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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xamine the effects on skin injury, pain, and anxiety when nurses and children simultaneous wash 
their hands before IV injections. Metho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study was used 
with 61 children. For a month and a half,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30) following hand-washing 
guidelines, washed their hands with nurses before IV insertion. Anxiety and pain were observed and recorded 
during IV insertion using the Anxiety Reaction Scale and FACES pain scale. After 48-72 hours on IV therapy 
with an arm-board, skin condition was checked by a research assistant according to guidelines for assessing skin 
injury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test, χ²-test, Pearson correlation, and Kendall's tau b were used to analyze 
data with the SPSS program. Results: Children who washed their hands with the nurse before IV insertion showed 
less pain (p =.021) and skin injury (p <.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simultaneous hand washing by nurse and child before IV injection has a strong effect on skin injury caused 
by arm-boards used to maintain IV therapy as well as on pain during IV insertion. This program demonstrate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prevent skin injuries in children on IV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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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정맥주사는 여러 가지 약물과 비경구 영양, 혈액제제를 직

접 혈액 내에 주입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써 병원

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침습적 처치는 감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

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 연구보고(Oh, Jung, Ahn, & 

Choi, 1997)에 따르면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들의 63.8%

가 정맥주사 요법을 받고 있으며, 이 중 56.3%가 정맥주사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또한 Garland 등.(1992)도 

정맥주입을 받고 있는 소아중환자실 아동의 52%가 정맥염, 

조직 침윤, 세균 군집화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정맥주사로 인한 합병증 중에서도 정맥염을 포

함한 감염성 합병증이 약 20%, 그리고 주사부위의 발적, 통

증, 부종, 막힘과 같은 비감염성 합병증이 약 38%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3). 따라서 정맥주사로 인

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임상에서는 정맥주사 관리지

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무균적 정맥주사 삽입 및 삽입 부

위와 삽입 기간 등의 물리적 요인을 통제하는 등의 다각적인 

예방간호를 시행하고 있다(Choi et al., 2003).

특히 아동은 성인에 비해 피하지방이 두껍고 혈관이 약해

서 정맥주사의 삽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령이 어릴수록 

빈번하게 움직이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혈관 밖으로 

주사액이 새어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맥주사를 일정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맥주사를 다시 

삽입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아동의 두려

움과 고통이 가중된다(Park, Moon, Cho, & Han, 1995).

이러한 문제를 감소하고 정맥주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

해 소아병동의 간호사들은 정맥주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억제대(arm board)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대의 사용은 

관절과 손의 움직임을 제한할 뿐 아니라 피부가 외부 공기에 

접촉하는 많은 부분을 차단하고 피부상태를 관찰하기 어렵게 

하므로 피부손상의 위험이 따른다(Yoo et al., 2003). 일반적으

로 손을 비롯한 사람의 피부에는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Enterococci, Gram-negative bacilli, Candida 

spp.와 같은 미생물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성을 띄지 

않는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온도와 습

도가 증가하게 되면 균주가 증식되고 병원체로 변화됨으로서 

피부손상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Garland et al., 1992). 이러

한 형태의 피부손상과 감염은 재원기간을 연장시키고 불필요

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Jeong, 2002).

따라서 정맥주사와 같은 침습적 처지 전에는 피부의 미생

물을 제거하기 위한 피부청결과 소독이 필수적이며, 미생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손씻기가 감염관리를 위한 예

방책으로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Boyce & Pittet, 2002; 

O'Grady et al., 2002). 최근 간호사의 손씻기 증진 프로그램이 

병원감염발생과 MRSA 균장착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고됨으로서(Jeong, 2002; Kim et al., 2003; Kim & Choi, 

2002), 의료진의 손씻기 이행이 병원감염예방에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의료 환경에서의 손씻기

는 병원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따라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상

주균을 제거하고 파괴하기 위해 소독비누나 소독 hand rub을 

이용하여 10-15초간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방법이 수행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그러나 이러한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프로그램들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정맥주사의 삽입이 어려워 정

맥주사와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교체되거나 제

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O'Grady et al., 2002). 그리고 정맥

