 혈류전파, 혹은 오염된 수액의 투여를 원인으로 꼽는다. 

박기호(2014)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피부에 균의 집락이 커지거나, 2주 이상 중심정

맥관을 거치하는 환자의 경우 잦은 채혈이나 주사제 투여로 인한 중심정맥관의 내강

의 오염, 중환자 또는 장기환자의 경우 위장관과 같은 다른 감염부위로부터 혈류로 

균이 전파되어 중심정맥관 내강에 균의 집락이 생기거나, 오염된 주사제 투여에 의하

여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2011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 시 최대멸균차단, 철저한 손위생과 무균술 시행, 삽입 전이나 삽입부위 피부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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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알코올을 포함한 0.5% 이상의 chlorhexidine gluconate(CHG)의 사용, 삽입 위

치 선정 시 대퇴정맥을 피하고 쇄골하정맥을 사용, 중심정맥관의 필요성을 사정하여 

불필요한 경우 즉시 제거, 의료진의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 근거기반 지침을 발표

하였고, 이 지침들을 한 꾸러미(묶음, 번들)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중심정

맥관 묶음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관리의 표준지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중심정맥관관리는 간호사가 주도하는 간호활동(유재용 외, 2012) 이므로 중심정맥

관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근거기반 지식 및 수행도가 합병증 관리와 환자간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도는 그 중요성에 비

하여 수준이 높지 않다. 표준지침으로 통용되는 미국질병통제센터 CDC의 중심정맥관 

감염관리 실무지침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을 때 중환자실 간호사의 정답률은 약 

40%로 측정되었으며, 실무지침의 수행률 역시 60% 수준으로 저조하였다(Labeau et 

al, 2009; Plost & Nelson, 2007). 이 외에도 34개 국가 및 의료환경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심정맥 접속 기구 합병증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관리에 많은 차이점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적의 중심정맥

관 삽입부위 관리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간호 실무

자들의 자원, 기술과 지식을 반영한다고 하였다(Broadhurst et al., 2016). 또한 

Raynak et al(2020)의 주요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문헌검색을 통한 연구에서는 중심

정맥관을 포함한 혈관접속기구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이 매우 다양하여 혈관접속기

구에 대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근무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국내 연구 중 류세앙 외(201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정맥관 감염 예방 가이

드라인에 대해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도가 모두 높지는 않았다. 유재용 외(2012)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의 감염관리 근거기반 지식 수준은 중간 이하로 나타났으

며, 손위생 및 개인보호구 착용과 같은 표준주의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심정맥관관리와 같은 간호사 주도의 간호활동에 대한 근거기반 지식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하현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두 연구에 비해 간호사들의 감염관리 

지식 수준과 수행도가 이전 연구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에 국내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기구관련 감염관리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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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지식과 수행도를 유지하기 위

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 중심정맥관관리 방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

며,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중심정맥관에 대한 근거기반의 간호지식과 수행

도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혈전성 합병증, 물리적 합병증  

  중심정맥관을 삽입해야 하는 환자는 혈전의 위험성이 높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

자의 33%에서 정맥혈전증이 발견되고(Hirsch et al., 1995), 이러한 혈전증 환자들 

중 15%는 중심정맥관과 관련이 있다(McGee & Gould, 2003). 중심정맥관 관련 혈

전증은 폐색전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김은정 외, 2010), 중심정

맥관 관련 혈전증을 가진 환자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Journeycake et al., 2006). 중심정맥관 관련 혈전증의 위험은 삽입 부위에 따라 

다르다. Merrer 외(2001)의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 중심정맥관 관련 혈전증은 대퇴

정맥 삽입 환자의 21.5%, 쇄골하정맥 삽입 환자의 1.9%에서 발생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전증은 관에 병원성 미생물부착을 촉진할 수 있는데(Salwender et al., 

2000), 이후 이 실험을 반영하여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entral-line 

associated blood stream infection, CLABSI)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에 대퇴정맥 삽

입을 피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저용량 와파린과 저분자 헤파린의 투여는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현재는 특별한 예방적 항응고제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Schiffe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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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천자, 혈종, 기흉은 중심정맥관 삽입 중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물리적 합병증

이다. 내경정맥으로 삽입할 때에는 동맥천자의 가능성이 높고, 쇄골하 정맥으로 삽입

할 때에는 내경정맥으로 삽입할 때보다 기흉과 혈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혈종과 

동맥천자는 대퇴정맥으로 삽입 시에 흔하게 일어난다(McGee & Gould, 2003). 이러

한 삽입 시 생길 수 있는 물리적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최근에는 초음파 가이드 사

용이 권고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2002). 

  위와 같은 물리적 합병증과 혈전성 합병증에 대한 지식과 권고안들은 간호사가 주

도적으로 합병증을 관리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제한점이 있지만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

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지식이므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심정맥관 합병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2.2. 중심정맥관 관련 가이드라인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국외의 가이드라인은 진료지침 또는 중심정맥관관리의 일부분

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대표적으로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2003)의 중심정맥관의 합병증 감소를 위한 진료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고되었고,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2013)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하였는데, 두 가

이드라인 모두 중심정맥관의 유형,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선정,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과 혈전증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2013)은 MEDLINE과 cochrane Library를 

이용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근거기반의 구체적인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진료지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NICE)에서 제시한 중심정맥관 삽입 시 초음파 가이드 사용 및 0.9% 생

리식염수를 사용한 중심정맥관 관류, 병원 내 감염예방지침, chlorhex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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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nate(CHG) 겔을 포함한 3M 테가덤의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적용이 있었다.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국내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본부(2010)의 중환자실에서의 감

염관리 표준지침개발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중 중심정맥관관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감염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의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합병증의 진단과 치

료(신종희 외, 2002) 물리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박연순 외, 2017; 강태욱 

외, 2018; 조민수 외, 2014) 및 합병증의 후향적 조사(김은정 외, 2010)와 증례보

고(금동윤, 박남희, & 이기태, 2005; 서소영 외, 2010; 오승영, 2015; 양석열 외, 

2019)가 있었다. 

  국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연구에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신은정 외, 2016; 김은지, & 이해정, 2020)와 최대멸균 차단법의 효과와 

비용, 이행도에 대한 연구(임정혜, & 김남초, 2010; 강문희 & 김동옥, 2012), 중심

정맥관의 관류에 대한 연구(김지혜 외, 2014)가 있었다. 병원간호사회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 (2012)에서는 중심정맥관을 통한 정맥주입요법 및 감염관리에 관한 지

침을 자세히 제시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지침이 180가지에 달하여 제시된 지침 중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지침을 찾고 파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의 중심정맥관 관련 지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심정

맥관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은 간호사에게 술기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강의교육보다 개념

의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흥미가 생기도록 할 수 있다

(김영희, 2010). 특히 임상에서 근무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

에게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은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간호사가 직접 선택하여 자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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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변규리 외, 2015). Holland et al(2013)의 연구에서

는 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간호학생의 경구약 투약 교육이 임상 기술 향상의 효과와 

학습내용 전달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호학생의 교육만족도를 향상

시킨다고 하였으며, Chua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 동영

상이 간호학생의 유치도뇨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스

마트폰으로 동영상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Wallace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자세, 애착과 손 표현을 동영상으로 교육하였을 때 

실무자들의 지식과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짧은 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실

무자들의 자가 학습이 비용대비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교육 동영상 관

련 연구로는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학습 및 역할학습이 학습자가 인지적, 동기적, 행동

적으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으며(강숙, 2018),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간호

사의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자기효능감 및 술기능력이 증진되었고 6개월 이후에도 

유지가 되었다는 연구가 있다(변규리 외, 2015). 

  이전부터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 및 여러 출판사에서 동영

상을 다수 제작하였으나 동영상 구입 시 드는 비용부담과 저작권의 문제로 접근성이 

높지 못하였다(김영희, 2010). 그러나 최근 10년간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동영상을 일상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앱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앱을 활용한 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으며(김광섭, 김승렬, 2016; 조대하, 2014; 김영우, 2016) 

간호교육에서도 다각도로 적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이성심, 권미경, 2016; Chuang 

et al, 2018; 최은희, 2019; 장은화, 박수현, 2019). 또한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교육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이 의료환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 동영상 프

로그램이 새로운 간호인력의 실무적응 및 지식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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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지침이 되는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용개작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의 절차는 ADAPTE 

collaboration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Manual for Guideline Adaptation Version 

1.0”과 “Resource toolkit for guideline adaptation 2.0”을 번역하여 국내 상황

에 맞도록 수정한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을 토대로 개발하

였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진료지침 지원국, 201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집단면담을 진행하여 중심정맥

관관리의 핵심요인을 도출한 후,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을 검색하고 선택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 평가를 수행한 후, 질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가이드라인

을 선택하였다. 검색한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을 선택할 때에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고, 제대혈관 삽입 중심정맥관과 말초삽입 중심정맥관

을 주로 사용하는 영유아 환자 관련 가이드라인은 제외하였다. 이후 도출된 핵심요인

에 따른 권고안을 선택하여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토콜 초안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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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한 전문가 집단 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후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

토콜을 개발하였다. 최종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

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집단 면담을 통해 수행하였다.

3.2.1.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 도출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심정맥관관리를 위한 

근거 중심의 핵심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의 문헌고찰을 시행하고, 전

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내과 전문의 3인, 중심정맥관 삽입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

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5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면담을 통해 의

견을 종합, 분석하여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진료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②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③ 중심정맥관을 유지하는 중에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④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⑤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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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존의 가이드라인 검색 및 권고안 선택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의 검토를 통해 핵심질문에 부합하는 권고안을 선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1) 기존 가이드라인 검색

  

  기존 가이드라인의 검색은 국내외 주요 전자 데이터베이스, 가이드라인 포털 사이

트를 이용하였다. 국외의 검색엔진은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Guidelines lnternational Network,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r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고, 국내의 경우 Korean Guideline 

Clearinghouse(KGC),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KoMGI)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central 

venous catheter], [central-line]를 이용하였다. 검색 결과에서 중복된 문헌, 소아, 

영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헌, 터널형 중심정맥관(tunneled catheter), 이식형 포

트(implanted port), 투석관(hemodialysis catheter), 말초삽입 중심정맥관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관련 문헌, 중심정맥관관리와 관련이 없는 

문헌 및 clinical trial, 중심정맥관 삽입 시 초음파 사용 권고안은 제외하였다. 

