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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의 혈액질환을 진단받은 암환자는 항암치료

를 위해 주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6-12개월 동안 유지한다. 입원동

안 의료인이 담당하던 중심정맥관 관리를 가정에서는 암환자 스스로 중

심정맥관 합병증 예방 및 비정상적인 증상의 신속한 발견과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중심정맥관 관리가 소홀하면 감염이나 혈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

마다 퇴원교육을 통해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암진단

과 치료 위주의 일방적인 집단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환자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고, 중심정맥관 관리와 관련된 실

제적인 교육과 실무기술에 대한 실습도 부족한 상태이다. 가정에서의 적

절한 중심정맥관 관리는 성공적인 암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암환자들은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과 태도가 부족하여 자기관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들의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성, 파트너십 형성,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의 자기관리기술을 습득하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암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태

도, 수행 및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4-5월 사이에 처음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환자를 

대조군으로, 6-9월의 암환자 실험군으로 시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실험군은 21명, 대조군은 24명의 총 4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

험군에는 입원 기간 동안 교육자료 제공, 동영상 시청 및 자기관리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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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관찰하는 1:1 맞춤 실습의 개별 교육을 제공을 통해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대조군에게는 

퇴원시 제공되는 일반적인 중재만을 제공하였다. 중재전 중심정맥관 자기

관리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고, 퇴원 이후 2주 시점에서 중심정맥관 자기관

리 지식, 태도, 수행을 측정하였으며, 중심정맥관을 삽입한지 3개월 되는 시

점에서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빈도를 측정하여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

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과 연구가설 

검증은 Chi-square test, t-test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은 암환자의 자기관리 

지식(p=.007), 자기관리 태도(p<.001), 자기관리 수행(p=.002)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은 중심정

맥관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p=.030).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를 위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

로그램이 암환자의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행을 증진시키고 중심정맥관 합

병증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심정맥관을 가진 암환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중심정맥관을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암환자,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행, 중심정맥관 

        합병증

학   번 : 2008-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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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치료 현장이 입원 병동에서 외래과 가정으로 이동되고(Savoie et 

al., 2006) 치료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를 위해 삽입된 각종 의료 

장치 관리에 대한 환자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다.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 등을 진단받은 암환자는 6-12개월간 주

기적인 항암화학요법이나 수혈이나 영양제와 항생제 투여 등 각종 정맥

주사요법과 치료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Gallieni, Pittiruti & Biffi, 2008; Galloway, 2010). 이를 위한 정맥접

근 방법은 1회의 정맥천자 이후 통증 없이 반복적으로 채혈이나 약물 

주입이 가능하고, 수포성 항암제 투여의 제한이 없는 중심정맥관이다

(박정윤 & 박연환, 2011; Sansivero, 2010). 주로 장기간 유지가 가능

한 히크만 카테터와 펌 카테터와 같은 턴넬형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며, 

조기 퇴원과 외래 항암치료의 안전성이 입증되면서(Allan, Buckstein 

& Imrie, 2001)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가 증가하였다.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한 암환자는 가정에서 중심정맥관의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

류 수행이 요구된다(Shapey, Foster, Whitehouse, Jumaa & Bion, 

2009). 중심정맥관 관리가 소홀하면, 삽입부위의 국소감염이나 혈류 감

염에 의한 전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Butt, Afzal, Ahmad, Hussain 

& Anwar, 2004). 또한 혈전이나 침전물로 수액이 주입되지 않는 폐색

(Hamilton & Foxcroft, 2007)이나 관이 빠지거나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정맥관 손상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김은정 

등, 2010; 김의종, 2011; Hamilton & Foxcroft, 2007). 이로 인해 암 

치료의 지연, 재원일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Console et al., 

2007; Nosari et al., 2006)뿐만 아니라 사망률 증가와 같은 치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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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Zitella, 2003).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 각 의료기간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손씻기와 표준주의 이행 활동

이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에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영호, 

1996; Bishop et al., 2007; Hamilton & Foxcroft, 2007; Karthaus 

et al., 2002). 지금까지 국내외 선행연구는 의료진 대상의 중심정맥관 

관리에 집중되었고, 일부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감염관

리에만 중점을 두어(조영수, 2002) 중심정맥관을 갖고 퇴원하는 암환자

를 위한 중심정맥관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암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암환자 스스로 중심정맥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환자가 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Tattersall, 2002; Wilson, 2008). 

가정에서 중심정맥관 관리 중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예기치 못

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 암환자 스스로 자신의 중심정맥관을 관리해

야 하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

며, 의료진 상담이나 의료기관 방문이나 도움이 되는 자원을 활용하고, 

의료진과의 파트너십 통해 문제 발견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고, 중심

정맥관 기능 유지를 위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Lorig & 

Holman, 2003; Moureau, Poole, Murdock, Gray & Semba, 2002). 

중심정맥관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경험이 있거나 합병증이 발생하

면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다시 삽입해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퇴

원을 꺼려하기도 하고(이혜미, 2004; Møller, Borregaard, Tvede & 

Adamsen, 2005), 퇴원시점에서 중심정맥관 제거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를 기피하고 인근  병원이나 

외래를 방문하여 중심정맥관을 관리받는 경우도 많아(박정윤, 김신, 조

양희 & 서철원, 2007; Allan et al., 2001; Consol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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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한다.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지식이 부족하면,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고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조영수, 2002; Møller et al., 2005). 이러한 부족한 지식

과 부정적인 태도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을 방해하여 중심정맥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부 국외연구에서 자기관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중심정맥관 감염이 감소하고 환자의 자기관리

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Møller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를 대상으

로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심정맥관에 대한 문제 해

결, 의사결정, 자원 동원, 및 파트너십 형성,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의 

자기관리기술을 적용하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 대상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 암환자의 자기관리 간호중재 전략을 

제안하고 간호실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관리기술을 이용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암환자의 자기관리(지식, 태도, 

수행)와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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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가.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CVC S-MEP) 

암환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력, 파트너십 

형성,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의 자기관리기술(Lorig & Holman, 2003)을 

습득하여 중심정맥관 자기관리를 위한 지식, 태도, 수행을 증진하여 중

심정맥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프로그

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암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4주간 주 1회, 교육책

자, 동영상 CD 및 중심정맥관 모형을 이용한 개별 교육과 자가관리 수

행을 감독 관찰하는 1:1 맞춤 실습으로 구성된다. 