주사의 유지를 위해 억제대(arm board)를 적용하고 손 전체를 

고정하기 때문에 압박으로 인한 피부손상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손씻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맥주사 부위의 청결유지

가 어려우므로 미생물 번식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따른다. 실

제로 임상에서 정맥요법이 끝난 후 억제대(arm board)를 제거

했을 때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에 홍반, 물집, 피부 벗겨

짐 등의 피부손상과 감염 증상이 종종 발견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

<Figure 1> Skin injury after IV therapy

한편 입원한 아동에게 있어 주사는 가장 큰 공포의 요인이

며 이것은 곧 주사와 관련된 통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Lee, 2004; Lim & Shin, 2007; 

Park et al., 1995)에서는 정맥주사와 관련하여 아동이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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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인형 또는 휴대폰의 동영상

을 이용한 관심전환중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통증과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정맥주사와 관련

된 아동의 통증과 불안감소를 위한 간호중재는 이와 같이 주

로 관심전환요법이 시도되어 왔으며, 침습적 행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대처기전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정맥 주사 전의 간호사와 함께 손씻기를 시행하

는 사전과정에 대한 중재와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맥주사를 삽입하기 전에 간호사가 

아동과 함께 손씻기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정맥주사를 유지

하기 위하여 손에 억제대를 적용한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손상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동이 병원에 입원함으

로서 낯설음과 의료진에 대한 공포, 주사와 관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아동과 함께 손을 씻는 사전

과정이 정맥주사로 인한 아동의 불안과 통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아동과 함께 손씻기를 실시하

는 프로그램이 정맥주사 기간 동안 억제대의 착용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아동의 피부손상과 정맥주사로 인한 불안과 통

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정맥 주사 전 간호사와 아동이 함께 손씻기를 실시하는 프

로그램이 정맥주사 기간 동안 억제대를 착용함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발생하는 피부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정맥 주사 전 간호사와 아동이 함께 손씻기를 실시하는 프

로그램이 정맥주사 시 아동이 느끼는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정맥 주사 전 간호사와 아동이 함께 손씻기를 실시하는 프

로그램이 정맥주사 시 아동이 느끼는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

용어 정의

 피부손상

피부손상은 물리적, 화학적 자극으로 인하여 피부표면이 파

괴되거나 피부기능의 이상으로 정의된다(Lee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정맥주사를 적용한 부위를 중심으로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에 발적, 물집, 피부 벗겨짐 증상이 있는 것을 말

하며, 문헌고찰과 임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

가 개발한 피부손상 판정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피부

손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억제대(arm board)

아동에게 정맥 주사를 실시한 후 주사 부위의 움직임을 제

한함으로서 정맥주사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법으로 손에 부목

을 대고 종이 반창고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손씻기 프로그램

정맥주사를 실시하기 바로 전에 간호사와 아동이 트리클로

산 0.3%를 포함하는 항박테리아성(antiseptic) 물비누를 이용하

여 병원감염예방 지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에 따라 동시에 손을 씻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맥주사 전 아동과 간호사의 손씻기 프로그램

이 억제대로 인한 아동의 피부손상과 정맥주사 시 아동이 느

끼는 불안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일개 대학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Cohen(1988)의 공식에 따라 손씻기 프로그램을 적

용하는 실험군 30명, 손씻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대조

군 31명을 최종연구대상으로 하였다(유의수준 α= .05, d= .6, 

1-β= .6).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맥 주사 시 억제대를 적용받는 만 6세 이하의 아동

• 정맥주사를 손등에 시행하는 경우로 정맥주사 전 손에 어떠

한 피부손상도 없는 아동

• 응급실이나 주사실을 통해 정맥주사를 시행한 후 입원한 아

동은 제외함

•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을 위험이 있는 암환아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함

•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아동

연구 도구

 피부손상 판정 기준

피부손상 판정 기준은 본 연구자가 문헌과 임상경험을 토



이 애 란  외

132 아동간호학회지 14(2), 2008년 4월

대로 작성한 후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와 수간호사 그리고 아

동간호학 교수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완성되었

다. 관찰을 통해 피부손상 정도에 따라 0에서 3단계까지 측정

될 수 있으며, 0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1 단계는 

발적이 관찰되며, 2 단계에서는 발적과 물집이, 3 단계에서는 

발적, 물집, 피부 벗겨짐이 동시에 모두 관찰되는 것으로 구

분하였다<Table 1>.

