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관한 융합적 연구
김정화1, 정인숙2*

1아이퍼스트아동병원 수간호사, 2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Importance Awareness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among Children’s Hospital Nurses

Jeong-Hwa Kim1, In-Sook Ju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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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관련 중요성 인식을 조사하고 중요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하여 128명의 아동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1.0으로 기술통
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관련 중
요성 인식 중 교육이 가장 낮았고, 손위생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및 최종학력에 따른 중요성 인식 하위
영역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046),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중요성인식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 중요성 인식에의 영향요인은 교육(β=.446)과 근무부서(β=.247)이었고, 변수들의 설명력은 31.0%이었다
(p<.001). 본 연구결과는 반복 연구 후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주제어 : 아동병원간호사,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융합,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n importance awareness among 128 children’s 
hospital nurs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of children’s hospital nurses was the lowest in education, and the highest in hand 
hygien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domains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according to 
marriage state, working department, position and final education(p<.001~.046), a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ducation and importance awareness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p<.001). And 
factors affecting importance awareness were education(β=.446) and working department(β=.247), and 
explannation rate was 31.0%(p<.001).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of educational program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for children’s hospital nurses after repeate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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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맥내로의 약물투여와 수액주입 및 정맥유지 등의 목적

으로 수행되는 말초정맥주입은 약 70~80% 이상의 입원환
자에게 시행되는 기본적인 간호업무 중 하나이다[1,2]. 아
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피하층이 두꺼워 정맥의 위치가 깊
고 굵기가 가늘고 연약하여 위치확인이 쉽지 않고 유연한 
피하조직으로 인해 정맥내로 주입된 약물이나 수액이 침윤
되기 쉬워 아동의 말초정맥주입은 성인에 비해 복잡한 술기
이다[3-5]. 따라서 아동의 말초정맥주입은 주사 삽입 시 1
회에 성공하는 비율이 42.8~53%로 성인의 79%에 비해 낮
은 편이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말초정맥주입 삽입은 아동대
상자에게는 물론 부모와 이를 시행하는 간호사에게도 매우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6]. 혈관 내로 직접 주사바늘
을 삽입하여 시행되는 침습적인 처치인 말초정맥주입은 약
물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는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과 감염
의 위험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합병증의 발생 가
능성이 높다[7]. 말초정맥주입과 관련된 부작용 및 합병증
들로는 정맥염, 침윤 및 일혈, 공기색전, 정맥혈전 및 색전, 
신경손상, 쇼크, 패혈증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국소적
이면서 비감염성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 전신적이며 감염성
인 경우도 있으므로[8] 이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관리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의 말초정맥주입 관리 실무지침은 있으나 
아동병원 환아에게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따
라서 병원규모와 설비에 맞는 관리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급변하고 있는 의료상황에 맞춰 교육내용의 지속
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성인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지 관련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3.65점을 보
였다는 연구결과[9]는 있지만 아동병원간호사 대상의 연구
는 부재한 실정이다.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동대상자들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말초정맥주입 관련 문제들의 발견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말초정
맥주입에 대한 아동병원간호사들의 중요성 인식은 매우 중
요하다. 어린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말초정맥주입 
관련 연구에서 교육 전(5.81±1.06), 교육 직후
(8.71±1,12) 및 교육내용 적용 후(8.31±0.96)에 각각 말
초정맥주사 간호의 중요성 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0]는 교육으로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는 다르지만, 말초정맥주입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간호수행이 높다는 연구 결과[11-13]
에서처럼 간호처치에 앞서 아동병원간호사의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말초정맥주입관
리 관련 교육을 시행한 결과 관리부주의로 인한 영유아의 
말초정맥주사의 재삽입이 낮아졌다는 보고[6]는 아동병원
간호사의 보호자 대상의 교육 중요성의 인식이 필요함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들과는 다른 여건의 소
규모의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아동병원간호사 대상
의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의 중
요성 인식을 조사하고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에 대한 중요

