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지 및 수행 관련 영향요인

김정화1, 정인숙2*

1아이퍼스트아동병원 수간호사, 2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 Affecting on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Management among Pediatric Nurses

Jeong-Hwa Kim1, In-Sook Jung2*

1Head Nurse, I-First Children’s Hospital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 및 수행 관련 영향요인 규명을 위해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4.0으로 분석한 결과. 인지와 수행은 4점 만점에 각각 3.34±0.39, 3.42±0.37점이었

고, 인지 및 수행 각각의 하위영역 중 ‘유지와 교환’ 및 ‘교육’이 가장 낮았다.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따른 인지와 수행

은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39, p<.001), 인지와 수행 간 정적 상관관계(r=.591, p<.001)가 있

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지에는 수행(β=.57)과 근무부서(β=.22)가, 수행에는 인지(β=.57)와 피교육경험

(β=.19)이 영향요인이었고, 인지 및 수행에 대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41.2%와 41.4%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인지와 수행은 상호 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인지를 향상시킬 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수행의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아동간호사, 말초정맥주입, 관리, 인지, 수행

Abstract This study was to find factors affecting on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management among pediatric nurses. In analysis using SPSS/Win 24.0, the 

average scores of recognition and performance were 3.34±0.39, 3.42±0.37 out of 4 each. 

'Maintenance and exchange' and 'education' were the lowest each among subdomains. Ther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working departments et. 

al.(p=.039, p<.001), and there'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performance(r=.591, 

p<.001). Factors affecting on recognition were performance(β=.57) and working department(β=.22), 

and on performance were recognition(β=.57) and educated experience(β=.19). And explanation rate 

were 41.2%, 41.4% each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 conclusion, recognition and performance 

were mutually influencing factors.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performance by preparing 

measures to improve  recognition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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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간호사의 담당업무 중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말초

정맥주사는 아동대상자의 73.6%에게 적용되고 있다[1]. 

말초정맥주입은 정맥내로 혈관카테터를 직접 삽입하는 

주사법으로 필요한 약물주입 및 유실된 체액이나 혈액의 

보충 등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아동대상자에게 주입되는 

여러 가지 약물 중 정맥주입으로만 투여되는 경우가 있어 

정맥주입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2].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말초정맥주사를 삽입할 수 

있는 부위가 제한적이고 두꺼운 피하층과 약한 혈관으

로 인해 말초정맥주사 삽입부위 선정 시 더욱 신중을 기

하여야 한다[3]. 아동대상자의 경우 말초정맥주사가 성

공적으로 삽입되었더라도 약물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말초정맥주사의 유지가 쉽지 않아 잦은 제거로 인한 재

삽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침습적 절차인 말초정맥

주사의 잦은 삽입은 통증유발과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

와 아동대상자에게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말초정맥

주입을 이용한 치료과정의 지연 및 누적되는 간호업무

로 간호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4]. 말초정맥주입

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혈관 외의 조직에 침윤

되는 경우와 같은 부작용 발생 시 상대적으로 위해가 큰 

단점이 있다[5]. 말초정맥주입 시 투여되는 주사제는 정

확한 용량으로 주입되어야 함이 필수적이고 아동대상자

의 경우 체중에 따른 약물의 최대용량 차이로 약물주입 

시 미세한 용량조절에 되어야 한다[6]. 그러므로 아동간

호사는 주입되는 약물의 약리작용 및 혈관의 구조 및 특

징에 대한 지식과 혈관카테터 삽입기술이 필요하고 이

와 관련된 부작용과 합병증을 초기에 인지할 수 있어 말

초정맥주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7].

아동간호사는 아동대상자와 늘 상주하는 보호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필요시 말초정맥주입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8,9]. 이에 따라 아동간호사가 자

신감을 가지고 정확한 말초정맥주입관리 인지 및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신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필요하다.