<Table 1> Criteria & stage of skin injury

Criteria Stage

No sign 0
Redness 1
Redness & blister 2
Redness & blister & peeling 3

 불안행동반응 측정 도구

Eland(1974)가 개발하고 Han(198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음성에 관한 6개 항목, 언어 4개 항목, 

얼굴표정 6개 항목, 운동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17점의 분포를 이룬다. 본 연구가 언어표현이 되지 않는 영

아를 대상자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언어영역을 제외한 3개 영

역에서 아동의 불안행동반응을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744이었다.

 얼굴동통측정도구(FACES pain rating scale)

정맥 주사 삽입 시 아동의 통증을 측정하고자 Wong과 

Baker(1998)의 얼굴동통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가 정맥주사 시 아동의 얼굴표정을 관찰하여 통증 정

도를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0은 통증이 전혀 없

는 상태, 1은 아주 조금 있는 정도, 2는 통증이 조금 있는 정

도, 3은 통증이 있는 상태, 4는 전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상태, 

5는 아주 심한 상태를 나타낸다.

연구진행절차

 피부손상 증상 확인 및 배양검사

연구에 앞서 정맥주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억제대를 적용한 

아동에게 피부손상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 2명을 

선정하여 보호자의 동의 하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의 

피부손상 증상을 사진 촬영하고, 손상부위 부위에 멸균면봉을 

2-4회 회전시켜 가검물을 채취하여 선택배지에 접종한 뒤 미

생물 검사실에 보내어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다. 배양검사 결

과는 한명의 아동은 64% Candida quilliermondii, 34% Candida 

famata로 판명되었으며, 다른 한명은 96% Paenibacillus 

polymyxa와 3% Paenibacillus macerans, CNS, Bacillus spp.로 

확인되었다.

 손씻기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손씻기 프로그램은 병원감염관리 지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아동간

호학 교수 1인과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 아동병동의 수간

호사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① 정맥주사를 삽입하기 바로 전 간호사는 어머니와 아동에

게 손씻기의 중요성 및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② 간호사는 아동을 데리고 세면대로 가서 아동의 손을 흐르

는 미온수로 적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손을 

씻겨준다.

③ 젖은 손에 액체비누(antiseptic)를 적당한 양 손에 묻힌 후 

거품을 낸다.

④ 손바닥을 서로 마찰하면서 문지른다.

⑤ 오른손으로 왼손을 문지른다. 손을 바꿔 반복한다.

⑥ 손을 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른다.

⑦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의 손금을 따라 문지른다.

⑧ 한손에 엄지를 거머쥐듯 회전하며 문지르고 양쪽 손을 반

복하며 문지른다.

⑨ 양 손목을 번갈아가며 문지른다.

⑩ 손을 깨끗한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⑪ 아동과 간호사의 젖은 손을 1회용 종이타월로 닦고 그 타

월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위와 같은 손씻기 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은 소아과에 근무

하며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3명의 간호사에게 교육되었으

며, 연구자의 관찰 하에 간호사는 아동과 함께 본 프로그램의 

손씻기를 2-3회 시행해 본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간호사와 아

동이 함께 실시하는 손씻기는 평균 약 6-7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보조원 교육

이중차단장치(double blind method)를 적용하기 위해 실험군

과 대조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연구보조원으로 하여금 아동

의 피부손상 정도와 불안, 통증반응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연

구보조원은 아동간호학실습을 이수한 간호대학 학생 1명으로 

선정하여 측정치의 오차를 최소화했으며, 피부손상 판정기준

과 불안행동반응 측정도구, 얼굴동통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은 후 연구대상이 아닌 5명의 아동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훈련으로 최종교육을 마쳤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대해 소아병동의 수간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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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1)

Characteristics Variables
Experimental(n=30) Control(n=31)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Age(month) ≤12  7(23.33) 10(32.26)  .735  .692
13 - 36 10(33.33)  8(25.81)
37 - 72 13(43.33) 13(41.94)