나.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Ÿ 이론적 정의: 의사에 의해 멸균적으로 중심정맥 내에 삽입된 관을 의

미하며(Sansivero, 2010), 비터널형, 말초삽입형, 터널형 중심정맥관

과 같이 관이 피부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와 케모포트와 같이 피하에 

삽입된 형태가 있다.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감염과 폐색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

린희석액 관류가 요구된다. 

Ÿ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 등의 혈액

질환을 진단받은 암환자가 장기간의 암치료를 위해 삽입한 히크만 카

테터와 펌카테터와 같은 터널형 중심정맥관을 의미한다. 

다. 자기관리(self-management) 

Ÿ 이론적 정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이 증상이나 신체적, 

심리사회적 상태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조절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 5 -

(Lorig & Holman, 2003),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한 암환자가 가

정에서 중심정맥관의 유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Ÿ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

용하여 측정한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행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 지식이 높고 태도가 긍정적이며,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라. 중심정맥관 합병증

Ÿ 이론적 정의: 중심정맥관 합병증은 중심정맥관 사용의 중단이나 제거

가 필요한 중심정맥관의 감염, 폐색, 정맥관 파손을 말하며, 감염은 

삽입부위의 국소감염증상인 발적, 통증, 분비물, 부종 등이 있거나, 

말초혈액이나 중심정맥관을 통한 혈액 배양이나 중심정맥관 제거 후 

균 배양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있는 경우(김은정 et al., 2010)를 의

미한다. 폐색이란 중심정맥관의 개존성이 확보되지 않고 혈액역류나 

약물이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Cortelezzia et al., 2003; 

Freytes, 2000), 정맥관 파손은 정맥관에 물리적인 압력이나 자극이 

가해지면서 찢어지거나 잘려진 경우를 의미한다.

Ÿ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지 3개월 되는 시점

에서 후향적으로 3개월간의 전자의무기록으로 검색한 감염, 폐색, 정

맥관 파손의 합병증이 발생한 건수를 의미한다. 감염은 혈액배양 검

사와 tip 배양검사 상 양성 결과인 경우, 폐색은 간호기록 상 '막힘', 

'혈액역류 불가'인 경우, 정맥관 파손은 의무기록 상 '손상'이나 '파손'

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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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사용과 합병증 예방

암환자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고용량 또는 표준용량의 항암화학요법

이나 항구토제, 진통제, 항생제, 비경구영양제 투여 등의 정맥주사요법을 

위해 반복적인 침습적 정맥천자를 경험할 수 있다. 이때 흔히 삽입하는 

말초정맥관은 연령과 환경 제한 없이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나, 정기

적인 교환이 요구되고(Halderman, 2000), 장기간의 정맥주사요법으로 

정맥이 경화되면 정맥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포도당 농축액, 

고농도 전해질, 수포성 항암제 등은 정맥에 자극을 주어 정맥염 발생 위

험이 높다(Sansivero, 2010). 장기적인 정맥주사요법이 예상되는 암환자

에게 말초정맥으로 반복적인 정맥천자를 시행하게 되면, 통증과 불편감

을 유발하고(Halderman, 2000; Jackson, 2003), 항암제의 혈관외 유출

과 그로 인한 조직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Freytes, 2000). 

반면, 중심정맥관은 1회의 정맥천자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며, 고삼투압

성 약물과 자극성 약물 투여에도 혈관 자극이 덜하고, 동시에 여러 약물 투

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통증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이에 장기간의 정

맥주사요법이 예상되는 암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1.6%의 암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고(박정윤 & 박연환, 2011), 

국외에서는 암환자 치료 프로토콜에 중심정맥관 삽입이 포함되어 있어 대

부분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다(Hamilton & Foxcroft, 2007).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 환자는 진단을 받으면 히크만 카테터나 펌 

카테터와 같은 턴넬형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며, 이는 정맥관 출구와 정맥관

이 삽입된 정맥까지의 피하터널이 있어 미생물 침입을 예방하여(Macklin, 

2010) 6-12개월 이상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중심정맥관은 피부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암환자는 입원치료 동안

이나 퇴원후 가정에서 감염, 혈전, 폐색, 정맥관 파손 등의 합병증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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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가지고 있다(Butt, et al., 2004; Cortelezzia et al., 2003; 

Karthaus et al., 2002). Nosari 등(2006)은 2년간 혈액질환자를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중심정맥관이 빠지거나 부분적으로 찢어

지는 손상과 혈전에 의한 폐색으로 제거한 경우가 3.9~6.1%라고 보고하였

다. 통원 치료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 중심정맥관 기능 

이상으로 기존 치료 중단이 43%, 중심정맥관 재삽입 29%, 응급실 방문 

9%, 입원 치료 6%로 보고하였다(Moureau et al., 2002).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발생이 국외 연구에서 10.1%였으며(Nosari et al., 

2006), 국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9%로 나타났다(김은정 

et al., 2010). 중심정맥관 감염률은 중심정맥관 보유일 수를 분모로 하고, 

중심정맥관 감염 발생건수를 분자로 하여 1,000 보유일수당 발생률로 보고

하였을 때, 삽입부위 감염이 0.26, 혈류 감염은 0.19 이었다(Moureau et 

al, 2002). 그 외 중심정맥관이 고의적이나 저절로 빠진 경우, 내관이 찢어

진 파손, 혈전에 의한 폐색 등의 합병증 발생률은 3.0 ~ 6.1%였다(김은정 

등, 2010; Nosari et al., 2006). 그 외에도 부주의하게 중심정맥관을 당기

게 되면 중심정맥관이 빠지거나 끊어질 수 있고, 이중 중심정맥관 일부가 

빠지면 혈액역류가 되지 않거나 수액주입 속도가 느려지거나 주입된 수액

이 삽입부위 주변으로 새어 나올 수 있다(Moureau et al., 2002). 이때 수

액이 자극적이고 수포성이라면 중심정맥관 삽입주변 피부의 부종이나 통

증, 불편감을 야기시키고 심하면 피부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Cortelezzi 

et al., 2005). 이때 즉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

며, 중심정맥관을 제거해야 할 수 있고,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심정맥

관 재삽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암환자의 경우 암치료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하므로 

중심정맥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은 인체

에 있던 박테리아가 정맥관 삽입 부위를 타고 들어가서 정맥관에 집락화를 

이루거나 정맥관을 통한 채혈이나 수액의 주입, 세트의 교환 과정, 투약 등

과 같은 정맥관 조작과정에서 여러 박테리아가 정맥관 내관을 따라 인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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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다(Macklin, 2010; Sheapey et al., 2009). 주 감염

의 원인 균주는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CNS), S. anureus, 

Candida가 주종을 이루며, 피부에서 상행 감염되는 주 감염원으로 손씻기

와 무균술 조작으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Møller et al., 2005; 

Toscano et al., 2009). 따라서 중심정맥관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은 삽입

부위 소독을 비롯하여 채혈이나 수액 주입, 세트 교환, 투약과 같은 정맥관 

조작 과정에서 무균법을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Macklin, 2010).