말초정맥주사의 유지 및 관리는 간호사의 주도적인 

업무 중 하나로 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말초정맥주입

의 세부영역과 관련하여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

다. 아동의 경우 정확히 삽입된 말초정맥주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으로 말초정맥주사

를 재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10]. 따라서 말초정

맥주사 삽입 후 삽입위치에 따른 적절한 고정이 중요한

데, 부적절한 고정은 주사침의 이탈로 인해 말초정맥주

사의 조기 제거, 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

이다. 말초정맥주사 삽입부위의 드레싱 교환 시 소독제

로 소독 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말초정맥주입 

시 주사제의 준비 및 투여 전 무균술을 지키기 위한 손

위생을 시행하고, 매 처치마다 새 멸균주사침과 주사기

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불안전한 방법으로 주사제를 

준비·주입하여 유발시킬 수 있는 교차오염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말초정맥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이나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사정해야 한다. 임상실무에서 수행자의 말초정맥주사

삽입부위 피부의 소독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11,12]. 또

한 말초정맥주사는 말초정맥 내로 바늘을 삽입하는 침

습적인 처치로, 국소적이거나 전신적 감염의 유발가능성

이 크므로 삽입된 말초정맥주입 부위 부종이나 통증의 

사정과 말초정맥주사의 추가 약물주입 시 정확한 절차

의 인지가 필요하다[11].

특히 아동간호사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문제와 더

불어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적인 간호과정의 수행이 요

구된다. 또한 정확한 말초정맥주사 삽입을 위한 처치환

경의 조성과 안전하고 적절한 혈관의 선택을 위해 정확

한 해부학적 위치의 인지, 그리고 말초정맥주사 삽입과 

고정의 수행, 적정 주입속도 유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의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13]. 

반면 아동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에 대한 관리가 성인

의 말초정맥주입관리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어 아동대상자에 대한 정확

한 지식과 표준화된 방법으로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수행

이 필요하다[1]. 표준화된 정맥주사 관리지침으로 교육

받은 간호사들이 정맥주사 관련 감염예방 수행을 잘하

고 대상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4-16]. 따라

서 이에 대한 최신의 근거에 기반을 둔 주기적이고 반복

적인 교육과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를 위한 말초정맥주입관

리지침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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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인지 및 수행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

지 및 수행을 확인하고, 인지와 수행 간 상관관계 및 관

련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을 파악한다.

․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간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관련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의 말초정

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

들 간 상관관계 및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

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6개 아동병원에 1

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동

의 및 참여를 허락한 자로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80%, 변수의 수 12개로 설정하여 127명이 산출되

었다. 탈락률 고려로 1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00% 회수되었으나, 분석 시 불충분한 응답이 있는 8부

를 제외한 총 132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자의 

표본 수는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 및 수행은 최희강 

등(2016)이 개발한 도구인 ‘아동의 말초정맥주사관리 

간호 프로토콜’로 저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연구

자는 본 도구를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각각 두 영역을 측정하는 46문항으로 확장 사용하였

고, 이들 두 영역은 각각 5개 하위영역인 교육 4문항, 

말초정맥관 삽입부위 드레싱과 고정 6문항, 유지 및 

관리 9문항, 관찰과 기록 10문항, 부작용 관리 17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인지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중요하다’ 4점, ‘중요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중요하

지 않다’ 1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말초정맥주

입관리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말초정맥주

입관리의 수행은 4점 Likert 척도로 ‘항상 한다’ 4점, 

‘할 때가 많다’ 3점, ‘안할 때가 많다’ 2점, ‘전혀 안 한다’ 

1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수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값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각 항목별 CVI(Content Validity Index, 내

용타당도지수)가 0.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본 도

구의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각각의 전체 

Cronbach’s  값은 .96 과 .94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No. CIRB-2018-07-12)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임의표집된 각 아동

병원의 간호부서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였고 승인 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

로 동의한 아동간호사들에게 연구 진행 중이라도 본인

이 원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

음을 알려주었고, 연구목적 및 취지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

해 밀봉 회수 후 조사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은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와 수행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및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 인지와 수행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인지와 수행 관련 영향요인은 Hierarchical-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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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세 미만이 35.6%, 미

혼이 57.6%, 종교가 없는 경우가 65.2%, 최종학력은 간

호학사가 51.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업무 관련 특성으로는, 병동근무자가 

84.1%, 일반간호사가 78.8%이었고, 전체 대상자의 

아동병원 경력은 평균 6.6년으로, 구간별로는 2~5년

이 28.0%로 가장 많았다. 말초정맥주사 관련 피교육 

경험자가 77.3%이었는데 이들이 받은 교육 유형 중 

신규 간호사 교육이 48.0%로 가장 많았고, 아동간호

사의 97.0%가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2)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year)

below 30 47(35.6)

30-34
31(23.5)

35-39
39(29.5)

above 40
15(11.4)