성 인식과,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의 

중요성 인식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간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 관련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을 조사하고,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자는 G시 내의 6개 아동병원에 근무 중인 1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중,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
의하고 참여하기로 수락한 자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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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year)

below 29 46(36.0)
30-34 30(23.4)
35-39 38(29.7)
over 40 14(10.9)

Marriage state
single 74(57.8)
married 54(42.2)

Career(year)
1-5 61(47.7)
6-15 60(46.9)
over 16 7(5.4)

Department ward 107(83.6)
out patient department 21(16.4)

Position above charge nurse 28(21.9)
staff nurse 100(78.1)

Final education college 62(48.4)
university 66(51.6)

3.1.9.2 프로그램으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변수의 수 7개로 설정 시 109명이 산출되
어, 연구도구인 135부의 설문지를 배부 후 100% 회수되었
으나, 분석 시 불충분한 응답이 있는 7부를 제외한 총 128
부를 연구에 포함시켜 표본 수는 충족되었다. 

자료수집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임의표집
한 각 아동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 후 
승인을 얻고 시행하였다. 각 병원의 간호부서장이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
하고 서면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연구 진행 중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각각의 설문지는 작성 후 개별적인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회
수하였으며 설문작성 후 연구대상자들에게는 답례로 소정
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말초

정맥주입에 대한 중요성 인식 46문항에 간호교육평가원이 
개발한 말초정맥주입 시 손위생 4문항을 추가하였다. 손위
생은 말초정맥주입 관련 물품 준비 전·후와 말초정맥주입 
처치 전·후로 총 4번의 손위생 시행을 의미한다[14].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은 최희강 등 (2016)이 개
발한 ‘아동의 말초정맥주입관리 간호 프로토콜’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3]. 말초정맥주입 관련 중요성 인
식을 측정하는 46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구는 아동병원간호
사 자신이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교육받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환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시행함의 중요
성 인식을 포함하는 교육 3문항, 드레싱과 고정영역 6문항, 
유지와 관리영역 9문항, 관찰과 기록영역 10문항, 부작용 
관리영역 18문항이며, 말초정맥주입의 하위영역으로 간호
교육평가원이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중 말초정맥주입 프
로토콜에 포함된 손위생 4문항을 포함시켜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 손위생을 포함한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4점, ‘중요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중요
하지 않다’ 1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말초
정맥주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도구인 최희강 등 (2016)의 
도구는 개발 당시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평균 임상
경력 19년 이상인 S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수간호사와 간호

사를 포함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으로 전체 항목의 내용타당도가 0.94이었음을 명시하
고 있어 연구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과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 
50문항의 Cronbach's 는 .96이었고, 교육 3문항의 신뢰
도와 손위생 4문항 포함 5개 하위영역 47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각각 .68과 .96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을 분

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교육,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은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의 차

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Tukey나 
Dunnett으로 하였다.

3)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4)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57.8%, 아동병
원 근무경력은 1~5년이 47.7%, 병동 근무자가 83.6%, 일
반간호사가 78.1%이었고 간호학사가 51.6%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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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3.16±0.49이었고,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 중 손위생영역
의 중요성 인식은 3.74±0.36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cores of education and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N=128)  

Variables M(SD)
Education 3.16(0.49)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Dressing and fixation 3.38(0.46)
Maintenance and 
replacement

3.18(0.47)

Observation and 
charting

3.29(0.46)

Complication 
management

3.47(0.43)

Hand hygiene 3.74(0.36)
Total 3.41(0.3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의 차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연령, 아동병원 

근무경력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관련 변수들의 평균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인 대상자들의 말
초정맥주입 하위영역 중 유지와 교환, 부작용 관리영역 각
각의 평균이 미혼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27, 
p=.018). 근무부서에 따른 평균비교에서는, 말초정맥주입 
모든 하위영역의 평균이 병동근무자들보다 외래근무대상자
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p=.046). 
직위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의 차이비교에서는 책임간호사 
이상의 교육, 드레싱과 고정, 유지와 교환 및 부작용 관리영
역이 일반간호사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5~.043).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전문학사인 대상자들의 손위생영역이 
학사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5개 하위
영역합의 평균 비교에서도 외래근무자가 병동근무자보다, 
책임간호사이상이 일반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Characteristics Division