중심정맥관 합병증의 하나인 폐색은 중심정맥관 조작시 내강으로 혈액이 

들어와 응고되면서 만들어진 혈괴로 발생할 수 있다(Cortelezzia et al., 

2003; Doran et al., 2009; Hamilton & Foxcroft, 2007). 의료기관에서는 

일정 헤파린용액의 농도와 주입 용량 및 주기를 지침으로 정해 중심정맥관 

내관에 헤파린희석액을 관류하는 것으로 폐색을 예방한다(Bishop et al., 

2007). 국외의 경우는 헤파린희석액이 채워진 주사기가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어(Macklin, 2010) 중심정맥관 자가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헤파린희석액 용기로부터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해진 

용량을 무균적으로 빼내어 중심정맥관에 주입해야 한다. 

중심정맥관은 삽입시 관의 빠짐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관 출구 부위를 피

부와 봉합하며, 피하터널의 다크론커프(Dacron cuff)가 고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3-4주 후 실밥을 제거할 것을 추천한다. 실밥 제거로 중심정맥관이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지만 실밥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제거

가 추천된다(Green, 2008). 

이상의 문헌에서 중심정맥관은 암치료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용한 혈관장

치이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암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치료의 지연

이나 의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적

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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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암환자는 보통 6-12개월 동안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으며(Allan et 

al., 2001), 처음 4주간의 입원 치료 후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였

다가 10-14일후 외래 방문이나 재입원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중심

정맥관 합병증 예방과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중심정맥관 관리가 요

구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퇴원전 중심정맥관 관리교육이 제공된

다(Johansson, Bjorkholm, Wredling, Kalin & Engervall, 2001; 

Møller et al., 2005). 

본 연구기관의 중심정맥관 관리는 지침에 의거하여 혈액검사와 혈액배양

검사를 처방시 의사가 중심정맥관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며, 실밥제거와 삽

입부위 소독을 하며, 간호사는 각종 정맥주사요법을 투여하거나 정기적인 

수액세트 교환과 중심정맥관 정기적인 삽입부위 소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사정과 관의 개존성을 매일 평가하며, 중심정맥관 

합병증 평가를 위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관찰한다.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숙련성을 갖추고 중심정맥관 유지에 

필요한 정기적인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희석액 관류를 수행하며

(Camp-Sorrell, 2010; Mills et al., 2014), 그 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

심정맥관 관리는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두려운 실무로 중심정맥관 관리를 

맡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가족에게 신체적, 사회심리적, 감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Janda, Stanek, Newman, Obermair & Trimmel, 

2002; Møller & Adamsen, 2010), Moller 와 Adamsen (2010)는 중심정

맥관을 삽입한 환자들이 두려움이나 우울, 충격, 분노 등의 감정을 갖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는 암환자는 샤워시 투명

필름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감염이 생긴다는 두려움과 중심정맥관이 빠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높았으며(이혜미, 2004), 외관상 도출되어 있는 중심정

맥관이 환자 자신이나 가족 및 타인에게 암환자 표식이 된다고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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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1988; Møller & Adamsen, 2010), 이러한 신체상의 변화로 사

회적인 격리감이나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은 미생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고 외부 미생물에 

의해 피부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며(Fitzpatrick, 1999; 

Moureau et al., 2002), 관을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소독하고, 소독제가 

완전히 마른 후 드레싱 제품을 적용한다. 드레싱 제품에는 투명 필름제제와 

거즈 제제가 있다. 투명필름제제는 외부의 물과 세균을 차단할 수 있고, 삽

입부위 관찰이 가능하고,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며 관을 안전하게 고정해주

며(Karthaus et al., 2002; Macklin, 2010), 거즈 제제는 땀이 많이 나거나 

염증이나 출혈 등의 분비물이 있는 경우 적용하며, 2일마다 교환한다. 그러

나, 일상생활 중 중심정맥관이 당겨지거나 과격한 움직임으로 삽입부위 소

독이 땀, 혈액이나 분비물로 오염되게 되면 교환주기에 상관없이 삽입부위 

소독을 시행한다. 이때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발적, 부종, 분비물 등의 감

염증상을 평가한다(Møller & Adamsen, 2010; Møller et al., 2005). 중심

정맥관 삽입부위 주변의 통증이나 압통이 발생하면 감염 상태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혈액검사나 혈액배양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

될 수 있다. 갑자기 오한이나 고열, 전신 허약, 두통, 오심과 구토, 저혈압, 

청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패혈증 치료가 요구되므로 의료기관을 방문

해야 한다(Butt, et al., 2004; Cortelezzia et al., 2003; Karthaus et al., 

2002). 

감염 예방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은 몸에 있는 중심정맥관을 

노출시켜 감염관리 원칙에 따라 무균적으로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에게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술기로 반복 실습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중심

정맥관 개존성 유지를 위해 1:100으로 희석된 헤파린 용액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일정 용량을 뽑아 암환자 자신의 중심정맥관으로 주입해야 한다. 한 

국외 연구에서도 중심정맥관을 가진 암환자가 이 과정에 대한 어려움 경험

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Møller & Adamsen, 2010) 이는 일반인에게 두

려움을 줄 수 있는 조작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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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에 대한 무균조작과 실무기술의 어려움도 자기관리 수행을 기

피하게 만들지만, 몇몇의 국외연구에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가 중심정맥관

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

고하였다(Møller et al., 2005).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에서 주로 합병증 예

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심정맥관 관리를 수행하는 환자의 심리적 중재도 

매우 중요하므로 환자의 심리적, 감정적, 실무적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원기간 동안 중심정맥관은 의료인에 의해 관리되지만 다음 치료를 위

해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는 가정에서 중심정맥관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헌에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합

병증을 알고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심정맥관 기능 유지를 

위한 숙련된 술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심정맥관 자기관

리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3.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적용 효과

자기관리란 만성질환을 겪으며 살아가면서 한 개인이 증상, 치료, 신체

적 심리사회적 결과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관리할 능력으로 자신의 행동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Lorig & Holman, 2003).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과 안녕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구조화된 중재이다. 