Marital 

status

single 76(57.6)

married 56(42.4)

Religion
yes 46(34.8)

no 86(65.2)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64(48.5)

bachelor 68(51.5)

Working

department

ward 111(84.1)

out patient department 21(15.9)

Position
above charge nurse 28(21.2)

staff nurse 104(78.8)

Working at

children’s

hospital

(year)

1-2 24(18.2)

2-5 37(28.0)

5-10 35(26.5)

above 10 36(27.3)

Educated

experience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yes 102(77.3)

Types

new nurse

education
49(48.0)

contunuing    

education in   

hospital

9(8.8)

ward education 44(43.1)

no 30(22.7)

Educated

need

yes 128(97.0)

no 4(3.0)

3.2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

한 인지는 4점 만점에 3.34±0.39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부작용 관리’가 3.48±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

지와 교환’이 3.18±0.46으로 가장 낮았다. 

수행은 4점 만점에 3.42±0.37점으로, 하위영역 중 

‘부작용 관리’가 3.56±0.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은 2.86±0.58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Mean scores of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n management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N=132)  

Contents
Recognition Perfomance

M(SD)

Education 3.19(0.47) 2.86(0.58)

Dressing and fixation 3.38(0.45) 3.52(0.43)

Maintenance and 
replacement

3.18(0.46) 3.39(0.47)

Observation and record 3.29(0.46) 3.37(0.46)

Coping to complication 3.48(0.44) 3.56(0.45)

Total 3.34(0.39) 3.42(0.3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관리

에 대한 인지와 수행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는 결혼, 근무부서, 직

위, 피교육 유형 및 피교육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인 대상자가 ‘미혼’보다(t=-2.09, p=.039), 

‘외래’ 근무자가 ‘병동’보다(t=-4.47, p<.001), ‘책임간호사 

이상’이 ‘일반 간호사’보다(t=2.29, p=.024) 높았다. 피교

육 유형에서는 ‘병원 내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은 대상자

(F=7.38, p=.001), 피교육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t=2.29, p=.024)의 인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수행은 결혼, 최종학력, 근

무부서 및 피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인 대상자가 ‘미혼’보다(t=-2.52, p=.013), ‘간호전

문학사’인 대상자의 수행(t=2.79, p=.006)이 ‘간호학사’

보다, ‘외래’근무자가 ‘병동’보다(t=-2.87, p=.005) 피교

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보다

(t=2.71, p=.01)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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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cores of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n management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Characteristi

cs
Division

Recognition Performance

M

(SD)
p

M

(SD)
p

Age

(year)

below 30
3.26

(0.41)

.323

3.32

(0.44)

.073
30-34

3.37

(0.38)

3.41

(0.31)

35-39
3.36

(0.35)

3.51

(0.33)

above 40
3.46

(0.41)

3.53

(0.35)

Marital 

status

single
3.28

(0.39)
.039

3.35

(0.39)
.013

married
3.42

(0.37)

3.51

(0.33)

Religion

yes
3.35

(0.40)
.806

3.42

(0.37)
.984

no
3.33

(0.38)

3.42

(0.38)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3.38

(0.43)
.255

3.51

(0.36)
.006

bachelor
3.30

(0.34)

3.33

(0.37)

Working

department

ward
3.28

(0.36)
<.001

3.38

(0.38)
.005

out patient 

department

3.66

(0.33)

3.63

(0.29)

Position

above 

charge nurse

3.49

(0.32)
.024

3.47

(0.36)
.388

staff nurse
3.30

(0.39)

3.40

(0.38)

Working at

children’s

hospital

(year)

1-2
3.36

(0.47)

.066

3.38

(0.41)

.891
2-5

3.30

(0.34)

3.44

(0.41)

5-10
3.23

(0.36)

3.40

(0.35)

above 10
3.47

(0.37)

3.45

(0.35)

Educated

experience

yes
3.36

(0.37)
.240

3.47

(0.33)
.010

no
3.27

(0.43)

3.24

(0.44)

Types of 

education

new nurse 

educationa

3.25

(0.35)

<.001

b>a,c

3.47

(0.30)

.166

contunuing 

education 

in hospitalb

3.71

(0.27)

3.67

(0.40)

ward

educationc

3.41

(0.36)

3.43

(0.35)

Educated

need

yes
3.35

(0.38)
.024

3.43

(0.37)
.157

no
2.91

(0.39)