2) 선택된 가이드라인 질 평가 및 최신성 평가

  검색과정을 거쳐 선택된 가이드라인의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질 평가는 AGREE 

Collabration(2009)에서 개발된 AGREEⅡ도구를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

회(2010)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K-AGREEⅡ를 사용하였다. K-AGREEⅡ 사용자 

매뉴얼(2011)에 따르면 최소 2인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된다. 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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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연구자와 간호학 박사 1인, 총 2인이 실시하였다. K-AGREEⅡ는 총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 개발 시 사용한 방법과 보고의 질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 사용 여부를 ‘사용을 추천함’, ‘사용을 추천함(수정이 필

요)’, ‘사용을 추천 안 함’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가이드라인의 최

신성은 출판일 또는 최종 검색일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3) 핵심요인에 따른 권고안 선택

   최종 선택된 가이드라인의 고찰을 통해 핵심질문에 부합하거나 적용할 권고안을 

선택하였다.  

3.2.3.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를 위한 간호 프로토콜 초안 개발

   문헌고찰 과정을 거쳐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핵심요인 도출

을 위해 시행한 전문가 면담의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다. 

3.2.4. 간호 프로토콜 초안의 타당도 검증

  작성된 프로토콜 초안은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와 의사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

문지를 전문가 집단에 배부하여 검증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타당도는 권고안 문항의 내용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써 CVI(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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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Index) 값을 도출하여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

(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한다. Lynn(1986)의 연구에 따

라 CVI(content validity index) 0.80 이상의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을 선정

하였다.

3.2.5.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개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가 검증된 프로토콜 초안을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수

정 및 보완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수 3인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확인하였다.

3.2.6.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총 동영상

의 길이는 4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제작한 동영상은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 간호 경

험이 있는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10인

을 대상으로 동영상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면담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중심정맥관관리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의 편의성, 

유용성, 표현의 정확성, 흐름상 장애, 제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면담하였다. 이후 프로

토콜을 임상에서 적용할 때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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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4.1.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개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4.1.1.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 도출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은 본 연구자의 임상적 경험 및 전문가 집단의 제공자 

의견 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내과 전문의 3인, 중심정

맥관 삽입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5인의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 유지, 제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다음과 같은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 표 1 > 핵심요인을 도출할 때에는 면담 시 언급된 요인들

을 모두 나열한 뒤 공통점이 있는 요인끼리 묶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후 언급된 

요인의 중복횟수를 확인하였고, 중복횟수가 많은 요인들을 핵심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들은 면담에서 대부분 실무에서 자신이 일하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려할 사항

을 떠올렸으며 그 순서들은 대개 비슷하였다. 이에, 도출된 핵심요인을 배치할 때에 

전문가들이 요인을 언급한 순서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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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하위영역과 핵심요인

하위영역 핵심요인

1. 삽입

1) 삽입 전 준비 ① 시술 동의서

② 환자의 자세유지

2) 감염관리 감염관리 지침준수

3) 삽입 중 확인 ① 시술 중 환자 상태

① 가이드와이어 제거

4) 삽입 후 확인 X-ray로 관의 위치 및 합병증 확인

5) 삽입 실패 시 삽입부위 지혈 및 합병증 확인

2. 유지

1) 중심정맥관의 필요성 확인

2) 감염관리 ① 삽입부위 관리

② 투약 시 주의사항

3) 관의 개방성 유지 ① 일상관리

② 역류예방

③ 관의 손상예방

4) 비계획적 제거 예방

5) 약물투약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 투여 시 

주의사항

6)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3. 제거

1) 제거 전 준비 시술에 대한 설명

2) 합병증 관리 ① 공기색전증 예방

② 출혈예방

3) 제거 후 약물투약 제거 후 말초정맥 농도로 약물 투여

4)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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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존 가이드라인 검색 및 권고안 선택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의 핵심요인에 대해 근거가 될 권고안을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질 평가를 통해 선택한 가이드라인 및 핵심

요인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가이드라인 검색 및 평가

 

  기존 가이드라인의 검색을 위해 가이드라인 포털 사이트, 국내외 주요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어 [central venous catheter] [central-line]을 사용하여 검색하였

다. 검색 결과는 < 그림 1 >에 도식하였다. 검색된 가이드라인의 수는 총 8개이었으

나 본 연구의 핵심요인과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제외하여 총 7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K-AGREE II(2011)를 이용해서 본 연구

자, 간호학 박사 1인 총 2인이 질 평가를 실시하였고 질 평가결과를 < 표 2 > 에 제

시하였다. 질 평가결과에서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가이드

라인을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된 가이드라인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1개,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3개,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ASCO) 1개, 질

병관리본부 1개, 병원간호사회 1개로 총 7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다. 7개의 가이

드라인 중 6개는 전반적인 평가결과에서 사용을 추천하였고, 질병관리본부(2010)의 

가이드라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용을 추천하여 최종 가이드라인

에 포함하였다. 출판일을 확인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의 최신성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핵심요인과 선택된 최종 가이드라인의 권고안을 비교하여 빠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

고 < 표 3 > 빠진 요인을 확인하여 도출된 핵심요인을 보완하였다. 보완한 핵심요인

을 < 표 4 > 에 제시하였다. 비교 시 실무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가 결정

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진료지침과 의료인 교육, 말초정맥관 관련 권고안 및 정맥주입 



- 22 -

부속기구 선정 관련 권고안은 제외하였다.

 

  

그림 1. 문헌 선정 과정



평균점수 - 가능한 최소 점수
가능한 최대점수 - 가능한 최소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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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가이드라인의 K-AGREE Ⅱ 평가 점수 

a. 표준점수(%) =                                       X 100

항목

점수범위 평가점수

문

항

수

최대
최

소

1

(NEJM, 2003)

2

(질병관리본부)

3

(병원간호사회)

4

(NICE, 2012)

5

(NICE, 2013)

6

(ASCO,2013)

7

(NICE, 2015)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평가

점수

표준

점수a

영역1 범위와 목적 3 42 6 42 100 31 69.4 38 88.9 42 100 34 77.8 28 61.1 35 80.5
영역2 이해당사자의 참여 3 42 6 37 86.1 21 41.7 33 75.0 38 88.9 31 86.1 40 94.4 27 58.3
영역3 개발의 엄격성 8 112 16 95 82.2 48 33.3 91 78.1 82 68.7 96 83.3 104 91.7 76 62.5
영역4 표현의 명확성 3 42 6 42 100 29 63.9 31 69.4 37 86.1 40 94.4 35 80.5 31 69.4
영역5 적용성 4 56 8 52 91.7 27 39.6 31 47.9 41 68.8 41 68.8 37 60.4 44 75.0
영역6 편집독립성 2 28 4 15 45.8 7 12.5 26 91.7 14 41.6 16 50.0 22 75.0 26 91.7

전반적 평가 사용추천(2)

사용추천(1)

사용추천

(수정필요)(1)

사용추천(2) 사용추천(2) 사용추천(2) 사용추천(2) 사용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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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출된 핵심요인과 선택된 최종 가이드라인의 권고안 비교(CVC=Central Venous Catheter)

도출된 핵심요인
NEJM, 

2003

질병관리본부, 

2010

병원 간호사회, 

2012

ASCO, 

2013

NICE, 

2012, 2013, 2015

삽입

삽입 전 준비 
시술 동의서 대상자 교육

환자의 자세유지

감염관리
maximal varrier

precaution 사용

삽입 전 손위생,

maximal varrier 

precaution 사용, 

삽입부위 소독 0.5% 

이상의 CHG 사용

삽입 전 피부소독

무균술, 손위생과 

장갑착용

삽입 전 손위생,

maximal varrier 

precaution 사용, 

삽입부위 소독 2% 

CHG 사용

삽입부위 소독 시 

70% 알코올과 CHG

혼합용액 사용

삽입 중 확인 
시술 중 환자상태

가이드와이어 제거

삽입 후 확인 X-ray CVC 위치이상 사정, 관리

삽입 실패 시 
삽입부위 지혈 및 

합병증 확인

유지 중심정맥관의 필요성 확인
CVC 유지 필요성 

사라지면 즉시 제거

CVC 유지 필요성 

사라지면 즉시 제거

CVC 유지 필요성

사라지면 제거
CVC 필요성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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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감염관리 

삽입부위 관리

CVC 삽입부위 소독 시 

CHG 소독제, 드레싱 

유형에 따른 교환주기 

CVC 삽입부위 소독과 

드레싱 교환

CVC 삽입부위 소독 시 

2% CHG 사용

CVC 삽입부위 소독 시 

70% 알코올과 CHG 

혼합 용액사용, 권고 

드레싱 재료, 드레싱 

유형에 따른 교환주기 

투약 시 

주의사항

약물투약 전 

주입구 소독 

조작전 손위생, 

약물투약 전 

주입구 소독, 

수액세트 교환

정맥주입 관련 

감염 사정, 예방, 관리,

수액세트 교환

손위생

약물투약 전 

주입구 소독, 

수액세트 교환 주기, 

주입약물의 오염방지, 

TPN 투여 시 주의사항

관의 개방성 

유지 

일상관리

관의 개방성 유지 

– 관류, 잠금, 폐색관리

일상적인 관류 시 

0.9% 생리식염수 사용

일상적인 관류 시 

0.9% 생리식염수 사용

역류 예방

관의 손상예방

비계획적 제거 예방
CVC 고정, 

삽입부위 보호

약물투약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 투여

시 주의사항

주입속도 조절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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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CVC 통한 채혈

제거

시술 설명 대상자 교육

합병증 관리 
공기색전 예방 공기색전 사정, 예방, 관리

출혈 예방 CVC 제거

제거 후 약물투약 CVC 투여 약물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

기타

관의 정기적인 교체 

권하지 않음

관의 정기적인 교체 

권하지 않음
CVC 교환

정맥관 색전 및 

정맥혈전 사정

CVC 유지 시 대상자 

교육

CVC 유지 시 보호자 

및 환자교육

기록과 사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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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완된 핵심요인

하위영역 핵심요인

1. 삽입

1) 삽입 전 준비 ① 시술 동의서

② 환자의 자세유지

2) 감염관리 감염관리 지침준수

3) 삽입 중 확인 ① 시술 중 환자 상태

① 가이드와이어 제거

4) 삽입 후 확인 X-ray로 관의 위치 및 합병증 확인

5) 삽입 실패 시 삽입부위 지혈 및 합병증 확인

2. 유지

1) 중심정맥관의 필요성 확인

2) 감염관리 ① 삽입부위 관리

② 투약 시 주의사항

3) 관의 개방성 유지 ① 일상관리

② 역류예방

③ 관의 손상예방

4) 비계획적 제거 예방

5) 약물투약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 투여 시 

주의사항

6)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7) 중심정맥관의 교환

8) 정맥관 색전 및 정맥혈전 사정

9) 대상자 교육

3. 제거

1) 제거 전 준비 시술에 대한 설명

2) 합병증 관리 ① 공기색전증 예방

② 출혈예방

3) 제거 후 약물투약 제거 후 말초정맥 농도로 약물 투여

4)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

4. 기타 1) 기록과 사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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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요인에 따른 권고안 선택 및 권고강도

  최종 가이드라인을 선택한 후 핵심요인에 따라 권고안을 선택하였다. 권고안을 선

택할 때에는 권고강도와 전문가 면담 결과에서 중복횟수가 많았던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권고강도는 해당 권고가 바탕을 둔 근거의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근거의 양, 일관성 및 일반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S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권고의 강도를 

결정하였다. SIGN(2011)에서 제시하는 권고강도 기준은 < 표 5 > 와 같다. 선택된 

권고안의 권고강도는 < 표 6 >에 함께 제시하였다. 