주 대상자는 주로 만성질환자이며, 완치가 되지 않고 질병 조절이 요구되

는 질환적 특성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Davies, 2010).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관

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도록 돕는다(Co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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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 2009; Davies, 2010). 

자기관리는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는 것에 기반을 두며(Bodenheimer, 

Lorig, Holman & Grumbach, 2002; Jackson, 2003). 이때 문제해결이란 

대상자가 지각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

책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Coster & 

Norman, 2009; Lorig & Holman, 2003). 중심정맥관을 갖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중심정맥관을 비롯한 다양한 간호문제에 대해 항상 의료진에게 

의존하였지만, 퇴원하여 가정에서 중심정맥관을 가진 채로 일상생활을 하

면서 경험하는 간호문제는 본인이 직접 즉각적으로 해결 및 대처해야 할 책

임을 가진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결정은 대상자에게 요구

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으로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Gaston & Mitchell, 2005). 변화된 증상이나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그대로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

해서는 충분한 학습이 요구된다. 중심정맥관 합병증의 조기 증상이나 이상

반응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중심정맥관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핵심적인 자기관리 기술 중의 하나는 자원동원성이며, 문제 상황에서 성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Yuan, 2010). 또한,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 이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 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능력이다(Bodenheimer et al., 2002; Lorig & Holman, 2003). 구체적으

로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가진 대상자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자기관리를 위한 문제해결이나 의

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응급조

치와 이상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얻기 위해 정

확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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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자기맞춤 수행은 자기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수행하는 것이며, 중

심정맥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류 수행과  

일상생활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포함될 수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는 임상적 

혹은 물리적인 결과로 대사적 결과, 폐기능, 질병의 심각성 정도로 평가하

였으며, 기능적 결과는 활동 제한 정도나 통증 유무 등으로 확인하였다. 또

한, 인지적 결과로는 자기 효능감이나 지식, 환자 만족도, 약물 부작용에 대

한 지식, 심리적인 건강 상태 또는 응급실 방문이나 외래 방문 등의 의료 이

용과 비용효과를 보았다(Coster & Norman, 2009; Møller et al., 2005).

스트레스로 인해 무력감을 느낀 대상자는 스트레스 면역 훈련 프로그램

에 참여한 후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관

리기술을 사용하였다(Coster & Norman, 2009; Gaston & Mitchell, 

2005). 국외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서 장애 예

방에 초점을 둔 중점을 둔 기존 연구에 비해 환자가 인지한 통증에 대한 문

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환자의 자가관리수행이 증진되

고 임상적 지표로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Foster, Brown, 

Killen & Brearley, 2007; Lorig & Holman, 2003). 그리고, 심장질환 노

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가관리 지식, 수행 및 디스트레스가 감

소하였으며(Davies, 2010), 노인 대상의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인 건강상태

가 향상되고 자원활용이 증가된 것을 보여 주었고(Bodenheimer et al., 

2002), 자기관리 수행 및 태도가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Wilson, 2008). 그 

외에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의료진과의 협력 관계가 향상됨에 

따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증가하였으며(Coster & Norman, 2009; 

Møller, et al., 2005), 피로와 디스트레스가 감소되고(Davies, 2010), 역할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Wilson, 2008).

이상의 문헌에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자기

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자기관리에 필수적인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고 자기

관리수행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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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지표로서 대상자의 자기

관리 지식, 태도, 수행이 되며, 임상적 지표로서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빈

도가 포함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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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1. 연구의 개념틀

본 연구의 개념틀은 문헌고찰과 Lorig와 Holman(2003)의 자기관리 

(self-management)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는 중심정맥관의 기능 유지와 합병

증 예방을 위해 중심정맥관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중심정맥관 삽

입부위 소독과 헤파희석액 관류를 위해 중심정맥관의 기능과 사용 원리를 

이해하고, 숙련된 실천을 위한 반복 실습이 필요하다(Møller & Adamsen, 

2010; Moureau et al., 2002). 또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예

기치 못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오복자, 이은옥, 태영숙 & 엄동춘, 1996; 

이혜미, 2004; Camp-Sorrell, 2007)나 생활의 제약을 숙지해야 한다. 중

심정맥관 합병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이

나 생활양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것

과 암진단 및 치료의 일련 과정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Møller & Adamsen, 2010) 암환자 스스로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

도록 의료진과의 완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자기관리기술을 습득은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CVC S-MEP)

의 주된 구성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력, 의료진과의 파트너

십 형성, 숙련된 자기 맞춤 수행의 자기관리기술 활용으로 구성된 CVC 

S-MEP가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에 영

향을 주어 중심정맥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한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지식이 부족

한 경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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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이 부족하며,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조영수, 2002; Møller et al., 

2005).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암환자는 자기관리수

행을 기피하고 두려움을 가지므로 적절한 자기관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박정윤 등, 2007; Møller & Adamsen, 2010). 따라서, CVC 

S-MEP를 개발하여 적용하면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가관리지식, 태도, 수

행이 증진되어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 1과 같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CVC=central venous catheter; CVC S-MEP= 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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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VC S-MEP를 제공받은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프로그램 제공 

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자기관리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1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2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3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심정맥관의 자기관리 수행 점수가 높

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수가 적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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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본 연구는 CVC S-MEP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연구자 준비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 연구자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서 정맥주입전문간호사로서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암환자를 포

함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간호, 교육, 상당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정맥주입전문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암환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하고자 하여 본 프로그램을 진

행할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나.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암환자의 경험 면담 

중심정맥관을 직접 관리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과의 면담은 일상생활이

나 샤워 및 여행시 중심정맥관 관리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제공할 수 있고, 환자들의 시각에서 중심정맥관 관리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1회 이상 

퇴원한 경험이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자는 총 3명이었으며, 면담 동의를 받은 후 면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수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문헌과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

으며, 주요 면담 질문은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험은 어떠한

가?", "중심정맥관 관리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스스로 중심정맥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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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이었다. 

면담 장소는 환자의 병실이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고, 면담 내용은 환자

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다. 면담 시간은 환자 1인당 50분 ~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다. 기존 중심정맥관 관리 집단교육 분석

연구가 수행된 기관에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를 대상

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심정맥관 관리 집단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

였다. 분석 내용으로 교육 제공 방법과 교육시기를 포함하여 참여 대상

자 모집 방법과 대상자의 특성과 정보 제공의 세부 내용 및 실습 형태를 

포함하였으며, 합병증 관련 내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내

용을 확인하였다.