3.16

(0.34)

3.4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의 상관관계

Table 4는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간 정적 상관관계(r=.591, p<.001)가 있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n management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N=132)

Variables Recognition

Performance .591(<.001)*

*r(p)

3.5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는 대상자들의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

지와 수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 회

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인지에의 영향요인 확인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

에서는 연령, 결혼, 종교, 최종학력, 근무부서, 직위, 피교

육 경험, 피교육 필요성 등의 질적변수를 더미 처리하고, 

아동병원 경력을 포함한 9개 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

서는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을 추가변수로 투입하였다. 분

석 전 오차 항들 간 자기상관을 보는 Durbin-Watson 값

은 2.174로 오차 항들 간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공차한계는 .323~.906로 .10이상이었으며, VIF는 

1.104~3.095로 10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일반적 특성 중 말초정맥주입관리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부서(β=.33,

p<.001)이었고, 변수의 인지에 대한 설명력은 13.8%이었

다(F=3.34, p=.001). 2단계에 추가로 투입된 수행은 인지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β=.57, p<.001), 수행에 의한 

추가 설명력은 27.4%로 증가하였으며, 2단계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41.2%이었다(F=10.19, p<.001).

수행에의 영향요인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1단

계에서는 연령, 결혼, 종교, 최종학력, 근무부서, 직위, 

피교육 경험, 피교육 필요성 등의 질적변수를 가변수 처

리 후 아동병원 경력을 포함한 9개변수를 투입하였고, 2

단계에서는 말초정맥주입관리 인지를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937로 오차 항들 간 자기상관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323~.899로 .10

이상이었으며, VIF는 1.113~3.095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일반적 특성 중 수

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최종학력(β=-.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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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6), 근무부서(β=.19, p=.026), 아동병원 경력(β

=-.30, p=.040), 피교육 경험(β=.21, p=.017)이었고, 변

수의 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4.0%이었다(F=3.38, 

p=.001). 2단계에 추가로 투입된 인지는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β=.57, p<.001), 인지 투입에 의한 수

행에 대한 추가 설명력은 27.4%로 증가하여 전체 설명

력은 41.4%이었다(F=10.25,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management  

(N=132)

Division

Recognition Performance

Model 1 Model 1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05 .52 5.86 <.001 3.74 .50 7.43 <.001

Age .00 .01 -.05 -.36 .721 .01 .01 .11 .82 .412

Marital status .05 .08 .06 .58 .561 .07 .08 .09 .82 .416

Religion -.03 .07 -.03 -.39 .698 -.04 .07 -.05 -.60 .552

Educational background -.02 .08 -.03 -.28 .781 -.17 .07 -.22 -2.25 .026

Working department .35 .09 .33 3.91 <.001 .20 .09 .19 2.26 .026

Position -.17 .12 -.18 -1.45 .149 -.15 .11 -.16 -1.31 .193

Working at children’s hospital .00 .01 -.02 -.12 .903 -.02 .01 -.30 -2.07 .040

Educated experience .04 .08 .04 .45 .665 .19 .08 .21 2.42 .017

Educated need .36 .19 .16 1.89 .062 .08 .19 .04 .46 .648

adj R2 .138 .140 

F(p) 3.34(<.001) 3.38(<.001)

Model 2 Model 2

(Constant) .85 .52 1.65 .102 2.06 .47 4.38 <.001

Age -.01 .01 -.11 -1.00 .320 .01 .01 .14 1.24 .216

Marital status .01 .07 .01 .14 .886 .04 .07 .05 .59 .559

Religion .00 .06 .00 -.06 .952 -.03 .06 -.03 -.45 .651

Educational background .08 .06 .10 1.19 .237 -.16 .06 -.21 -2.53 .013

Working department .23 .08 .22 3.11 .002 .00 .08 .00 .04 .969

Position -.08 .10 -.09 -.85 .397 -.05 .09 -.06 -.58 .563

Working at children’s hospital .01 .01 .15 1.26 .210 -.02 .01 -.29 -2.43 .017

Educated experience -.07 .07 -.08 -1.10 .273 .17 .06 .19 2.62 .010

Educated need .31 .16 .14 1.97 .052 -.11 .16 -.05 -.73 .465

Performance .59 .08 .57 7.61 <.001

Recognition .55 .07 .57 7.61 <.001

adj R2 .412 .414

Δadj R2 .260 .258

F(p) / ΔF(p) 10.19(<.001) / 57.91(<.001) 10.25(<.001) / 57.91(<.00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표준화된 말초정맥주입관리 지침 