강도 기준

A 

§ 하나 이상의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혹은 1++수준으로 평가된 

RCT 연구이면서 대상 집단에 직접 적용 가능한 권고

§ 1+수준으로 평가된 연구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근거의 집합이며 

대상 집단에 직접 적용 가능하고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권고

B

§ 2++수준으로 평가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거의 집합이며 대상 

집단에 직접 적용 가능하고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권고

§ 1++혹은 1+수준으로 평가된 연구에서 추정된 근거

C

§ 2+수준으로 평가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거의 집합이며 대상 

집단에 직접 적용 가능하고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권고

§ 2++수준으로 평가된 연구에서 추정된 근거

D
§ 3이나 4의 근거 등급

§ 2+수준으로 평가된 연구에서 추정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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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IGN의 권고강도 

§ 1++ : RCTs 연구들의 높은 수준의 메타분석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 편중이 매우 낮은 RCTs 연구 

§ 1+ : RCTs 연구들의 잘 조직화된 메타분석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 편중이 낮은 RCTs 연구

§ 2++ : 환자 대조군, 코호트 및 조사윤구의 높은 수준의 메타분석, 외생변수나 편중이 매우 낮고 인과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 대조군 및 코호트 연구

§ 2+ : 외생변수나 편중이 낮고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보통인 잘 조직화된 환자대조군 및 코호트 연구 

§ 3 : 비분석적 연구(사례보고나 사례연구 등)

§ 4 : 전문가의견 

§ 출처: Th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2011). SIGN 50: A guideline 

developer's handbook. Edinburgh :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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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핵심요인에 따른 권고안 선택 

핵심요인 권고안 및 권고강도(GRADE)

삽입

1. 삽입 전 준비

시술 동의서 §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약 15%에서 합병증이 발생한다.(NEJM, 2003)(GRADE A)

환자의 자세유지
§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는 삽입 중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해야 한다. 

(NEJM, 2003)(GRADE A)

2. 감염관리 감염관리 지침준수

§ 중심정맥관 삽입 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멸균전신방포를 사용한다. 중심정맥관 

삽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은 마스크, 헤어캡, 멸균가운,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ASCO, 2013)(GRADE A)

§ 삽입부위의 피부 소독은 2%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를 30초간 문지르고, 최소한 

30초 동안 건조시켜야 한다. (ASCO, 2013)(GRADE A)

§ 중심정맥관 삽입 시 최대방어주의를 적용한다. (NEJM, 2003)(GRADE A)

§ 중심정맥관 삽입 전, 드레싱 교환시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로 피부소독을 한다. 만약 클로르헥시딘 사용이 금기 또는 

민감한 대상자는 알코올(70% 이상)이나 아이오다인 틴처(tincture of iodine),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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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 소독제로 삽입부위를 소독한 후 무균술이 지켜지지 않는 한 삽입부위를 만져서는 

안되고, 제품 설명서의 권장사항에 따라 소독제를 완전 건조 시킨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 시 무균술,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 멸균전신방포, 권장 

소독제를 적용해야 하며,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하는 의사에게 

알린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3. 삽입 중 확인
시술 중 환자 상태

§ 동맥천자, 혈종, 기흉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물리

적 합병증이다. (NEJM, 2003)(GRADE A)

가이드와이어 제거 §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약 15%에서 합병증이 발생한다.(NEJM, 2003)(GRADE A)

4. 삽입 후 확인

X-ray 로 

관의 위치 및 

합병증 확인

§ 중심정맥관 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흉부촬영을 권고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 동맥천자, 혈종, 기흉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물리

적 합병증이다. (NEJM, 2003)(GRADE A)

5. 삽입 실패 시
삽입부위 지혈 및

합병증 확인

§ 동맥천자, 혈종, 기흉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물리

적 합병증이다. (NEJM, 2003)(GRA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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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1. 중심정맥관의 필요성 확인

§ 카테터의 유지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제거한다. (질병관리본부, 2010)(GRADE B)

§ 카테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제거한다. (NEJM, 2003)(GRADE A)

§ 중심정맥관의 적절한 삽입기간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제거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2. 감염관리 삽입부위 관리

§ 손위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

제(alcohol-based handrub)를 사용한다. 손위생은 정맥관 삽입부위를 촉진하기 전

후, 정맥관의 삽입, 교환, 사정, 조정, 드레싱 전후에 실시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 삽입 부위감염이 의심되거나 화농, 홍반이 있는 경우 카테터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NEJM, 2003)(GRADE A)

§ 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 위를 촉진하여 압통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멸균투명드레

싱인 경우는 관찰한다. 대상자에게 임상적인 감염징후가 없으면 거즈 드레싱을 제거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삽입부위에 압통이 있거나 명확한 원인을 모르는 발열, 국소적 

감염 또는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RBSI)을 암시하는 증상이 있으면 삽입부위를 철저

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거즈 드레싱을 제거하고 관찰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 (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 후  땀이나 혈액, 삼출물 등으로 젖었을 때. 드레싱의 접착이 떨어지

거나 느슨해졌을 때. 오염이 관찰될 때,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열, 국소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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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 감염관리 삽입부위 관리

는 전신 감염증상이 있을 때 드레싱을 즉시 교환하며, 삽입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

고 오염물을 닦아내고 소독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은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를 이용한다. 만약, 클로르헥시딘 사용이 금기 또는 민감한 대상자는 

알코올(70% 이상), 아이오다인 틴처,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클로르헥시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질병관리본부, 2010) (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와 주변 피부는 70% 알코올에 용해된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

트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NICE, 2012)(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소독과 드레싱을 교환하는 경우 손위생 후 멸균장갑을 착용하

고, 무균술을 적용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 정맥관 삽입부위는 건조하게 유지한다. 발한, 출혈이나 삼출물 등이 있는 경우 멸균투

명드레싱을 적용하게 되면 혈류감염의 위험을 높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는 멸균거즈 드레싱을 적용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투명드레싱은 5-7일마다, 거즈드레싱은 2일마다 교체한다.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축축하거나 떨어지면 더 자주 교체한다. (질병관리본부, 2010)(GRADE B)

§ 중심정맥관을 덮은 멸균투명드레싱은 7일마다 교환한다. 드레싱이 잘 접착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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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 감염관리

삽입부위 관리

않거나 습기가 있는 경우 더 빨리 교환한다. (NICE, 2012)(GRADE B)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은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멸균투명드레

싱을 적용한 경우 7일마다 교환(GRADE A),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2일마다 

교환(GRADE B) 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

§ 3M Tegaderm CHG IV는 일반 멸균투명드레싱과 비교하였을 때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과 삽입부위의 감염을 감소시킨다. (NICE, 2015)(GRADE A)

§ 외부로 밀려나온 중심정맥관을 안으로 밀어 넣지 않는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 밖으로 빠져나온 정맥관을 정맥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정맥관이 밖으로 밀

려 나오면 바로 고정하고 앞으로 더 사용해도 되는지 혈관 내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

는지 사정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투약 시 주의사항

§ 카테터 사용 전 hub, connector, injection port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질병관리본부, 2010)(GRADE B)

§ Injection port 또는 카테터 hub를 사용하기 전, 후에는 70% 알코올에 용해된 클로

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NICE, 2012)(GRADE B)

§ 카테터 hub를 소독한다. (NEJM, 2003)(GRADE A)

§ 혈액, 혈액제제, 지방질수액 투여용이 아닌 수액세트는 최대 96시간마다 교체한다. 

(질병관리본부, 2010)(GRA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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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 감염관리 투약 시 주의사항

§ 혈액이나 혈액성분, 지질용액 이외의 수액을 주입하는 경우 이차 수액세트

(secondary IV set)와 부속기구(add-on device)를 포함한 모든 수액세트는 

72~96시간마다 교환한다. 그러나 수액세트의 오염이나 통합성이 의심될 때는 즉시 

교환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 propofol을 주입하는 경우는 12시간마다 교환하거나 바이알(vial)을 교환할 때 또는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권장사항에 따라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 지질용액, 아미노산 및 포도당 수액을 함께 주입하는 TPN은 24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수액세트는 오염되거나 카테터 관련 감염이 

의심되거나 진단되지 않았다면 72시간보다 더 자주 교체될 필요가 없다. 