라. CVC S-MEP의 구성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의 면담을 통해 얻은 암환자의 교육 경험과 기

존 집단교육을 분석하고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프

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마. CVC S-MEP의 타당도 검증과 예비조사

구성된 프로그램은 혈액종양 전문의 1인, 정맥주입전문간호사 1인, 혈

액종양병동 수간호사 1인 과 성인간호학 전공의 간호학 교수 1인 등 전

문가의 자문을 얻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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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 Ye1 X Ye2,Ye3

Cont. Yc1 X′ Yc2,Yc3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CVC: Central venous catheter.

X : 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CVC S-MEP)

X : Usual patient education

Ye1,Yc1: Self-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attitude(1 day after CVC insertion)

Ye2,Yc2: Self-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attitude, Self-management behavior 

        (1st revisited after 2weeks)

Ye3,Yc3: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until 3months)

2.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적용 효과

가.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VC S-MEP을 제공한 후 환자의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

행 및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

조군 시차설계를 이용하였다(Fig. 2). 

Figure 2.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나. 연구 대상자

서울 소재의 'A' 종합병원 종양내과와 혈액내과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로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9세 이상 70세까지의 성인

(2) 항암치료를 위해 처음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자 

(3) 환자 자신 혹은 가족과 함께 퇴원 교육 참여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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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응답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5)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변수는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행과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수이다. 덴마아크의 혈액질환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를 수행한 무작위 연구에서(Møller et al., 

2005)는 중심정맥관 감염발생률이 50%에서 0%로 감소하였으며, 캐나다

의 24명의 소아 암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을 제

공하고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6명(25%)에서 합병

증이 발생하였다(Stockwell, Adams, Andrew, Cameron & Pai, 1983). 이

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과의 크기를 0.8로 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를 적용하여 분석 방법을 2개 집단, 독립표본 t-검정, 양측

검정을 기준을 했을 때, G* Power 3.1(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로 산출한 결과 각 군당 26명이 산출되었다. 

대조군은 2011년 4~5월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환자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31명이 사전조사에 응했으나, 사전조사를 마친 이후 치료 중 

사망한 환자가 2명이었으며, 치료가 지연된 환자가 2명, 퇴원 전과 퇴원시

점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환자가 3명으로 사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탈락되었다. 사후조사까지 자료수집이 완료된 대상자는 총 24명이었다. 

실험군은 2011년 6~8월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선

정기준에 따라 26명이 사전조사에 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각 

설문 문항마다 똑같은 응답을 작성한 한 명을 탈락 처리하였다. 또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자와 장기 치료를 예상하였으나 치료 프로토콜의 변경으로 

퇴원시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자를 탈락 처리하였다. 그리고 한 명은 암치료 

부작용이 회복되지 않아 퇴원이 연기되면서 다음 주기의 항암 치료가 진행

되어 입원기간이 8주 이상이 되어 사후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탈락하였

다. 마지막으로 한 명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경과 관찰 실패로

(follow-up loss) 사후조사가 되지 않아 탈락되었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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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률은 19.3%(실험군 16.0%, 대조군 22.6%)였다. 중심정맥관 합

병증 발생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한지 3개월되는 시점에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은 21명, 대조군은 24명

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암환자의 진단과 중심정맥관의 종류는 혈액암 대상자와 턴

넬형 중심정맥관으로 통제하였다. 그리고,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삽입 부위 소독방법이나 소독물품, 헤파린 희석액 준

비물품이나 실무 절차 등의 중심정맥관 지침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행되

므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Figure 3. Flow chart of study participants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CVC: central venous 

catheter; CVC S-MEP: 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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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도구 

1) 자기관리 지식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

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조영수, 2002) 형식

을 참고하여 문헌고찰(박정윤 등, 2007; 오복자 등, 2004; Møller & 

Adamsen, 2010; Møller et al., 2005)을 토대로 항목을 개발하였다. 내

용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맥주입 및 종양혈액 임상전문간호사 2인, 혈액

종양내과 수간호사 3인, 혈액종양병동 책임간호사 2인으로 총 7인에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 CVI가 0.85

였다. 측정 항목은 중심정맥관 기능과 구조 2문항, 무균조작 6문항, 중

심정맥관 삽입부위 사정 1문항, 소독 방법 3문항, 헤파린희석액 관류 방

법과 헤파린희석액 보관 3문항, 일상생활과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 5문

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맞다'와 '틀리다'로 응답

한다.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모두 합산하며 총

점의 범위는 0점부터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기관리 태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가치관으로 신뢰도와 타당

도가 보고된 측정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Moller와 

Adamsen(2010)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태도에 대한 문항을 참조하여 

총 7문항의 4점 평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작성된 도구의 내용타당성 검

증을 위해 정맥주입 및 종양혈액 임상전문간호사 2인, 혈액종양내과 수

간호사 3인, 혈액종양병동 책임간호사 2인으로 총 7인에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 CVI가 0.80이었다.

측정항목은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자신감 3문항, 중요성 인식 1문항, 

독립성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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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정말 그렇다는 4점으로 총점을 모두 합산하며, 점수 범위는 최저 7점

에서 최고 2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71이었

다.

3) 자기관리 수행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 스스로 중심정맥관 기능 유지를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된 특정도구는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자기간호수행 측정도구(조영수, 2002) 형식을 참고하여 문헌고찰(박정윤 

등, 2007; 오복자 등, 1996; 이혜미, 2004; Møller & Adamsen, 2010; 

Møller et al., 2005)을 토대로 항목을 개발하였다. 작성된 도구의 내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맥주입 및 종양전문간호사 2인, 혈액종양내과 수

간호사 3인, 혈액종양병동 책임간호사 2인으로 총 7 총 7인에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 CVI가 0.85이었다.

측정 항목은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 2문항, 손씻기 1문항, 삽입부위 

소독 3문항, 헤파희석액 관류 2문항, 일생생활 수칙 이행 2문항의 총 10문

항으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중심정맥관 합병증

중심정맥관 삽입으로부터 3개월되는 시점에 후향적으로 3개월간의 전

자의무기록을 조회하여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수를 조사하였다. 감

염은 균 배양검사상 양성 결과나 임상의 판단의 전자의무기록으로, 폐색

은 '막힘'이나 '혈액역류 불가'의 전자의무기록으로, 정맥관 파손은 '정맥

관 파손, 손상'의 전자의무기록으로 확인하였다. 폐색으로 중심정맥관 사

용을 중단하였지만 의학적 중재로 회복이 된 경우에도 발생 건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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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재발된 경우는 새로운 발생으로 처리하였다. 