30.97±22.49 30.74±23.78  -.038  .970
Gender Male 20(66.67) 16(51.61) 1.428  .232

Female 10(33.33) 15(48.39)
Wt(kg) 12.71± 5.69 12.98± 5.84  .181  .857
Growth percentile(Wt) ≤5%  4(13.33)  2( 6.45) 2.670  .263a

5< - ≤95% 26(86.67) 27(87.09)
95%<  0(  .00)  2( 6.45)

Fever Yes 20(66.67) 21(67.74)  .008  .929
No 10(33.33) 10(32.26)

No. of IV insertion try 1.37±1.13 1.68±1.45  .933  .355
Mother companied Yes  4(13.33)  4(12.90)  .002 1.00a

  when IV inserted No 26(86.67) 27(87.09)
Diagnosis Respiratory infection 13(43.34) 16(51.62)  .953  .621

Gastroenteritis  9(30.00)  6(19.36)
Others  8(26.67)  9(29.04)

a Fisher's exact test

간호사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손씻기 프로그램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 31명을 대상으로 정맥주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이 불안행동반응과 통증을 관찰하고 

24-72시간 후에 정맥주사를 교환하거나 제거하는 시점에서 아

동의 피부손상 정도를 관찰․측정하였다.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조군 31명이 모두 측정된 후, 간호사와 아동의 손씻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 30명에 대해서도 대조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t-test, Chi-square 검정을 이

용하였고 프로그램 적용 후 두 군 간의 피부손상 정도, 불안

행동반응, 통증의 차이는 t-test, Chi-square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손씻기와 피부손상과의 상관관계는 Kendall's tau 

b,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아동의 평균 월령은 실험

군 30.97개월(±22.49), 대조군 30.74개월(±23.78)이었으며, 남아

가 각각 66.67%, 51.61% 그리고 여아가 33.33%, 48.39%이었

다. 입원 시 실험군 66.67%, 대조군 67.74%가 열이 있었고 

정맥주사 평균 시도횟수는 실험군 1.37회(±1.13), 대조군 1.68 

(±1.45)회로 대조군의 정맥주사 시도횟수가 더 많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한 동질성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

손씻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의 피부손상은 관찰되지 

않은 반면 대조군의 경우는 발적(redness)이 나타난 경우가 12

명(38.71%)으로 두 군 간의 피부손상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맥주사 

유지기간에서도 실험군 68.23(±2.81), 대조군 62.84(±11.69)시

간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또한 정맥주사 삽입 시 

아동의 통증은 실험군 50.00%, 대조군 70.97%가 4-5단계의 

심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군 간의 통증반응에는 

유의한 차이(p<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행동반응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대상자의 특성과 피부손상, 불안행동반응, 통증과의 

상관관계

손씻기는 피부손상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Kendall's tau b= -.487, p< .001), 정맥주사 유지시간과도 양

의 상관관계에 있었다(Kendall's tau b= .334, p< .01). 또한 피

부손상과 정맥주사 유지 시간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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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skin injury, pain, anxie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61)

Variables
Experimental(n=30) Control(n=31)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Skin injury No 30(100.00) 19(61.29) 14.457  <.001***
Redness  0( - ) 12(38.71)

IV duration(hr) 68.23±2.81 62.84±11.69 -2.458  .017*
FACES pain scale 0-1  3(10.00)  6(19.36)  7.710  .021*a

2-3 12(40.00)  3( 9.68)
4-5 15(50.00) 22(70.97)

Anxiety reaction scale Voice  4.34±1.83  3.53± 1.79 -1.548 .127
  Face  4.93±1.05  5.03± 1.14   .353 .726

Movement  2.20± .99  2.35± 1.02   .600 .551
Total 11.37±3.44 10.90± 3.63  -.512 .611

* p< .05  *** p< .001   a Fisher's exact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skin injury, pain, anxiety                            (N=61)

Variables Age Wt

Growth 

percentile

(Wt)