   (NICE, 2012) (GRADE B)

§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투여하는 세트는 매 12시간마다 교환한다. 또는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른다. (NICE, 2012)(GRADE B)

§ 총비경구영양액을 투여하는 수액세트는 매 24시간마다 교환한다. 만약 용액이 포도당

과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있다면 수액세트는 72시간보다 더 자주 교체될 필요는 없

다.  (NICE, 2012)(GRA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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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3. 관의 개방성 

유지
일상관리

§ 간호사는 혈액역류장애, 관류장애, 수액주입속도저하 등과 같은 정맥관 폐색 징후가 

있는지 사정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일상적인 관류는 0.9% 생리식염수를 권장한다. (ASCO, 2013)(GRADE A)

§ 중심정맥관을 관류할 때 헤파린을 사용하는 것이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근거는 없다. (NICE, 2013) (GRADE A)

§ 가급적이면 중심정맥관의 관류와 잠금에 멸균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NICE, 2012)(GRADE B)

§ 관류용액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며, 생리식염수와 부적합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

는 5% 포도당 용액을 먼저 주입한 후 생리식염수로 다시 관류한다. 포도당은 미생물

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맥관 내강에서 씻어내야 한다. (병원간

호사회, 2012)(GRADE B)

§ 중심정맥관 잠금 시 정맥관을 멸균캡으로 막고 생리식염수로 관류한 다음 10units/ml 

헤파린 용액으로 채운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관류 용량은 정맥관 용적의 2배 이상을 권장하며, 채혈이나 수혈을 한 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으로 관류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 만약 카테터가 공기 중에 열린 채로 노출된다면 흉강 내 음압 때문에 공기가 

정맥으로 들어가 공기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카테터 hub는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 (NEJM, 2003) (GRA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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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역류예방
§ 혈액이 역류되어 정맥관이 막히지 않도록 용액을 주입하면서 정맥관의 클램프를 잠궈 

정맥관 내 양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관의 손상예방

§ Needleless connector에는 주사바늘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병원간호사회, 2012) (GRADE B)

§ 정맥관 관류 시 정맥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사기의 크기는 정맥관 제조사의 제품

설명서에 따르거나 10ml 이상 크기의 주사기를 사용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 (GRADE C)

4. 비계획적 제거 예방

§ 삽입부위 고정 또는 보호기구의 사용여부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 대상자, 보호자, 법적대리인에게 삽입부위 고정 또는 보호기구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5. 약물투약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 투여 시 

주의사항

§ 처방된 주입속도로 정확히 주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맥주입요법이 이루어

지는 동안에 주입속도조절기구를 모니터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6.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 중심정맥관에서 혈액을 채취하기 전에 수액주입을 중단하고, 정맥관 용적의 1.5~2배

의 혈액을 흡인해서 버린다. 이때 흡인한 혈액은 오염과 혈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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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재주입하지 않는다. 약물농도를 검사할 때는 해당 약물을 주입하지 않은 관에서 혈액

을 채취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중심정맥관에서 채혈한 약물농도나 응고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울 때는 의사에게 알리

고, 직접 말초정맥에서 재검사를 시행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7. 중심정맥관의 교환

§ 중심정맥관의 정기적인 교체를 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2010)(GRADE B)

§ 정맥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심정맥관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카테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 (NEJM, 2003)(GRADE A)

8. 정맥관 색전 및 정맥혈전 사정

§ 대상자의 기저질환이나 병합 질환 등과는 무관하게 심계항진, 부정맥,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이 있으면 정맥관 색전(catheter embolism)을 의심하고 사정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국소통증이나 피하부종이 있으면서 정맥관에서 혈액이나 수액의 역류가 안되는 것은 

정맥관 색전의 전구 증상일 수 있고, 주입부위에서 누출이 있는 경우는 정맥관 파열

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정맥주입이나 채혈을 위해 정맥관을 사용

하기 전에 먼저 정맥관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 정맥관 관련 정맥혈전(catheter-associated venous thrombosis)은 임상적으로 분

명한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지, 어깨, 목, 흉부의 통증 및 부종 및 울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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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목과 사지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증상 또는 징후가 있는 경우 정맥혈류 폐색

을 의심하고 사정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B) 

9. 대상자 교육

§ 정맥주입기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염과 기타 합병증 예방법, 보고해야 할 징후와 

증상에 대하여 교육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환자 및 보호자는 정맥주입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교육 받아야 한다. (NICE, 2012)(GRADE B) 

§ 정맥주입기구를 가진 환자 및 보호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지가 필요하다. 

(NICE, 2012)(GRADE B) 

제거

1. 제거 전 준비 시술에 대한 설명 §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약 15%에서 합병증이 발생한다.(NEJM, 2003)(GRADE A)

2. 합병증 관리 공기색전증 예방

§ 자연적으로 호흡하는 환자는 흡기에 흉강 내 음압이 형성된다. 

   (NEJM, 2003)(GRADE A)

§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 제거 시에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해야 한다. (NEJM, 2003)(GRADE A)

§ 비턴넬형 중심정맥관 제거시 주의가 요구되고, 손가락으로 압박하거나 지혈 패드 

등을 적용하여 지혈시킨다. 피부와 정맥경로를 밀봉하고 공기색전을 감소하기 위해 

멸균폐쇄드레싱을 적용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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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 중심정맥관 제거 동안에 발살바 수기를 하도록 하며, 제거 직후 정맥관을 뺀 부위에 

압박을 가하고, 멸균폐쇄드레싱을 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출혈예방

§ 비턴넬형 중심정맥관 제거시 주의가 요구되고, 손가락으로 압박하거나 지혈 패드 

등을 적용하여 지혈시킨다. 피부와 정맥경로를 밀봉하고 공기색전을 감소하기 위해 

멸균폐쇄드레싱을 적용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3. 제거 후 약물투약

§ PH 5 이하 또는 9 이상의 용액, 600mOsm/L 이상의 용액, 발포제(vesicant), 

자극성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중심정맥관이 적절하고, 말초정맥관과 midline 

정맥관은 적절하지 않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4.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

§ 중심정맥관 제거 시에 팁(tip)을 정규적으로 배양검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A)

§ 만약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가 양성이라면 환자는 카테터 내 균의 집락을 

가지고 있거나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이 있는 환자이므로 카테터를 교환해야 한다. 

NEJM, 2003)(GRADE A)

기타 1. 기록과 사건보고

§ 간호사는 정맥주입요법, 정맥주입기구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 정맥주입기구 삽입, 정맥주입기구,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정맥주입요법

· 정맥주입기구 사용과 관련된 합병증, 정맥주입기구 제거 및 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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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정책, 절차, 간호실무지침에 따라서 정맥주입요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보고하고 기록한다. 사건에는 대상자에게 유해하고, 중요하고, 예방 가능한 합병증 

발생 등이 포함된다. (병원간호사회, 2012)(GRAD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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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초안 구성  

  핵심요인에 따른 기존 가이드라인의 권고안 검토를 통해 중심정맥관 관리 프로토콜 

초안을 중심정맥관 삽입, 유지, 제거, 기타 4개의 영역, 20개의 핵심요인과 4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한 프로토콜은 < 표 7 >

에 제시하였다. 프로토콜 초안을 구성할 때에 제공자 면담 결과에서 도출되었지만, 가

이드라인 권고안에는 없는 요인을 함께 포함하였다. 프로토콜에 포함된 요인은 반드

시 의료진이 숙지해야 할 시술의 순서와 시술 중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며, 가이드라인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지만 임상에서 실무자들이 중심정맥관과 관

련된 안전사고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항목들을 참고하였

다.  

  ① 중심정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전 준비사항, 감염관리, 삽입 중 확인할 사항, 삽입 후 확인할 사

항, 중심정맥관 삽입에 실패한 경우의 간호로 구성하였다. 

  ② 중심정맥관 유지

  중심정맥관의 필요성 확인, 유지 중 감염관리, 중심정맥관의 개방성 유지, 비계획적 

제거 예방, 중심정맥관을 통한 약물투약 시 주의사항,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중심

정맥관의 교환, 정맥관 색전 및 정맥혈전 사정, 대상자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③ 중심정맥관 제거 

  중심정맥관 제거 전 준비사항, 중심정맥관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 중

심정맥관 제거 후 약물투약 시 주의사항,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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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타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록과 사건보고로 구성하였다.

4.1.4.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프로토콜 초안 내용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대학 부속 상급병원의 중심정맥관 삽입환자를 간호/진료한 

경험이 있는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7명, 내과 전문의 3명 총 10명으로 구

성되었고 자료는 2020년 11월 30일~12월 1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간호사의 경력은 평균 11년 4개월이었으며, 내과 전문의 경력은 평균 7년 11개월이

었다.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는 프로토콜 각 문항의 적절성에 대하여 Lynn(1986)이 제시

한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

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CVI(Content Validity Index) 값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타당도의 결과는 < 표 7 > 에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전체 타당도 평균은 0.97로 나타났다. 각 영

역별 타당도는 삽입, 제거, 기타 영역의 평균은 1.0이었고 유지 영역의 타당도 평균은 

0.9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프로토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표현

을 수정하기를 권고한 문항들이 있었다.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수정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

의 삽입 전, 제거 전에 시술에 대하여 동의서를 토대로 시술 목적과 합병증 등에 대

하여 설명한 후 시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견이 토대가 되어 동의서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간호사들이 의미를 파악하

기 어려운 항목이 없어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표현이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들을 좀 더 쉬운 표현으

로 수정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를 사정하는 문항에서 홍반이라는 표현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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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발적으로 수정하였다. 약물 투여 시 port, hub를 소독하는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

방지침(2018)을 참고하여 소독제로 5초 이상 문질러 소독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용하지 않는 중심정맥관에 채우는 헤파린 용액의 농도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0units/ml을 권고하였으나, 연구를 수행한 병원의 지침을 참고하기를 권고하는 의견

이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병원은 헤파린을 고주의 약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0units/ml 농도의 헤파린 바이알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교육 후 실무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한 병원의 지침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헤파린 용액의 농도를 100units/ml로 변경하고 잠금 시 주입하는 헤파린 

용액의 용량을 1.0ml로 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시 역류하

여 버리는 혈액의 양을 정하였다.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 시 역류하여 버리는 혈액

의 양에 대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중심정맥관 용적의 1.5배~2배의 혈액을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 권고안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터널형 중심정맥관 용적

은 중심정맥관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0.4~1.0ml임을 감안하여, 3~5ml의 

혈액을 역류하여 버리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Needless connector에 바늘을 사용하

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였으나, 중심정맥관에 

needless connector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중심정맥관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

고 관의 제거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중심정맥관의 교환에 

대한 문항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실무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조언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중심정맥관의 제거 시에 수행하는 프로

토콜의 문항들은 수행 목적을 간호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수

행 목적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포함하도록 문항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심정맥관의 

제거 이후 환자의 안정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Drewett(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안정시간을 30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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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초안 및 내용 타당도 지수(CVI)(N=10)

핵심요인 프로토콜 항목 CVI

삽입

삽입 전 

준비

1.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 전에 

삽입 목적,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다.
1.0

2. 시술 중 환자는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유지해야 하므로 환자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1.0

감염관리

3. 중심정맥관 삽입 전 삽입부위를 알코올이 포함된 0.5% 

초과 농도의 CHG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1.0

4. 중심정맥관 삽입 시 시술자는 무균술,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 멸균전신방포를 적용한다.  
1.0

삽입 중 

확인

5. 시술 중 동맥천자, 기흉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및 활력징후를 감시한다. 
1.0

6. 시술 중 가이드와이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1.0

삽입 후 

확인

7. 내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으로 삽입한 경우 중심정맥관 

끝부분(tip)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촬영을 시행한다. 