및 아동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가 수행보

다 낮았는데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말초정맥주사관리의 일부인, 합병증 예방관

리에 대한 연구[14]에서도 중요성 인지가 수행보다 낮게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임상

간호사들의 의료 및 간호정보 습득경로 조사연구[17]에

서, 임상간호사들은 간호수행 관련정보를 해당 전문서적

에서보다는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얻고 경험에 의

한 정보를 근거에 의한 정보보다 더 이용한다는 결과를 

들 수 있겠다. 또 다른 예로 임상실무에서 말초정맥주입 

관리기준이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의료기

관 자체사용하고 있는 관리지침도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근거중심 개발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

으로 구성된 관리지침을 이용하고 있어[1] 나타난 결과

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간호사들에게 말초정맥

주입관리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인지 지향에 따른 수행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관리에 대한 인지 및 수행 관련 영향요인 110

이 동반되도록 근거중심의 교육시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

에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은 결혼, 근무부서, 직

위, 피교육 유형 및 피교육 필요성으로 확인되었는데, 기

혼자, 외래근무자,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 병원 내 보

수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

는 대상자의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기혼 대상자의 경우 미혼보다 인지가 높았는데, 기혼

자의 경우 육아경험이 있거나 향후 육아와 관련된 관심

도가 미혼보다는 더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반복연구를 통해 그 이외의 요인확인 및  미혼

인 대상자들의 말초정맥주입관리 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외래근무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인지가 병동근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외

래에서 말초정맥주입처치를 받는 대상자들의 경우 시간 

및 장소에 제한이 있고, 말초정맥주사 시도횟수나 주사

제 처치횟수 자체도 제한적이므로 아동병원 수액실에 

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경향에 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병동 내에서도 주기

적으로 수행되는 말초정맥주입의 주체인 병동근무간호

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인지가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더 높았는데, 이들의 경우 다년간

의 경력으로 인해 말초정맥주입관리 경험이 축적되어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말초

정맥주입관리 관련 피교육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신지견 관련 피교육 필요성의 인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추후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병원 내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말초정맥

주입관리 인지가 신규 간호사 교육이나 병동 자체 교육

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본 연구 대상자

들이 소규모의 아동병원간호사들이고 이 중 소수만이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경우도 병원 내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가 8.8%에 불과하였다. 이는 아동병원 자체의 간호사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주기적인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어, 

소규모 아동병원 내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받을 필요성을 느끼

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말초정맥주입관리

에 대한 인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아동의 말초정맥주입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이 

간호사들의 말초정맥주입 관련 지식을 향상시켰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 그러나 말초

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받을 필요성 유무가 말초정

맥주입관리 인지와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18,19]와

는 다른 결과로 구조화된 주기적인 교육을 한 후 말초

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변화를 확인하는 반복연구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차이를 나타내

는 일반적 특성은 결혼, 최종학력, 근무부서, 피교육 경

험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전문학사, 외래근무자, 교육받

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

혼인 대상자의 수행이 미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기혼자의 육아경험이나 관심도가 미혼인 경우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결혼유무와 관련

한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수행을 확인하는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전문학사인 대상자의 말초정맥주

입관리 수행이 간호학사의 경우보다 높았는데, 연구대

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말초정맥주입 관련 수행이 전

문학사인 경우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18]와 유사하였

고, 최종학력과는 무관했다는 연구결과[14,20,21], 대

학원이상의 최종학력 대상자가 수행이 높았다는 결과

[22,23]나, 교육수준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근거중심간

호의 지식과 수행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24]와는 상반

된 결과로 볼 수 있어 대상자 수와 범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로 학력과 관련된 말초정맥주입관리 교육프로그램

의 고려가 필요하다. 