Fever
No. of IV 

insertion try
IV duration

Hand 

washing

Skin 

injury
Anxiety Pain

Age 1
Wt .937** 1 .
Growth percentile(Wt) .267* .608** 1
Fever .107 .130 .147 1
No. of IV insertion try -.360* -.336* -.236 -.094 1
IV duration .013 .064 -.033 -.009 -.089 1
Hand washing .001 .005 -.182 -.034 -.088 .334** 1
Skin injury .007 -.046 .005 -.201 .151 -.253* -.487*** 1
Anxiety -.510** -.480** -.286** .074 .218 .059 .048 -.072 1
Pain -.450** -.425** -.204 .112 .329** -.060 -.093 -.178 .631*** 1

* p< .05, ** p< .01  *** p< .001

로 나타났다(Kendall's tau b= -.253, p< .05). 즉 아동과 간호

사가 손씻기를 시행한 후 정맥주사 삽입을 하는 경우는 피부

손상을 줄이고 정맥주사도 더 오래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행동반응과 통증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Kendall's tau b= .631, p< .001)가 있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정맥주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손에 억제대(arm 

board)를 적용하고 있는 아동의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에 

발적, 물집, 피부 벗겨짐 등의 피부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

견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을 제

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손씻기를 간호사 뿐

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함께 적용하여 정맥주사로 인한 피부

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또한 정맥주사 시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과 불안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맥주사 삽입 전 간호사와 아동의 

손씻기 프로그램은 억제대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의 피부손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어떠한 피부손상의 증상도 보이지 않았으나 기존의 

방식대로 정맥주사 전 아동이 손을 씻지 않은 경우에서는 약 

40%의 아동이 발적(redness)을 수반하는 피부손상의 초기증상

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하여 임상에서 발견한 피부

손상부위의 가검물을 배양 검사한 결과에서 Candida spp, 

Bacillus spp. 등과 같은 피부 상주균이 감염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의 손씻기는 이러한 

손의 미생물을 제거시키기 때문에(Hong et al., 2006) 억제대

를 적용한 경우라도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덜 증식한 결과 피

부손상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캔디다와 같은 

진균은 백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미생물로서, 최근 중환자실 신생

아, 암환아 등과 같이 면역기전이 저하된 경우에서 정맥주사 

삽입으로 인한 폐혈증의 주요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

(Chapman & Faix, 2003; Richards, Edwards, Culver, & 

Gaynes, 1999). 따라서 정맥 주사 전 아동의 손씻기 프로그램

은 피부손상의 예방뿐만 아니라 정맥주사 부위를 통한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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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유입을 줄여 혈류감염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환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

며 더 나아가 피부손상뿐만 아니라 정맥주사와 관련된 혈류

감염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정맥주사 전 손씻기를 시행한 아동은 피부손상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정맥주사 유지시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손씻기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손상을 예방하

여 가려움과 통증 등의 증상에 따른 정맥주사를 제거해야 하

는 상황과 요구를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을 임상에 적용하게 되면 정맥주사와 관련된 합

병증뿐만 아니라 재 삽입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에 따라 주사로 인한 아동의 통증과 두려움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정맥주사감염관리지침

(O'Grady et al., 2002)에 따르면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정맥주

사 유지시간이 정맥염의 발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Garland et al., 1992; Shimandle et al., 1999) 별다른 합병증

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임상에서는 정맥

염의 발생을 우려하여 아동에게도 72시간 이전에 정맥주사를 

교체하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재 삽입으로 인한 아동의 통증

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맥주사와 관련된 피

부손상을 감소시키고 정맥주사 유지시간을 연장 시킬 수 있

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아동의 정맥주사관리에 대한 지침

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에 정맥주사와 관련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

료인의 손씻기, 주사 부위의 무균법, 48-72시간에 정맥주사를 

교체하는 등의 감염관리지침이 제시되고 강조되어 왔으나

(Choi et al., 1998; Choi et al., 2003; Oh et al., 1997), 억제대

를 사용하는 아동의 피부손상에 대해서는 임상과 간호연구 

모두에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발

견된 간호문제에 대해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실험연구를 시도하여 결과를 확인함으로서 아동간호

중재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정맥주사 삽입 시 아동의 통증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맥주사를 삽입하는 간호사가 아동과 함께 손씻기를 시행하