1.0

삽입 

실패 시

8. 중심정맥관 삽입에 실패한 경우, 삽입부위를 충분히 

지혈하고 혈종이나 출혈, 기흉 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1.0

유지 

중심정맥관

유지여부

1. 중심정맥관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의사에게 알려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0.8

감염관리

2. 중심정맥관의 사정, 조작, 드레싱을 수행하기 전에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1.0

3.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주의깊게 사정한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홍반, 화농, 압통, 발열 등 감염소견이 보이지 

않는지, 드레싱이 건조하고 깨끗하게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1.0

4. 드레싱이 떨어지거나 느슨해졌을 때, 젖었을 때, 오염이나 

감염증상이 관찰될 때에는 즉시 오염물을 닦아내고 소독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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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5. 삽입부위에 발한, 출혈, 삼출물 등으로 드레싱이 자주 

젖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삽입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시까지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다.

1.0

6. 드레싱은 다음과 같이 교환한다. 멸균투명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7일마다 교환,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2일마다 

교환하고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삽입부위에서 

떨어지는 경우 더 자주 교체한다.

1.0

7. CHG gel이 포함된 멸균투명드레싱을 사용할 경우 

일반 멸균투명드레싱보다 중심정맥관 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1.0

8.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CHG를 사용하여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고 

드레싱을 적용한다.

1.0

9. 중심정맥관을 사용하기 전 주입 port, hub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1.0

10. 혈액, 혈액제제, 지질이 포함된 용액 이외의 수액을 

주입하는 경우 수액세트를 72-96시간마다 교환한다. TPN은 

24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Profopol은 12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하거나 바이알을 교환할 때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수액 주입 중 수액세트가 오염되거나 멸균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1.0

관의 

개방성

유지

11. 중심정맥관은 자주 사용하는 경우 0.9% 생리식염수 

5~10cc를 관류하여 개방성을 유지한다.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혈액역류, 관류, 수액주입속도를 사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린다.  

1.0

12. 중심정맥관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혈액역류, 감염, 

공기색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0units/ml 농도의 헤파린 

용액을 채우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잠근다.  

0.8

13. 중심정맥관 잠금 시에는 약물을 주입하면서 클램프를 잠

그도록 한다. 이는 중심정맥관 내의 양압을 유지하여 혈액이 

역류되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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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의

needleless connector에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다. 
0.9

15. 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 관류 시 

사용하는 주사기의 크기는 중심정맥관 제조사의 제품설명서

를 따르거나 10ml 이상 크기의 주사기를 사용한다. 

0.8

비계획적 

제거 예방

16.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봉합으로 고정한 상태라면 봉합 상태를 확인한다.
1.0

17.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중심정맥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활동범위와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1.0

18.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보호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목적과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1.0

약물투약

19. 중심정맥관으로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을 투여하는 

경우 처방된 주입속도로 정확히 주입되고 있는지 주입속도조

절기구를 감시하고 약물이 한 번에 밀려들어가지 않도록한다. 

1.0

중심

정맥관을 

통한 채혈

20. 중심정맥관을 통해 채혈할 때에는 수액이 투여되고 

있다면 먼저 투여를 중단한다. 이후 중심정맥관 용적의 

1.5~2배의 혈액을 역류하여 버린 뒤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혈을 수행한다. 약물농도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약물이 투

여되지 않는 관에서 채혈한다. 채혈 후에 10cc 이상의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관류한다. 

1.0

21. 중심정맥관에서 채혈한 혈액검체의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의사에게 알린 뒤 말초정맥에서 채혈하여 재검사를 수

행한다.

1.0

중심정맥관

의 교환
22. 중심정맥관은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다. 0.9

중심정맥관 

색전 사정

23. 환자가 기저질환 또는 병합질환 등과 상관없는 심계항진, 

부정맥,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중심정맥관 

색전을 의심한다. 

0.9

중심정맥관 

관련 

24. 중심정맥관 관련 정맥혈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사지, 어깨, 목, 흉부의 통증 및 부종, 울혈증상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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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

사정

호소하거나, 목과 사지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정맥혈전을 의심한다. 

환자 및 

보호자교육

25.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의 관리, 감염예방, 

합병증 예방, 간호사에게 알릴 증상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1.0

제거

제거 전 

준비

1. 중심정맥관 제거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1.0

합병증 

관리

2.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전 말초정맥관을 확보한다. 1.0

3.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동안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숨을 참도록 한다. 

의료진은 제거 중 환자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1.0

4. 중심정맥관 제거 부위는 손가락 또는 지혈패드 등으로 

압박하여 지혈한 후 멸균폐쇄드레싱을 한다. 충분히 

지혈이 될 때까지 환자는 가능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1.0

제거 후 

약물투약

5. 중심정맥관 제거 후 중심정맥관으로 투여하던 

고농도 약물은 말초농도로 변경하여 투여한다. 
1.0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

6. 중심정맥관 제거 시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한다. 
1.0

7.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무균술을 지킨다.
1.0

기타

기록 및 

보고

1.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삽입, 관리 및 유지, 제거와 

중심정맥관 관련 합병증 및 치료, 사건 등을 포함하여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1.0

2. 간호사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사건 중 환자에게 유해한 사건, 

중요한 사건, 합병증 등을 보고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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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개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수행한 후 

이를 통하여 프로토콜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유지, 

중심정맥관 제거, 기타의 4개 영역, 20개의 핵심요인과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최

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완성된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은 < 표 8 

> 와 같다.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중 중심정맥관의 삽입영역의 문

항은 삽입 중 환자의 자세유지 협조 가능 여부, 중심정맥관 삽입의 성공 여부, 또는 

중심정맥관의 삽입 위치에 따라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거나,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어 중심정맥관의 삽입 알고리듬을 작성하였고 < 그림 2 > 순

차적으로 진행되는 중심정맥관의 제거영역의 문항은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 그림 3 

> 중심정맥관의 제거 흐름도는 실무에서 중심정맥관의 제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프로토콜의 문항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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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핵심요인 프로토콜 항목

삽입

삽입 전 

준비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 전 삽입 목적,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2. 시술 중 환자는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유지해야 하므로 환자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감염관리

3. 중심정맥관 삽입 전 삽입부위를 알코올이 포함된 0.5% 초과 

농도의 chlorhexidine gluconate(CHG)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4. 중심정맥관 삽입 시 시술자는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을 

착용하고 무균술을 준수한다. 시술 시 멸균전신방포를 적용한다.  

삽입 중 

확인

5. 시술 중 동맥천자, 기흉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및 활력징후를 감시한다. 

6. 시술 중 가이드와이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삽입 후 

확인

7. 내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으로 삽입한 경우 중심정맥관 

끝부분(tip)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촬영을 시행한다. 

삽입 

실패 시

8. 중심정맥관 삽입에 실패한 경우, 삽입부위를 충분히 지혈하고 

혈종이나 출혈, 기흉 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유지 

중심정맥관

유지여부

1. 중심정맥관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의사에게 중심정맥관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감염관리

2. 중심정맥관의 사정, 조작, 드레싱을 수행하기 전에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3.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주의깊게 사정한다.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 발적, 화농, 압통, 발열 등 감염소견이 보이지 않는지, 

드레싱이 건조하고 깨끗하게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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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레싱이 떨어지거나 느슨해졌을 때, 젖었을 때, 오염이 관찰될 

때에는 즉시 오염물을 닦아내고 소독한다. 

감염관리

5. 삽입부위에 발한, 출혈, 삼출물 등으로 드레싱이 자주 젖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삽입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시까지 멸균투명드레싱 대신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다.

6. 드레싱은 다음과 같이 교환한다. 멸균투명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7일마다 교환,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2일마다 교환하고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삽입부위에서 떨어지는 경우 더 자주 

교체한다.

7. Chlorhexidine gluconate(CHG) gel이 포함된 멸균투명드레싱을 

사용할 경우 일반 멸균투명드레싱보다 중심정맥관 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8.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chlorhexidine gluconate(CHG)를 사용하여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고 드레싱을 적용한다.

9. 중심정맥관을 사용하기 전 약물 주입구를 소독제로 5초 이상 

문질러 소독한다.  

10. 혈액, 혈액제제, 지질이 포함된 용액 이외의 수액을 주입하는 

경우 수액세트를 72-96시간마다 교환한다. TPN은 24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Profopol은 12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하거나 바이알을 교환할 때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수액 주입 중 

수액세트가 오염되거나 멸균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관의 

개방성

유지

11. 자주 사용하는 중심정맥관은 0.9% 생리식염수 5~10ml를 

관류하여 개방성을 유지한다.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혈액역류, 관류, 

수액주입속도를 사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린다. 

12. 사용하지 않는 중심정맥관은 혈액역류, 감염, 공기색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00units/ml 농도의 헤파린 용액을 채우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잠근다.  

13. 중심정맥관 내강의 양압을 유지하여 혈액이 억류되지 않도록 

중심정맥관 잠금 시 약물을 주입하면서 클램프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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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 관류 시 사용하는 

주사기의 크기는 중심정맥관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를 따르거나 10ml 

이상 크기의 주사기를 사용한다. 

비계획적 

제거 예방

15.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봉합으로 고정한 상태라면 봉합 상태를 확인한다.

16.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중심정맥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활동범위와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17.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보호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목적과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약물투약

18. 중심정맥관으로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을 투여하는 경우 

처방된 주입속도로 정확히 주입되고 있는지 주입속도조절기구를 

감시하고 약물이 한 번에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중심

정맥관을 

통한 채혈

19. 중심정맥관을 통해 채혈할 때에는 수액이 투여되고 있다면 채혈 

전 중단 가능한 약물인지 확인한 후 투여를 중단한다. 