5)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 정도, 결혼상태, 직업을 수

집하였다. 외생변수로 질병 관련 특성으로 진단명, 치료방법, 첫 번째 입

원기간, 입원일, 퇴원일, 가정에서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기간, 3개월 

동안의 입퇴원 횟수와 총 재원일수를 포함하였으며, 중심정맥관 관련 특

성으로 중심정맥관의 종류, 삽입일, 제거일, 합병증 종류, 합병증 발생일

을 포함하였다(부록 3). 

라. 실험 처치

대조군에게는 기존의 중심정맥관 관리 집단교육(1회 40~50분)이 제공

되었다. 대상자의 집단교육 참석을 격려하였고, 연구자가 개발한 [중심

정맥관 관리] 안내 책자를 제공하였다(부록7). 집단교육에서 전문간호사

가 중심정맥관 모형을 이용하여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희석액 관류에 대

한 시범을 보여 주었다. 대조군 중 1명은 집단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담당간호사로부터 개별 교육을 받고 퇴원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CVC S-MEP를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의 진행은 4주간 4회 5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암환자 치료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공 시간을 조정하였다. 중심정맥관을 처음 삽입하는 암환자

는 치료와 관련된 질병관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관

리에 대한 교육 내용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심정맥관 시술과 관련된 

급성 통증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반기에는 주로 중심정맥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시간을 가졌다. 통증이 완화되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

심정맥관의 구조와 기능을 포함하여 자기관리와 일상생활, 합병증 관리 등

을 단계별로 나누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중심정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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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실습 횟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중심정맥관 모형을 이용한 1;1 맞춤 실습의 개별교육이 

포함되며, 회당 교육 시간은 50분 이내였다. 대상자가 등록되는대로 프로그

램을 개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4차 모두 참석하도록 격려하였다. 병동내 

면담실과 침상에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치료실에서 모형을 

통한 시범을 보여주고 실습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모든 차시는 연구

자가 진행하였고 각 차시마다 내용을 구성표에 따라 진행하였다(부록 6).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회차는 중심정맥관을 삽입을 마치고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시점으

로 입원 1주일 이내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연구자를 소개

한 후 목적, 연구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중심정맥관에 대한 암

환자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관리

지식과 태도를 사정한 후 [중심정맥관 관리] 안내책자 자료를 이용하여 암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의 사용과 기능에 대해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동반한 배우자나 가족도 교육에 참여시켰다. 교육 내용에 대해 질의 응

답한 후 다음 교육 시간을 정한 후 교육을 종결하였다. 

(2) 2 회차는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직후로 입원 7-10일에 실시하였다. 

중심정맥관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가

정에서 수행해야 할 중심정맥관 자기 관리 내용(중심정맥관 삽입부위 평가, 

삽입부위 소독, 헤파린희석액 준비와 보관, 헤파희석액 관류, 중심정맥관 

합병증 종류, 샤워준비를 포함한 일상생활 활동, 응급대처)을 30분간 교육

하였다. 암환자와 보호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

기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자기관리 수행을 향상시키

도록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3) 3회차는 입원 중 2주-3주에 실시하였으며, 중심정맥관 모형과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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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희석액 관류에 대한 절차를 

시범을 보였으며, 모형을 통한 실습을 감독하였다. 물품의 준비사항을 확인

하고, 수행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하였으며, 무균조작과 물품 사용방법을 숙

지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을 제공하였다. 샤워시 중심정맥관을 밀폐하는 방

법을 교육하였으며, 중심정맥관 합병증 사례를 공유하였다.  

(4) 4회차는 입원 4주째 퇴원 전날이나 당일 날에 실시하였으며, 구입한 

준비물품을 점검하고 직접 중심정맥관 자가관리 수행하는 모습을 연구자가 

개발한 체크리스트(부록5)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대

상자가 원하는 경우 반복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공하였다. 그외 

퇴원 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사항인 감염, 폐색, 정맥관 손상과 같은 중심

정맥관 합병증 조기 증상과 응급 대처, 샤워나 목욕 등의 일상 활동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숙지 정도를 점검하고 재교육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용

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든 참석자에게 프로그램 종료사실을 알

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으며, 10-14일후 외래방문이나 재입원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할 것임을 알렸다.

마.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었으

며, 대조군은 4-5월, 실험군은 6-8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환자를 대

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구하였다(부록1). 

병동의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혹은 담당간호사의 협조로 중심정맥관 자

기관리 지식과 태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사후조사는 대조군은 입원 동안 기존의 집단교육에 참여한 후 퇴원 후 2

주 시점에서 자기관리 지식과 태도와 가정에서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

행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은 사후조사를 CVC S-MEP을 참여한 후 퇴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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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시점에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행을 측정하였다. 두 군의 

중심정맥관 합병증 관련 변수는 연구자가 중심정맥관 삽입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서 후향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실험적 처치(CVC S-MEP)를 실시하고, 해당 병동의 수간호

사, 책임간호사 혹은 담당간호사가 사전 사후 측정을 담당하여 자료수집시

의 후광효과(Halo effect)를 최소화하였다. 

바.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본 연구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의

료기관의 임상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과제번호: 

2010-0752) 진행하였다(부록2). 항암치료를 위해 종양내과나 혈액내과

에 입원한 환자 중 처음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환자를 중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유 의사에 따라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치

료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잠금 장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으며, 자료는 연구자 1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수한 설

문지는 자료수집을 마친 뒤 무기명으로 부호화하여 전산 입력하였고, 논문

이 출판된 이후 분쇄 폐기할 것이다.  

사. 자료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1.0 for Windows(SPSS Inc., 

2009)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은 chi-square test, t-test로 사전 동

질성을 검증하였다.

(2)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통계량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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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질병 특성 및 중심정맥관 관련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하였다.

(4) 자기간호태도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다.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종속변수 차이 검정은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였다. 