Education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Sum of 5 
SubdomainsDressing and 

fix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bservation and 

charting
Complication 
management Hand hygiene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M
(SD)

t or F(p)
Tukey or 
Dunnett

Age (year)

below 29 3.08
(0.52)

0.72
(.544)

3.35
(0.44)

0.12
(.946)

3.12
(0.47)

1.00
(.394)

3.24
(0.49)

0.79
(.501)

3.36
(0.45)

1.63
(.187)

3.67
(0.40)

0.84
(.474)

3.35
(.36)

0.89
(.869)

30-34 3.16
(0.47)

3.41
(0.50)

3.18
(0.47)

3.33
(0.44)

3.52
(0.45)

3.78
(0.33)

3.45
(.35)

35-39 3.22
(0.50)

3.39
(0.45)

3.18
(0.44)

3.26
(0.45)

3.55
(0.36)

3.76
(0.34)

3.44
(.32)

over 40 3.24
(0.38)

3.40
(0.45)

3.37
(0.52)

3.44
(0.46)

3.53
(0.48)

3.80
(0.30)

3.49
(.40)

Marriage 
state

single 3.11
(0.51) -1.31

(.192)

3.37
(0.46) -0.26

(.796)

3.10
(0.46) -2.24

(.027)

3.26
(0.47) -0.82

(.413)

3.40
(0.44) -2.40

(.018)

3.73
(0.35) -0.44

(.660)

3.37
(.35) -1.77

(.078)
married 3.22

(0.46)
3.40

(0.45)
3.29

(0.46)
3.33

(0.46)
3.58

(0.40)
3.75

(0.37)
3.48
(.34)

Career 
(year)

1-5 3.13
(0.48)

1.22
(.300)

3.39
(0.44)

2.22
(.113)

3.19
(0.45)

1.88
(.157)

3.28
(0.48)

0.86
(.426)

3.42
(0.47)

1.17
(.315)

3.70
(0.39)

0.74
(.477)

3.40
(.37)

1.36
(.260)6-15 3.16

(0.48)
3.34

(0.47)
3.14

(0.48)
3.28

(0.43)
3.51

(0.39)
3.76

(0.33)
3.41
(.33)

over 16 3.43
(0.57)

3.71
(0.37)

3.49
(0.37)

3.51
(0.56)

3.61
(0.38)

3.86
(0.24)

3.63
(.32)

Department
ward 3.11

(0.47) -2.52
(.013)

3.32
(0.45) -3.64

(<.001)

3.11
(0.44) -4.31

(<.001)

3.24
(0.44) -3.25

(<.001)

3.41
(0.42) -3.25

(<.001)

3.71
(0.37) -2.07

(.046)

3.36
(.33) -4.25

(<.001)out patient
department

3.40
(0.52)

3.70
(0.37)

3.56
(0.43)

3.58
(0.46)

3.80
(0.30)

3.86
(0.27)

3.69
(.31)

Position
above charge 
nurse

3.33
(0.56) 2.21

(.029)

3.52
(0.36) 2.18

(.033)

3.34
(0.45) 2.05

(.043)

3.35
(0.48) 0.79

(.429)

3.65
(0.33) 2.46

(.015)

3.79
(0.31) 0.79

(.429)

3.53
(.30) 2.03

(.045)
staff nurse 3.11

(0.46)
3.34

(0.47)
3.14

(0.46)
3.28

(0.46)
3.43

(0.44)
3.73

(0.37)
3.38
(.36)

Final 
education

college 3.19
(0.49) 0.72

(.475)

3.39
(0.52) 0.17

(.867)

3.22
(0.50) 1.04

(.299)

3.36
(0.49) 1.53

(.128)

3.51
(0.48) 0.81

(.418)

3.81
(0.30) 2.25

(.026)