이후 3~5ml의 혈액을 역류하여 버린 뒤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혈을 한다. 약물농도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약물이 투여되지 않는 

관에서 채혈한다. 채혈 후에 10ml 이상의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관류한다. 

20. 중심정맥관에서 채혈한 혈액검체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게 알린 뒤 말초정맥에서 채혈하여 재검사를 수행한다.

중심정맥관

의 교환
21. 중심정맥관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중심정맥관 

색전 사정

22. 환자가 기저질환 또는 병합질환 등과 상관없는 심계항진, 

부정맥,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중심정맥관 색전을 

의심한다. 

중심정맥관 

관련 

정맥혈전

사정

23. 중심정맥관 관련 정맥혈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사지, 어깨, 목, 흉부의 통증 및 부종, 울혈증상을 호소하거나, 목과 

사지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정맥혈전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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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교육

24.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의 관리, 감염예방, 

합병증 예방, 간호사에게 알릴 증상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제거

제거 전 

준비

1. 중심정맥관 제거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합병증 

관리

2. 중심정맥관 제거 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을 제거하기 전 

말초정맥관을 확보한다.

3.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제거하는 동안 

숨을 내쉰 상태에서 참도록 한다. 의료진은 관을 제거하는 중 

환자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4. 중심정맥관 제거 부위는 출혈 및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가락 또는 지혈패드 등으로 압박하여 지혈한 후 멸균폐쇄드레싱을 

한다. 충분히 지혈이 될 때까지 환자는 30분간 안정을 취한다. 

제거 후 

약물투약

5. 중심정맥관 제거 후 중심정맥관으로 투여하던 고농도 약물은 

말초정맥 투여에 적합한 제제로 변경하여 투여한다.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

6. 중심정맥관 제거 시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한다. 

7.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무균술을 

지킨다.

기타

기록 및 

보고

1.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삽입, 관리 및 유지, 제거와 중심정맥관 

관련 합병증 및 치료, 사건 등을 포함하여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2. 간호사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사건 중 환자에게 유해한 사건, 중요한 사건, 합병증 등을 

보고한다. 



- 54 -

그림 2. 중심정맥관의 삽입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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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심정맥관의 제거 흐름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목적, 방법,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말초정맥관을 확보한다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 시행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한다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한다

제거하는 동안 환자는 숨을 내쉰 상태에서 참는다

의료진은 환자 상태변화를 확인한다

제거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한 후 멸균폐쇄드레싱 시행한다

무균술을 지켜서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환자는 지혈이 될 때까지 30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말초정맥투여에 적합한 제제로 

약물을 변경하거나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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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 

  개발된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반영한 약 25분의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였다. 교육 동영상은 간단한 도입부와 중심정맥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한 뒤 프로토콜의 중심정맥관의 삽입, 유지, 제거, 기타 영역을 나누어 각 문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종료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육 동영상의 세부 구성은 < 표 9 >과 같

다. 교육 동영상은 강의 프레젠테이션과 나레이션, 시술 및 간호술기 동영상, 자막으

로 구성되었으며 프로토콜 문항을 나레이션으로 설명하고 자막으로 시술과 프로토콜 

문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였다. 동영상 촬영은 사람모형의 인형과 중심정맥관 삽

입 패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의사 역할은 전문의를 섭외하였고 간호사 역할은 

본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환자 및 보호자 역할은 연구자가 섭외한 경력 간호사가 수

행하였으며 출연한 이들은 모두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 

  나레이션 및 영상 편집은 본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영상 편집 시에는 중심정맥관관

리 프로토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술 및 간호술기의 전체 과정을 가능한 모두 포

함할 수 있도록 동영상의 흐름을 구성하였고, 실무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간

호술기의 순서에 따라 동영상 및 자막, 프로토콜 문항 나레이션을 배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프로토콜 문항의 순서가 표와 다르게 변경되기도 하였다. 제작된 근거기반 중심

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 및 내용은 < 표 9 >과 같다. 

< 표 10 >은 동영상의 영역별 시간, 교육 동영상의 흐름, 나레이션의 내용과 실제 교

육 동영상의 화면을 캡처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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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구성

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교육내용 시간

1 도입부 18초

2 중심정맥관의 정의와 삽입 목적, 종류 1분 37초

3 중심정맥관의 삽입 7분 48초

4 중심정맥관의 유지 11분 12초

5 중심정맥관의 제거 4분

6 기타 40초

7 종료 10초

총 시간 25분 45초

Scene 1. 도입부 (18초) 

나레이션

§ 안녕하세요. 

§ 지금부터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중심정맥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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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2. 중심정맥관의 정의와 삽입 목적, 종류 (1분 37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은 일반적으로 큰 중심정맥인 내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퇴정맥으로 삽입하여 카테터의 끝이 하대정맥, 상대정맥 또는 

우심방 내에 거치하도록 하는 인체 내 삽입도구입니다. 

§ 중심정맥관의 삽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심정맥압을 감시하거나 다량의 수액투여가 필요한 경우, 응급한 

상황에서 말초혈관에 정맥관을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적으로 

채혈이 지속되는 경우, 중심정맥용 총정맥영양을 포함한 고농축수액 

및 혈관손상의 위험이 있는 약물의 투여, 투석 또는 혈장교환술, 

심박동조율기 또는 폐동맥관 삽입이 필요한 경우에 삽입하게 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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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2. 중심정맥관의 정의와 삽입 목적, 종류 (1분 37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오늘 

프로토콜에서 말씀드릴 중심정맥관의 종류는 비터널형 중심정맥관 

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터널형 중심정맥관은 응급상황에 침상 옆에서 

삽입되는 경우가 많고 2주 이내로 사용하도록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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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3. 중심정맥관의 삽입(7분 48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의 삽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심정맥관의 삽입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삽입목적,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 시술 중 환자는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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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3. 중심정맥관의 삽입(7분 48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 삽입 전 삽입부위를 알코올이 포함된 0.5% 초과 농도의 

chlorhexidine gluconate(CHG)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충분히 

건조합니다.  

§ 중심정맥관 삽입 시 시술자는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을 

착용하고 멸균전신방포를 사용합니다. 시술 중에는 무균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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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3. 중심정맥관의 삽입(7분 48초) 

나레이션

§ 시술 중 동맥천자, 기흉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시술 중 환자상태 및 활력징후를 감시합니다. 

§ 시술 중 가이드와이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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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3. 중심정맥관의 삽입(7분 48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을 내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으로 삽입한 경우 

중심정맥관 끝부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촬영을 시행합니다.

§ 중심정맥관 삽입에 실패한 경우에는 삽입한 부위를 충분히 지혈하고 

혈종이나 출혈, 기흉 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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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의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심정맥관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의사에게 중심정맥관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심정맥관의 사정, 조작, 드레싱을 수행하기 전에는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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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주의깊게 사정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발적, 화농, 압통, 발열 등 감염소견이 보이지 않는지, 

드레싱이 건조하고 깨끗하게 붙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chlorhexidine gluconate(CHG)를 사용하여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고 드레싱을 적용합니다. 

§ 드레싱이 떨어지거나 느슨해졌을 때, 젖었을 때, 오염이 관찰될 

때에는 즉시 오염물을 닦아내고 소독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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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 겔이 포함된 멸균투명드레싱을 사용할 

경우 일반 멸균투명드레싱보다 중심정맥관 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멸균투명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7일마다 교환하고,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2일마다 교환합니다.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삽입부위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자주 교체합니다.

§ 삽입부위에 발한, 출혈, 삼출물 등으로 드레싱이 자주 젖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삽입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시까지 멸균투명드레싱 대신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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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혈액, 혈액제제, 지질이 포함된 용액 이외의 수액을 주입하는 경우 

수액세트를 72-96시간마다 교환합니다. TPN은 24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합니다. Profopol은 12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하거나 바이알을 교환할 때 수액세트를 교환합니다. 수액 주입 

중 수액세트가 오염되거나 멸균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교환합니다. 

§ 중심정맥관을 사용하기 전 약물 주입구를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 자주 사용하는 중심정맥관은 0.9% 생리식염수 5~10cc를 관류하여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혈액역류, 관류, 

수액주입속도를 사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립니다. 

§ 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 관류 시 사용하는 

주사기의 크기는 중심정맥관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를 따르거나 10ml 

이상 크기의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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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 내강의 양압을 유지하여 혈액이 억류되지 않도록 

중심정맥관 잠금 시 약물을 주입하면서 클램프를 잠급니다. 

§ 중심정맥관으로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을 투여하는 경우 처방된 

주입속도로 정확히 주입되고 있는지 주입속도조절기구를 감시하고 

약물이 한 번에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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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사용하지 않는 중심정맥관은 혈액역류, 감염, 공기색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00units/ml 농도의 헤파린 용액 1.0ml을 채우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잠급니다. 

§ 중심정맥관을 통해 채혈할 때에는 수액이 투여되고 있다면 채혈 전 

중단 가능한 약물인지 확인한 후 투여를 중단한다. 이후 3~5ml의 

혈액을 역류하여 버린 뒤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혈을 합니다. 

약물농도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약물이 투여되지 않는 관에서 

채혈해야 합니다. 채혈 후에 10ml 이상의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관류합니다.  

§ 중심정맥관에서 채혈한 혈액검체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게 알린 뒤 말초정맥에서 채혈하여 재검사를 수행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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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봉합으로 

고정한 상태라면 봉합 상태를 확인합니다.

§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중심정맥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활동범위와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합니다. 이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목적과 사용방법을 

교육합니다.