(6)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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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가.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경험에 대한 면담분석 결과 

면담자의 나이는 32~ 47세었으며, 남자가 1명 여자가 3명이었다. 진

단명은 림프종, 다발 골수종,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각각 1명씩이었으며, 

진단을 받고 입원한지 1주일 이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퇴원 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였으

며, 관의 개존성과 삽입부위 소독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거나(2명), 보호

자와 함께 직접 수행하였다(1명). 중심정맥관 관리 교육은 1명을 제외하

고 담당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1회 이상 직

접 중심정맥관 관리를 수행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리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면담 내

용 분석한 결과, 중심정맥관 교육 당시 관리를 위한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

린희석액 수행으로 인해 두려움, 불안,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였으며, 무균조

작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간호사의 지지와 격려,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암환자와 보호자는 중요한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심정맥관을 통해 수

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중심

정맥관 관리 시도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무균술과 소독, 주사기

를 통한 약물 등의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여 처음 교육에서 환자 스스로 

중심정맥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리

고, 미흡한 중심정맥관 관리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에 두렵고 불안하여 

의료인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하였다. 면담자 대부분은 중심정맥

관 기능 유지를 요구되는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희석액 관류에 있어 복잡하

고 엄격한 절차로 인한 수행의 어려움과 의료물품 사용의 미숙함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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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기존 집단교육에서 모형을 통한 실습만으로는 중심정맥관 자가

관리가 어렵고, 적어도 1회 이상 간호사로부터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점검

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는 대부분의 암환자가 중심

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 요

구가 높았고, 퇴원 전 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다는 것이었다. 

나. 기존 집단교육 분석 결과 

기존의 중심정맥관 관리 집단교육이 모든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

니고 원하는 대상자만 참여하고 있어 참석율이 높지 않았다. 대부분의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는 퇴원 직전에 집단교육에 1~2회 정도 자발적

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육을 받는 시기는 환자마다 다양하며, 교육에 참

여하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10분 이내의 중심정맥관에 대한 

개요와 주의사항 등의 이론교육 후 모형을 통한 실습을 시행하였으며, 

일방적인 강의 형태로 제공되어 대상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동기화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중심정맥관을 100% 갖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의 격리보호 환자의 경우 병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육장으로의 이동을 

기피하여 참여율이 낮았다. 임상전문간호사가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내용

을 모형을 통한 시범과 실습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당 실습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암환자와 보호자가 실무기술이 숙련되지 못한 상태로 

퇴원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의 집단교육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직후부터 교

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둘째, 반복 교육과 실습으로 퇴원 전 대상자가 중심

정맥관 자기관리 수행 능력, 기술을 숙련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퇴원 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 능력을 간호사로부터 평가 받는 것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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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부록4).

다. CVC S-MEP의 초안

연구자가 근무한 A의료기관에서 직접 제작에 참여한 [중심정맥관 관

리] 안내 책자와 [중심정맥관 자가관리] 동영상을 의료기관의 동의를 구

한 후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안내책자와 동영상의 내용은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와 중심정맥관 관리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

을 바탕으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이해, 중심정맥관의 구조와 기능, 

유지 간호와 합병증 관리 및 일상생활 수칙과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

석액 관류 절차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암환자의 자기관리 경험 면담과 기존 집단교육 분석에 근

거하여 자기관리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문제해결 능력이다.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심정맥관

의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퇴원후 수행해야 할 자기관리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중심정맥관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에 대한 사항을 숙

지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심정맥관 관련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

책을 제안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Coster & Norman, 2009; Foster et al., 2007) 개별 면담과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

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중심정맥관 합병증 사례를 제시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였으며, 자기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격려하였다. 중

심정맥관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암환자의 경우 중심정맥관 자기간호에 

대한 불안이나 합병증 발생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에서의 격리감으로 오

는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이혜미, 2004; Møller & Adamsen, 2010),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중심정맥관 합병증의 조기 증

상과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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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사결정 능력이다. 최적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정보를 기반하기 때

문에(Wilson, 2008)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중심정맥관 기능에 대한 확인은 의료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게 되

므로 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에 있어 수동적이게 된다. 그러나 중심정맥관 

합병증 평가를 위해 환자의 증상 보고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환자가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중심정맥관의 구조와 기능을 포

함하여, 유지를 위한 원리에 설명하고 무균 조작과 수행 절차 숙지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심정맥관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대화 형식으로 개별상담 과정에 포함하였으며, 

헤파린 희석액 관리, 샤워방법이나 운동 등의 일상 생활시 주의사항, 중심

정맥관 합병증 관리(합병증의 조기발견, 대처 및 예방법), 퇴원 물품과 물품 

구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자원동원성이다. 중심정맥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소개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을 안내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리에 필요한 물품 준비나 

응급 상황에서 병원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넷째, 의료인과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암환자는 가정에서도 간호사의 심

리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며 간호사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의문점을 문의

하고 자신의 지식에 대해 재확인을 받고 싶어하며 간호사로부터 조언과 교

육을 원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중심정맥관 삽입시의 경험이나 이상 증상 및 

합병증 발생 경험, 신체적 불편감 및 일상생활의 변화 등에 대해 충분히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중심정맥관 자기간호에 대한 불안이나 

합병증 발생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에서의 격리로 인한 우울을 표현하도

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이다(Foster et al., 2007; Lorig & 

Holman, 2003). 중심정맥관 기능 유지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소독

과 헤파린희석액 관류에 초점을 두었으며, 반복된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고

취시키고자 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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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손씻기와 철저한 무균술 이행은 가장 치명적인 중심정맥관 합병증인 

혈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반복된 실습을 통한 절차에 대

한 숙지와 숙련성 향상으로 부주의한 물품 사용에 의한 오염이나 주사바늘

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숙련된 기술 습득을 위해 반복적인 정보와 직접 실습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맥접근장치의 빠짐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정맥접근

장치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거나, 고리 모양으로 늘어진 관을 피부에 

부착하거나 정맥접근장치가 당겨지는 신체활동을 주의하는 등의 정보 제공

과 반복적인 직접 실습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

고, 동영상 CD 시청, 중심정맥관 모형을 통한 시범 및 1:1 자기맞춤 실습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라. 최종 CVC S-MEP 

검증 받은 예비 프로그램을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암환자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중심정맥관 시술과 관련된 급성 통증과 

암 치료로 인한 피로감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첫 방문 시점을 중심정맥관 삽입 당일에서 입원 1주

이내로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시기,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암환자의 CVC S-MEP을 

개발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와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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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 of Self-management skill through Analysis of 