3.45
(.38) 1.13

(.268)
bachelor 3.13

(0.49)
3.38

(0.39)
3.14

(0.43)
3.23

(0.43)
3.44

(0.37)
3.67

(0.39)
3.3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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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간 상관관계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 중 중요성 인식이 가장 낮았던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중요성인식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Table 4에서 교육과  말초정맥주입 중요성인식 간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r=.517,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N=128)

Division Importance awareness on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Education .517(<.001)

3.5 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는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변수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성 
인식이 가장 낮았던 교육과, 일반적 특성 중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평균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적변

수인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최종학력을 가변수 처리하
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Durbin-Watson 값은 1.826, 분산
팽창지수(VIF)는 1.000~1.385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교육(β
=.517)이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45.86, p<.001), 교육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대한 설명력은 26.1%이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최종학력을 가변수 처
리 후 추가 투입하여 시행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2단계
에서는 교육(β=.446)과 근무부서(β=.247)가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39, p<.001),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31.0%로 증가하여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최종학력의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은 4.9%가 증가되었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importance awareness of peripheral intravenous infusion              
                                                                                        (N=128)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1.189 .878 　 12.742 <.001 11.666 .870 　 13.404 <.001

Education 1.862 .275 .517 6.772 <.001 1.606 .277 .446 5.796 <.001

Marriage state(D) .050 .304 .014 .164 .870

Department(D) 1.169 .369 .247 3.169 .002

Position(D) .287 .357 .068 .803 .423

Final education(D) .115 .279 .033 .413 .680

adj R2 .261 .310 Δadj R2=.049

F 45.86 12.39
p<.001, D : dummy variable

4. 논 의

본 연구는 G시 소재 6개의 아동병원 간호사 128명을 대
상으로 교육과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 정도를 파악하
고, 이들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말초정
맥주입 관리 지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말
초정맥주입 하위영역 변수들의 중요성 인식에서 모든 변수
의 평균이 4점 만점에 3점 이상이었는데, 그 중 손위생영역
이 3.74±0.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연
구한 결과보고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손위생 관련 
일반간호사 대상의 병원감염관리 연구결과[15]의 말초정맥

주입 관련 손위생영역에서 5점 척도의 도구로 측정한 인지
도 범위인 4.14~4.35점보다 높은 점수였는데, 이는 아동병
원간호사들이 일반간호사보다 손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최근 신종감염병들의 유행으로 인해 손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반면, 본 연구에서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중요성 인
식이 3.16±0.36점으로 가장 낮았다. 말초정맥주입 관련 
중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병원감염관리 중 수액요법 
관련 인지도 연구[11], 임상간호사의 혈류감염관리영역에 
대한 연구[12], 수액관리영역에 대한 연구[15], 말초정맥주
입 합병증 예방관리에 대한 연구[16] 등이 있다. 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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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말초정맥주입 관련 중요성 인식 중 교육의 중요성을 조
사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표준화된 정맥주입관리 교육에 관한 연구결과[17]와 보호
자에 대한 정맥주사관리 교육에 관한 연구결과[6], 간호사
가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을 받거나 간호대상자나 보호자
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우선되
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육의 중요
성 인식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여 이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연구들의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 
중요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은 결혼상
태, 근무부서, 직위, 최종학력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연구대
상자의 경우 말초정맥주입의 하위영역 중 유지와 교환 및 
부작용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미혼인 대상자보다 
높았는데,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 하위영역
에 대해 연구한 타 연구 결과가 없어 이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말초정맥주입 관련 부작용 인지가 기혼자에게서 더 
높았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고[13,18], 말
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이 결혼상태와는 무관했다는 연
구결과[16,19]와는 다른 결과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아
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 관련 인지 연구결과[20]와 
같이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거나 자녀 양육 경험은 없더라
도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 따른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겠고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의 결혼상태와
의 보다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는 아동
병원간호사들의 근무지 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병원 내 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보
다 외래 근무 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부서에서의 말초
정맥주입 관련 인식이 일반병동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는 결
과와 유사한 결과였고[16], 대상자의 근무부서와는 무관했
다는 연구결과[19]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아동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관리 연구결과[20]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는 
아동들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말초정맥주입을 받아야 하
므로 숙련된 간호사를 외래 수액 처치실에 우선적으로 배치
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병원 내
에서도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말초정맥주입의 주체인 병동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을 높