§ 중심정맥관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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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4. 중심정맥관의 유지(11분 12초) 

나레이션

§ 환자가 기저질환 또는 병합질환 등과 상관없는 심계항진, 부정맥,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중심정맥관 색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중심정맥관 관련 정맥혈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사지, 

어깨, 목, 흉부의 통증 및 부종, 울혈증상을 호소하거나, 목과 사지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정맥혈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의 관리, 감염예방, 합병증 예방, 

간호사에게 알릴 증상 등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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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5. 중심정맥관의 제거(4분)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의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심정맥관 제거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 중심정맥관 제거 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을 제거하기 전 

말초정맥관을 확보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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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5. 중심정맥관의 제거(4분)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제거하는 동안 

숨을 내쉰 상태에서 참도록 합니다. 의료진은 관을 제거하는 중 

환자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중심정맥관 제거 시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 시행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무균술을 지킵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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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5. 중심정맥관의 제거(4분) 

나레이션

§ 중심정맥관 제거 부위는 출혈 및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가락 또는 지혈패드 등으로 압박하여 지혈한 후 멸균폐쇄드레싱을 

합니다. 충분히 지혈이 될 때까지 환자는 30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 중심정맥관 제거 후 중심정맥관으로 투여하던 고농도 약물은 

말초정맥 투여에 적합한 제제로 변경하여 투여하거나 중지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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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6. 기타(40초)

나레이션

§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삽입, 관리 및 유지, 제거와 중심정맥관 관련 

합병증 및 치료, 사건 등을 포함하여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 또한 간호사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사건 중 환자에게 유해한 사건, 중요한 사건, 합병증 등을 

보고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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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계속)

Scene 7. 종료(10초)

나레이션 § 감사합니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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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 

  제작된 25분의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을 2020년 12월 7일~ 12월 8일까지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0명을 대상으

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은 약 30분 동안 시행되었으며, 교육 후 

교육 동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완할 점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간호사들의 의미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중심정맥관의 삽

입, 유지, 제거 과정이 한 데 정리되어 있어 학습에 용이하였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동영상에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심정맥관 교육 동영상 흐름

이 실무에서 수행하는 순서와 비슷하여 기억하고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였다. 교육 동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교육받는 것보다 생동감과 현실감이 있었다

고 하였고, 교육 동영상의 속도나 나레이션의 속도는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는 의견

이 다수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중심정맥관 삽입환자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부서의 경우 중심정맥관관리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데, 동영상 교육이 이러한 어려움

을 보완해주고 표준화 된 실무현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심정맥관관

리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 동영상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영상의 자막이 잘 보이지 않

는 지점이나 시술 과정이 잘 보이지 않는 장면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나

레이션과 자막만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이 들어간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실무를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심정맥관의 삽입영역에

서는 중심정맥관 삽입 시 준비물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있

었다. 또한 시술의 과정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신규 간호사의 교육에 사용할 경우에는 

신규 간호사가 시술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구역을 

나누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레이션으로 삽입 장면을 설명하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심정맥관의 제거영역에서는 중심정맥관 제

거 시 준비물품 포함의 의견이 있었고, 중심정맥관의 제거 후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채혈과정과 말초정맥관을 확보하는 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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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의견, 중심정맥관의 제거 후 환자가 안정해

야 하는 시간을 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심정

맥관의 삽입 위치와 위치별 특이사항 포함 의견, 손위생과 가운착용의 장면을 짧게 

줄이고 나레이션과 동영상의 속도를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동영상의 제한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실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늘 있

을 수 있어 교육 동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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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의 

  본 연구는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

로토콜은 중심정맥관에 대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수용·개작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였

다. 중심정맥관관리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

룹의 면담과 기존의 가이드라인 검색을 통하여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그룹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한 프로토

콜을 반영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전문가 그룹에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을 검색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포털 사이트와 국내

외 주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심정맥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색한 결과 8개의 가

이드라인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핵심요인과 맞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제외하고 7개의 

권고안을 선정하였는데 제외된 가이드라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시 초음파 사용을 권고

하는 권고안이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 초음파 가이드의 사용 여부는 물리적 합병증

을 감소하게 만드는 중요한 권고안이기는 하나 간호사가 초음파 가이드의 사용을 결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심정맥관관리 핵심요인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

였다. 

  전문가 집단의 면담을 통하여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을 도출한 결과, 도출된 

핵심요인들은 중심정맥관의 삽입, 유지, 제거 시 의료진이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

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꿔 말한다면 도출된 핵심요인은 의사 및 간호

사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임상실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가

이드라인의 권고안과 도출된 핵심요인을 비교하여 빠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과 도출된 핵심요인은 대부분 비슷하였지만, 도출된 핵심요인에서 

중심정맥관의 교환주기, 중심정맥관의 합병증 중 정맥관 색전 및 정맥혈전 사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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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 기록과 사건보고에 대한 요인이 빠져 있었다. 기존의 문헌고찰에서 간호사의 

중심정맥관에 대한 근거기반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류세앙 외, 

2012; 유재용 외, 2012; 하현정 외, 2016) 실무에 있는 간호사들의 중심정맥관관리

를 포함한 혈관접속기구에 대한 지식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간호사 교육이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는데(Broadhurst et al., 2016; Raynak et al., 2020) 본 연

구에서도 면담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인으로 간호사의 중심정맥관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외에도 실무자들에게 중심정

맥관과 합병증 및 합병증의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출된 핵심요인을 보완하여 이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의 권고안을 분류하고 선택

하였는데, 권고안 선택 시 SIGN에서 제시하는 근거 수준에 따른 권고강도를 고려하

여 주로 GRADE A, B인 권고안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권고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

고 선택하게 된 권고안들이 있었다. 이는 전문가 면담에서도 도출되었고, 실무에서 의

사 및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항목들이었으나 가이드라인에서는 근거의 권고강도가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

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근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의료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의 중심정맥관 삽입은 국외와 달리 병원 환경에 따라 초음파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초음파 사용과 관련

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워 쇄골하정맥 또는 내경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천자, 기흉의 발생이 국외보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중심정맥관의 삽입 후 흉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근거의 수준은 낮지만 국내의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 확

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심정맥관 교체 주기에 관련된 권고안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중심정맥관의 주기적인 교환은 권장하지 않는 것이 기존 가이드

라인의 권고안이지만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이 높

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심정맥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

염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문헌에 따라 비터널

형 중심정맥관은 2주 이내의 사용을 권고하기도 한다(배재익, 2011).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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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개발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국내의 실무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이 국내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개발된 프로토콜과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은 간호사에게 유익하였고 중심정맥관관리

에 대하여 교육받기에 편리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교육 동영상의 사용자 타당

도를 검증할 때에 연구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지 않고 동영상을 개인의 핸드폰이

나 메일로 보내주고 교육 동영상을 보도록 한 뒤 설문을 작성하고 연구자에게 돌려주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교육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하여 교육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중심정맥관의 삽입, 제거 시술과정 대부분

을 영상에 담아 강의식 교육이나 애니메이션보다 현실감이 느껴졌고, 중심정맥관 삽

입 환자를 자주 간호하지 않는 부서에서도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하여 교육하기 편리할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것은 문헌고찰에서 나타난 교육 동영상의 장점과 동일하

였다(김영희, 2010; 변규리 외, 2015). 그러나 개발된 프로토콜의 문항들이 중심정

맥관관리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못하였고 이 프로토콜에 중심정맥압의 측정, 중

심정맥관의 삽입 및 제거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 비터널형 중심정맥관 외

의 중심정맥관관리 등을 포함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

콜 외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 외의 교육 동영상의 장점으로 짧은 교육 동영상이 비용대비 간호사의 자가

학습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Wallace et al., 2018) 실제 교육 동영

상을 적용하였을 때의 비용대비 간호사의 자가학습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중심정맥관 교육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았을 때, 국외 

동영상은 중심정맥관의 삽입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의 동영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중심정맥관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과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감염관리 교육 목적의 동영상이 있었다. 국내의 동영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이 많았는데 주로 중심정맥관을 통한 약물투여, 헤파린 용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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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삽입부위 소독방법에 대하여 병원에서 제작한 간호사 교육 목적의 동영상이 있었

고, 개인 유튜버가 제작한 중심정맥관 유지간호 동영상이 있었다. 간호사의 관점에 맞

춰 제작한 개인 유튜버의 중심정맥관 관련 동영상의 경우 임상에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상황극을 보여주는 등 간호사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중심정맥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작한 동

영상의 근거가 되는 문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상 간호사의 교육에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색한 중심정맥관 관련 동영상은 대부분 중심정맥관

관리의 전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일부분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중심정맥관 

관련 동영상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과 교육 동영상 프

로그램이 간호사의 중심정맥관 교육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

작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중심정맥관 중 비터널형 중심정맥관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다른 종류

의 중심정맥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실무에서는 중심정맥관과 관련하여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는 비터널형 중심정맥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진행

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다른 종류의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정맥

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제작한 교육 동영상에 대한 의견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

였지만, 실무에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사들의 중심정맥관관리 지식

과 수행도가 증가하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여 개발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교육 동영상의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

발된 교육 동영상은 스마트폰이나 개인 PC를 사용하는 등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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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자가학습의 횟수와 이에 따른 중심정맥관 지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교육 동영상의 활용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실무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은 가이드라인과 실무의 차이점

을 줄여 주요 가이드라인과 임상실무를 통합하고 실무에서 수행하는 간호에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상 간호사

의 교육에 즉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중심정맥관관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

도를 향상하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감소 및 환자안전사고 관리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호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간호실무의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연구 

  본 연구는 근거에 기반한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무에서 프로토콜

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프로토콜을 반영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하였다. 향후 타 영역의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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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및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중심

정맥관관리에 대한 최신 근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수용·개작

하는 방법으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단계로는 

전문가 집단의 면담을 통하여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고 2단계로 기존

의 가이드라인 검색 및 질 평가를 통하여 권고안을 선택하였다. 3단계는 도출된 핵심

요인과 선택된 권고안을 참고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초안을 개발

하고 4단계로 1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프로토콜 초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이 이

루어졌다. 5단계로는 이를 반영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개발을 완

료하였으며 6단계로 개발된 프로토콜을 적용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고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1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중심정맥관관리 교육 동영상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심정맥관관리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

요인은 중심정맥관의 삽입, 유지, 제거, 기타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 기존의 중심정맥관 가이드라인을 검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전자 데이터베이

스 및 가이드라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총 검색된 8개의 가이드라인 중 7개

를 1차로 선택하였다. 1차 선택한 가이드라인은 K-AGREE II를 사용하여 질 평

가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7개의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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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정맥관관리 핵심요인과 면담에서 도출된 핵심요인을 비교하여 부족한 요인

을 보완하였다. 

3. 최종 핵심요인과 선택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

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초안은 중심정맥관

의 삽입 8문항, 중심정맥관의 유지 25문항, 중심정맥관의 제거 7문항, 기타 고려

사항 2문항으로 총 4개 영역, 20개 핵심요인,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는 평균 0.97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 CVI값은 삽입 영역 1.0, 유지 영역 0.95, 제거 영역 1.0, 

기타 영역 1.0으로 나타났다.