근무부서에 따른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있어 외래

근무대상자의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병동과 외래근무대상자들을 비교한 연구는 아

니지만, 일반병동근무자보다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부서

의 경우 말초정맥주사관리 관련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

다는 연구결과[22,23]와 유사하였고, 근무부서와는 무

관하다는 연구결과[14,18,19]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외래근무간호사의 주업무가 말초정맥주

사 관련 업무로 경력이 많은 간호사를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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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피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수행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피교육 경험

이 있는 간호사가 간호수행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23]

와 유사한 결과였고, 피교육 경험과 무관하다는 연구결

과[14,18]와는 상이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과학과 의

료 환경에 대비한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경험은 아

동대상자의 말초정맥주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므로 양질의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이 이루어지

기 위해 근거기반의 최신지견 교육자료의 개발과 지속

적인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와 수행 

간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말초정맥주사관리에 

대한 인지 및 수행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14,18,20,22]와 유사하였다. 이에 인지와 수행 간 

정적상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인지와 수행을 각각 높임으

로써 더욱 철저히 말초정맥주입관리가 근거기반의 표준

화된 말초정맥주입관리지침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

인 교육 후 피드백을 통해 더욱 향상된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인지와 수행 관련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된 위계적 다중회귀분

석 결과,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부서(β=.22)

와 수행(β=.57)으로 나타나, 근무부서와 말초정맥주입

관리 수행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변수들의 인지에 대한 설명력은 41.2%이었다

(F=10.19, p<.001).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할 관련연구가 없으나, 연구

대상자가 일반병동근무자와 수액실을 포함한 외래근무

자인 아동간호사들로 해당병원의 근무여건 상 외래근무

간호사의 경우 투약의 방법 중 하나인 말초정맥주입을 

주처치로 수행하고, 입원이 아닌 외래임상 상황에서 일

정한 시간 내에 말초정맥주입 처치가 수행되어야하므로 

외래근무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가 높

은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근무부서와 관련하여 연구

대상자가 말초정맥주입관리와 관련된 인지의 차이를 극

복하고 이와 관련된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인지를 상향시

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행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추후 연구를 통

하여 인지와 수행 간 균형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

학력(β=-.21), 아동병원 경력(β=-.29)과 피교육 경험(β

=.19) 및 인지(β=.57)로 나타나, 최종학력, 아동병원 경

력, 피교육 경험 및 인지가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의 수행에 대

한 설명력은 41.4%이었다(F=10.25, p<.001). 

본 연구결과 최종학력이 전문학사로 아동병원 경력이 

낮은 연구대상자의 간호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경력별 학력을 조사하지 않

은 제한점이 있으나, 일부 간호학과 학제가 전문학사과

정에서 학사과정으로 변경되었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 

중 전문학사과정 졸업자의 편중으로 말초정맥주입관리

에 대한 경험적인 간호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병원경력이 낮은 간호사들의 수행이 높

은 이유로 최근 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학과 인증과정 

중 핵심기본간호술 내의 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의 

결과로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의 정맥주사관리

와 관련된 병원감염 간호수행 조사연구에서 병원감염 

관련 수행에 근무기간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22]와 근거기반실무와 관련된 인식과 수행이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높다는 연구결과[24]와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피교육 경험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맥주사 관

련 감염관리 수행이 감염관리 지식이 높을수록 높았다

는 연구결과[25]나, 간호사의 정맥주사관리와 관련된 병

원감염에 대한 인식과 수행의 연구에서 신규교육 유경

험자가 감염관리 수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22]와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어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대한 주기적

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관리 수행에 인지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맥수액요법 관련 병원감염

관리 실천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영향요인 연구결과[26]

나, 정맥수액요법 관련 병원감염예방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20] 및 말초정맥주사에 대한 합

병증 예방에 말초정맥주사관리 중요성 인지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18]와 유사한 결과였다. 따

라서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다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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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대상에 따른 수행과 관련된 영

향요인 차이 파악과 수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질 향상도모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 중 

말초정맥주사 삽입 후 관리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말초정맥주사 삽입 전부터의 관리과정을 포함하는 전체 

프로토콜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

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의 수행 측정을 자가보고 

형식이 아닌 직접 관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한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아동의 말초정맥주입 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표

준화된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행

된 본 연구결과,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가 수행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가 

결여된 높은 수행이 근거에 기반한 수행인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지와 수행 간 

중등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은 수행도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높았으나 말초정맥주입관리

에 대한 피교육 경험과 아동간호사의 아동대상자 및 보

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초정맥주입관리에 대한 교육 

수행도는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아

동병원 임상실무에서 아동간호사에게 말초정맥주입관리

에 대한 표준화된 최신의 근거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과 주기적인 프로그램 향상을 통한 꾸준한 교육 시행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인지

와 수행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 시행된 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반복 연구 

후 아동간호사를 위한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교육지침

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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