면서 정맥주사 절차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아동이 정맥주사 삽입 과정에 참여하도록 적극적

으로 격려하고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통증은 신

체적․정서적 반응의 복잡한 과정으로서 발달적, 상황적, 가족․
문화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cGrath, 

1990). 특히 침습적 행위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은 아동의 통증

인지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Jeon, 1994; Park, 1991), 본 연구에서도 정맥 주사 전 간호사

가 아동과 함께 손씻기를 시행하는 동안 손을 씻는 이유와 

정맥주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통증

반응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통증반응은 또

한 침습적 절차를 시행하는 의료진이 아동에게 이러한 절차

에 참여하고 대처하게 하는 적극적인 격려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ount, Landolf-Fritsche, Powers, 

& Sturges, 1991; Powers, 1999). 본 연구에서 정맥주사를 삽

입하는 간호사가 아동과 함께 손을 씻는 과정은 정맥주사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을 것이며 이러

한 과정이 아동에게 통증에 대한 대처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한 아동에게 주사는 가

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으로 지적되는 공포의 대상이다. 따라

서 주사로 인한 아동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간호

중재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맥주사 삽

입 시 아동의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의 프로그램 또한 통증조절을 위한 새로운 비약물

적 간호중재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은 불안행동반응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제공이나 전환요법과 같은 간호중재가 침습적 행위

에 대한 아동의 통증과 불안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im & Shin, 2007; Park, 1991)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통증과 불안행동반응이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으므

로, 본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인 간호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정맥주사 시 아동의 불안행동반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흔히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동의 언어적 표현의 제

한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

동간호사는 환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해 민감하게 작용하

여 간호문제를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

히 아동의 간호문제는 성인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표

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에게조차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맥주사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억제대

가 발적, 수포, 피부 벗겨짐 등의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것으

로 임상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시도된 바는 없었다. 손씻기는 병원의 감염관리를 위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Boyce & Pittet, 2002)으로 병원체 전

달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맥주사와 같은 침습적 처치 전에 의

료진에게 실시하도록 강조되어 왔으나 정맥주사를 받는 환자

의 경우는 삽입 부위만을 소독(Little, Murray, Traynor, & 

Spitznagel, 1999; Maki, Ringer, & Alvarado, 1991)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 같이 정맥주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억제

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부손상의 위험이 있



이 애 란  외

136 아동간호학회지 14(2), 2008년 4월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호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중재법을 개발하여 시도하였고 정맥주사 

전 간호사와 아동의 손씻기가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손

상뿐만 아니라 통증감소에도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아동

간호중재법으로서 실무에 적극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맥주사 전 간호사와 아동이 함께 손씻기를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피부손상과 

정맥주사로 인한 두려움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자료 수

집은 200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연구보조

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맥주사 삽입 시 아동의 불안과 통증

을 관찰측정하고 정맥주사 시 기존의 방법대로 손씻기 프로

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31명과 손씻기 프로그램을 적

용한 실험군 30명에게서 정맥주사를 교환하는 시점인 24-72시

간에 피부손상 정도를 관찰측정 하였다. 피부증상은 증상없음, 

발적, 물집, 피부 벗겨짐으로 구분하여 사정하였고 아동의 불

안과 통증 사정은 불안행동반응 측정도구와 안면동통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12.0을 이용하여 

t-test, Chi-square, Kendall's tau b,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손씻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손씻기 프로그램을 실

시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피부손상에는 유의한 차이(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씻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손씻기 프로그램을 실

시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통증반응에는 유의한 차이(p<. 

05)가 있었으나 불안행동반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아동과 간호사의 손씻기는 정맥주사 유지시간과 양의 상관

관계에 있었다(p< .01).

연구 결과 정맥주사 전에 간호사와 아동이 동시에 손씻기

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억제대로 인한 피부손상과 정맥주사 

시 아동의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아동에게 정맥주사 시 억제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부증상이나 불편감에 대한 추후 연구를 진행하며 

아동의 안위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법이 개발되어 질 것

을 제언한다.

• 정맥주사 전 아동과 간호사가 동시에 손씻기를 실시하는 간

호중재법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이 중재법의 효과를 재확인

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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