5.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반영하여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의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최종 프로토콜은 4개 영역, 20개 핵심요인, 41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6. 최종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을 반영한 동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였다.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은 약 25분으로 제작되었

다.

7. 제작한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전문

가 집단에서 검증하였다. 간호사들은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

영상이 유익했으며 프로토콜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고 교육받기에 편리하다고 하

였다.        

6.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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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거기반 중심정맥관관리 프로토콜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동영상을 간호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자가학습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등, 간호사의 교육 동영상

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간호사의 만족도와 지식향상 등을 확인하

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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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도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제공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도구

1. 일반적 특성

 

2. 제공자 의견수렴을 위한 질문 

①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를 간호/진료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②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③ 중심정맥관을 유지하는 중에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④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⑤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대상자 기본정보(General   Information)

성   별 □ 남자 □ 여자

생년월일 _________ / ______ / _____   (yyyy/mm/dd)

직      종 □ 간호사 □ 의사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_______년 ____월

현 근무지 경력 _______년 ____월

근무분야  

중심정맥관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 96 -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프로토콜 초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 도구

1. 일반적 특성

 

2. 프로토콜 초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

다음 중심정맥관 관리 프로토콜의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해주십시오.

대상자 기본정보(General   Information)

성   별 □ 남자 □ 여자

생년월일 _________ / ______ / _____   (yyyy/mm/dd)

직      종 □ 간호사 □ 의사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_______년 ____월

현 근무지 경력 _______년 ____월

근무분야  

중심정맥관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1점 2점 3점 4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프로토콜   항목 1 2 3 4 

중심정맥관 삽입

삽입 전

준비

1.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 전에 

삽입 목적,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다.

2. 시술 중 환자는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유지해야 하므로 환자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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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항목 1 2 3 4

감염

관리

3. 중심정맥관 삽입 전 삽입부위를 알코올이 포함된 

0.5% 초과   농도의 CHG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4. 중심정맥관 삽입 시 시술자는 무균술, 모자, 마스크, 

멸균가운, 멸균장갑, 멸균전신방포를 적용한다.
 

삽입 중

확인

5. 시술 중 동맥천자, 기흉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및 활력징후를 감시한다.
 

6. 시술 중 가이드와이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삽입 후

확인

7. 내경정맥 또는 쇄골하정맥으로 삽입한 경우 

중심정맥관 끝부분(tip)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촬영을 시행한다.

삽입 

실패 시

8. 중심정맥관 삽입에 실패한 경우, 삽입부위를 충분히 

지혈하고 혈종이나 출혈, 기흉 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중심정맥관 유지  

중심

정맥관

유지여부

1. 중심정맥관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의사에게 

알려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감염관리

2. 중심정맥관의 사정, 조작, 드레싱을 수행하기 전에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3.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주의깊게 사정한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홍반, 화농, 압통, 발열 등 

감염소견이 보이지 않는지, 드레싱이 건조하고 

깨끗하게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4. 드레싱이 떨어지거나 느슨해졌을 때, 젖었을 때, 

오염이나 감염증상이 관찰될 때에는 즉시 오염물을 

닦아내고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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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5. 삽입부위에 발한, 출혈, 삼출물 등으로 드레싱이 

자주 젖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삽입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시까지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다.

6. 드레싱은 다음과 같이 교환한다. 멸균투명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7일마다 교환, 멸균거즈드레싱을 적용한 

경우 2일마다 교환하고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삽입부위에서 떨어지는 경우 더 자주 교체한다.

7. CHG gel이 포함된 멸균투명드레싱을 사용할 경우 

일반멸균투명드레싱보다 중심정맥관 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8.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0.5% 초과 

농도의 CHG를 사용하여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고 

드레싱을 적용한다.

9. 중심정맥관을 사용하기 전 주입 port, hub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10. 혈액, 혈액제제, 지질이 포함된 용액 이외의 

수액을 주입하는 경우 수액세트를 72-96시간마다 

교환한다. TPN은 24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Profopol은 12시간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하거나 

바이알을 교환할 때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수액 주입 

중 수액세트가 오염되거나 멸균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관의 

개방성 

유지

11. 중심정맥관은 자주 사용하는 경우 0.9% 

생리식염수 5~10cc를 관류하여 개방성을 유지한다.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혈액역류, 관류, 

수액주입속도를 사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린다.
12. 중심정맥관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혈액역류, 

감염, 공기색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0units/ml 

농도의 헤파린 용액을 채우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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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심정맥관 잠금 시에는 약물을 주입하면서   

클램프를 잠그도록 한다. 이는 중심정맥관 내의 양압을 

유지하여 혈액이 역류되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4. 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의

needleless   connector에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다.

15. 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 관류 시 

사용하는 주사기의 크기는 중심정맥관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를 따르거나 10ml 이상 크기의 주사기를 

사용한다.

비계획적

제거

예방

16.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봉합으로 고정한 상태라면 봉합 상태를 

확인한다.

17.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중심정맥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활동범위와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18. 중심정맥관이 빠지지 않도록 봉합 외의 고정을 

하거나 보호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목적과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약물투약

19. 중심정맥관으로 승압제, 진정제, 마약류 등을 

투여하는 경우 처방된 주입속도로 정확히 주입되고 

있는지 주입속도조절기구를 감시하고 약물이 한번에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중심

정맥관을 

통한 

채혈

20. 중심정맥관을 통해 채혈할 때에는 수액이 투여되고 

있다면 먼저 투여를 중단한다. 이후 중심정맥관 용적의 

1.5~2배의 혈액을 역류하여 버린 뒤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혈을 수행한다. 약물농도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약물이 투여되지 않는 관에서 채혈한다. 

채혈 후에 10cc 이상의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관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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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심정맥관에서 채혈한 혈액검체의 결과가 의심스

러운 경우 의사에게 알린 뒤 말초정맥에서 채혈하여 재

검사를 수행한다.

중심

정맥관의 

교환

22. 중심정맥관은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다.

중심

정맥관 

색전 

사정

23. 환자가 기저질환 또는 병합질환 등과 상관없는 

심계항진, 부정맥,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중심정맥관 색전을 의심한다.

중심

정맥관 

관련

정맥혈전

사정

24. 중심정맥관 관련 정맥혈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사지, 어깨, 목, 흉부의 통증 및 부종, 

울혈증상을 호소하거나, 목과 사지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정맥혈전을 의심한다.

환자 및

보호자

교육

25.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의 관리, 감염예방, 

합병증 예방, 간호사에게 알릴 증상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중심정맥관 제거

제거 전

준비

1. 중심정맥관 제거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합병증

관리

2.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전 말초정맥관을 확보한다.

3.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동안 환자는 트렌델렌버그 

자세 또는 머리를 낮춘 자세를 취하고 숨을 참도록   

한다. 의료진은 제거 중 환자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4. 중심정맥관 제거 부위는 손가락 또는 지혈패드 

등으로 압박하여 지혈한 후 멸균폐쇄드레싱을 한다. 

충분히 지혈이 될 때까지 환자는 가능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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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중심정맥관 관리 프로토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프로토콜 항목 1 2 3 4

제거 후

약물투약

5. 중심정맥관 제거 후 중심정맥관으로 투여하던 

고농도 약물은 말초농도로 변경하여 투여한다.

중심

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

6. 중심정맥관 제거 시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 시행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한다.

7. 중심정맥관 끝부분(tip)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무균술을 지킨다.

기타

기록 및 

보고

1. 간호사는 중심정맥관의 삽입, 관리 및 유지, 제거와 

중심정맥관 관련 합병증 및 치료, 사건 등을 포함하여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2. 간호사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사건 중 환자에게 유해한   사건, 

중요한 사건, 합병증 등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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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 연구 설명문 및 동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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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윤리심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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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central venous catheter 

management program for nurses using online video 

program

Lee Min-Ji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evidence-based central venous 

catheter(CVC) management protocol by accepting and modifying existing 

CVC guidelines, and produce a training video based on the developed 

protocol for nurses. 

The development of 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protocol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process. 

In step 1, we drove the key factors of CVC management thorough out the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who were medical doctors or nurses. In step 

2, we searched for existing CVC guidelines on major database web sites and 

guideline portal sites. Next, we evaluated the quality of existing CVC 

guidelines and selected the most suitable guidelines following K-AGREEⅡ 

for the development of preliminary protocol. Finally, seven guidelines were 

selected. In step 3, according to the driven key factors in step 1, we 

composed draft protocol. Then, a validation of the draft protocol were 

performed in step 4. A group of experts validated the draft by a surve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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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the final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protocol were constructed 

by reflecting the results from step 4. In step 6, the last, we produced a 

training video based on the developed protocol for nurses and performed 

user validation through a group of exper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followed. 

1. The key factors of CVC management driven through group interviews of 

experts was consisted of four domains: insertion, maintenance, removal, and 

others.

2. CVC guidelines were searched on major database web sites and guideline 

portal sites. We found 8 guielines, and used K-AGREE II to evaluate the 

quality. As a result, we selected 7 guidelines that were suitable. We 

modified the selected guidelines by comparing the key factors of CVC 

management that were driven from the group interview.

3. The draft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protocol consisted of 4 

domains, 20 key factors, and 42 items.

4. The results of the content validity by the experts of the draft protocol 

showed an average of 0.97. The average of each items were followed: CVI 

values insertion 1.0, maintenance 0.95, removal 1.0, and other 1.0.

5. The final of 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protocol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content validity of the expert group. The 

final protocol consisted of 4 domains, 20 key factors, and 41 items.

6. We produced a training video reflecting 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for nurses. The video’s running time was approximately 25 

minutes.

7. The validity of 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training video was 

verified by a group of experts of nurses. Overall, the experts evaluat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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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training video was beneficial, there 

was no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protocol, and it was convenient to learn 

the protocol.

 This study is meaningful not only in developing a CVC management protocol 

based on evidence for nurses who are difficult in acquiring proper CVC 

protocol, but also in developing a training video program that is convenient 

and efficient to use. We expect that if th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protocol and the developed training video 

are increased, nurses’s knowledge and performance on CVC management 

will be increased as well, as such, it will contribute to reducing central 

line-related blood stream infection(CLABSI) and patient safety incident. We 

propose a follow-up study to continuously apply the evidence-based CVC 

management video program and check its effectiveness.

Key words: evidence-based central venous catheter management, protocol, 

video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