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말초정맥주입의 하위영역에서 교육, 드레싱과 고정, 

유지와 교환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있어 책
임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같은 이들 하위영역에 대해 연구한 타 연구 결과
가 없어 이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책임간호사 이상이 
말초정맥주입 관련 인식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11,12]와 
유사하였고, 직위와는 무관했다는 연구결과[13,18,19]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병원 책임간호사나 수간
호사들의 경우 다년간의 경력은 있으나 최신지견에 따른 교
육을 받은 경험이 적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추후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말초정맥
주입의 교육, 드레싱과 고정, 유지와 교환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말초정맥주입에 대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높은 인식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말초정맥주입 관련 하위영역 중 손위생의 중요성 인식에
서는, 전문학사인 대상자의 인식이 학사 이상인 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사이상인 대상자가 인식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9,15]와는 다른 결과였다. 간호수행자의 
철저하고 올바른 손위생은 말초정맥주입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 전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들의 유행으로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1], 손위생은 다양한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하여 환자 간 
교차감염이나 의료인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22,23]. 중환자실
과 일반병동 근무자 대상의 연구[24]에서 손위생 수행률은 
59%(의사 27%, 간호사 62%)정도로 보고되었는데, 아동병
원간호사는 환아와 접촉하고 말초정맥주입과 같은 침습적 
처치의 수행빈도가 높으므로[25] 간호수행 전 손위생을 통
해 병원감염을 차단하고 간호수행 후 손위생 수행으로 환아 
뿐 아니라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수행하여야 한다[26]. 간호사의 손위생이 적절하
지 못할 경우 자신이 지닌 병원체나 다재내성균주 보균자나 
감염된 환자에게서 간호사의 손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파
되었다는 보고에서처럼[27,28],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
맥주입 시 올바른 손위생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학력이 낮은 대상자의 손위
생의 중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는 결과는, 일반적인 아동병
원에서 다년간의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 전문학
사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추론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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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직위에 따른 최종학력 분석을 추가
한 추후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병원간호사들이 말
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과, 아동이
나 보호자에게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간호교육자로서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 교수 2인에게 연구도구인 말초정맥주입 하위영역 중 교
육을 분리하여 시행할 변수 간 상관관계 조사연구의 시행 
가능성을 확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은 말초정맥주입 관련 중요성 인식과 중등도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없
어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말초정맥주입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말초정맥주입관리를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
[17]와 같이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및 
최종학력을 가변수 처리 후 교육과 함께 투입한 위계적 다
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β=.446)과 근무부서(β=.247)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 논의가 
제한적이나 아동의 말초정맥주입은 주사부위의 발적, 통증, 
부종, 막힘이나 수액의 누출 등과 같은 부작용들의 발생 가
능성이 많고 이러한 부작용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가 필요하다. 또한 잦은 말초정맥주사 삽입은 아동대상자와 
보호자 및 이를 담당하는 간호사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
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 연구인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연구결과[6,17]와 같이 말초정맥주입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아동병원간호사는 물론 아동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반면, 말초정맥주입 관련 아동병원간호사 대상의 교육은 일
회성에 그치지 않고 최신에 근거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근
무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이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병원간호사의 근
무부서별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극복
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말
초정맥주입 관련 하위영역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을 확인
한 선행연구가 없어 논의가 제한적이었으나, 본 연구는 말

초정맥주입 하위영역별 중요성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
들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추후 이들 하위영역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아동병원간
호사의 말초정맥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임으로써 보
다 철저한 아동의 말초정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대상자의 표준화된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
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아동병원
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의 중
요성 인식이 가장 낮았지만, 손위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말초정맥
주입 관련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근무
부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1.0%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관
련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낮았고, 말초정맥주입 관련 교육
의 중요성 인식은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므로, 아동병원간호사의 말초정맥주입 중요성 인식
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병원 임상실무에 적용가능하고 적
용 후 평가할 수 있는 주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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