Patients’ Experience and Usual Patient Education

Self-management 

skill
content

Problem solving Assess catheter exit site for signs of infection 

including erythema, tenderness, induration, and 

discharge 

Cleansing the catheter site if skin irritated

Decision making Discard expired solutions

Check for unusual appearance

Perform site care change every 7 days if using 

transparent dressing and prn if blood at site or if 

dressing loose

Choosing the dressing materials

Resource utilization Preparation of materials

Enlist caregiver assistance

Forming of      

 partnership

Collaborate with healthcare providers if any problem

Information about Central venous catheter function 

and maintenance and emergency coping strategies

Self-tailoring/taking 

 action

Perform hand hygiene before all catheter-related 

procedures

Use aseptic technique during site care procedures 

including wearing of mask

Stabilize catheter to minimize in-and-out 

movement

Applying the dressing materials

Protect catheter when bathing; use waterproof 

covering over site

CVC S-MEP: 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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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CVC S-MEP)

phase time min aims method self-management skill

First
Admission

(<1st week)
40-50

Set personal goals

Empower patients to set and attain personal goals

Express patients' experience in having central 

venous catheter 

individual 

counselling

/education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self-tailoring/taking action

Second 2nd week 40-50

Improve self-management

Provider information about CVC function, 

self-management and emergency coping strategies.

individual 

education

Demonstration 

Observation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resource utilization

self-tailoring/taking action

Third 3rd week 40-50
Correct deficits in self-management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individual 

education

Demonstration  

Self practice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self-tailoring/taking action

Four
4st week

(Discharge)
40-50

Reconfirm aims

Evaluation and reassure personal goals

individual 

education

supervised

1:1 practice

forming of partnership

self-tailoring/tak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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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효과검증

가.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평균 나이는 실험군은 44.0±9.82세였으며, 대조군은 47.9±10.91세였

다. 성별을 보면, 실험군은 남자가 11명(52.4%), 여자가 10명(47.6%)이

었으며, 대조군은 남녀 각각 15명(62.5%), 9명(37.5%)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8명(85.7%)와 19명(90.5%)에서 결혼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 정도는 실험군은 고졸이상이 16명(76.2%), 대조군은 14명

(77.7%)이었다. 

두 군간 나이, 성별, 결혼상태, 학력, 종교, 직업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동질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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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Variables Categories

Exp.
(n=21)

Cont.
(n=24)

Total
(n=45) χ2or t p

n(%) n (%) n(%)

Age(yrs) <40 8(38.1) 6(25.0) 14(31.1)

2.78 .426
41-50 8(38.1) 7(29.2) 15(33.3)

51-60 4(16.0) 7(29.2) 11(24.4)

≧61 1(4.8) 4(16.7) 5(11.1)

Mean±SD 44.0±9.80 47.9±10.91 46.1±10.49 -1.27 .210

Gender Male 11(52.4) 15(62.5) 26(57.8)
.47 .493

Female 10(47.6) 9(37.5) 19(42.2)

Marital

status

Married 18(85.7) 19(90.5) 37(88.1)

1.03 .598Widowed/

single

3(14.3) 2(9.5) 5(11.9)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5(23.8) 7(33.4) 13(23.6)

1.53 .821High

school

9(42.9) 9(42.9) 27(49.1)

College

or more

7(33.3) 5(23.8) 12(28.6)

Religion Protestant 9(42.9) 3(14.3) 12(28.6)

4.28 .233
Buddhist 3(14.3) 4(19.0) 7(16.7)

Catholic 1(4.8) 2(9.5) 3(7.1)

None 8(38.1) 12(57.1) 20(47.6)

Employment Employm

ent or

self-empl

oyed

13(61.9) 14(58.3) 27(60.0)

10.43 .165

Unemploy

ed or

others

8(38.1) 10(41.7) 18(40.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 39 -

2) 외생 변수의 동질성 검정

 진단명을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백혈병이 13명(56.0%), 18명

(63.3%)였으며, 진료과는 혈액내과가 81.0%, 87.5% 였다. 두 군간 진단

명, 진료과, 중심정맥관 종류, 첫 번째 입원의 재원기간 및 퇴원 후 자기

관리 기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하였다. 

그리고, 중심정맥관 삽입 시점부터 3개월 시점까지의 중심정맥관 합병

증 발생 관련 외생 변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입원 횟수는 실험군 

3.60±0.71 대조군 3.72±0.7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하였다. 3개

월간 총 재원 일수는 실험군 64.36±8.43 대조군 60.75±8.80으로 동질

하였으며, 3개월 이내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사례는 실험군 2건(9.6%) 

대조군 2건(8.4%)으로 동질하였으며, 제거 이유는 사망과 치료 변경에 

의한 사용 중단이 각각 1건씩 이었다(Table 4).



- 40 -

Variables Categories

Exp.
(n=21)

Cont.
(n=24) χ2or t p

n(%) n (%)

Diagnosis
Leukemia 13(56.0) 18(63.3)

4.13 .248
Lymphoma 5(23.8) 3(12.5)

MM 1(4.8) 3(12.5)

Others 2(9.5) 0(0)

Type of 

 medical unit
Hematology 17(81.0) 21(87.5)

.37 .545
Oncology 4(19.0) 3(12.5)

Type of CVC Hickman 

catheter
17(81.0) 20(83.3)

0.43 .835

Perm cath 4(19.0) 4(16.7)

Location of 

 CVC
Left 1(4.8) 1(4.2)

0.01 .923
Right 20(95.2) 24(95.8)

1st HD(day),Mean±SD 29.24±6.66 30.96±6.98 -.843 .404

Duration of home care(day), 

Mean±SD
10.00±3.41 11.33±4.80 -1.06 .295

No. of Admission during 3 

months, Mean±SD
3.60±0.71 3.72±0.73 -.26 .795

Duration of admission during 

3 months, Mean±SD
4.36±8.43 60.75±8.80 1.11 .276

CVC Removal within 3 months

  Due to Death

  Due to no longer needed

1(4.8)

1(4.8)

2(8.3)

1(4.2)

.23

.01

.632

.923

Table 4. Homogeneity test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Leukemia including acute 

myelocytic leukemia, acute biphenotypic leukemia,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nd chronic myelocytic leukemia, MM: multiple myeloma, others: 

including severe aplastic anemia, and myelodysplastic syndromes, CVC: 

central venous catheter, HD: hospital day,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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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전 결과 변수의 동질성 검정

CVC S-MEP 제공 전 자기관리 지식은 실험군이 14.67±1.23점, 대조

군은 14.70±1.56점이었고, 자기관리 태도 점수는 실험군이 15.52±2.89

점, 대조군은  16.17±2.76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하였

다(Table 5). 

Table 5.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Exp.(n=21) Cont.(n=24)
t p

Mean±SD Mean±SD

Self-management   

knowledge
14.67±1.23 14.70±1.56 -.10 .922

Self- management 

attitude
15.52±2.89 16.17±2.76 -.76 .45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나. 연구가설 검증 

제 1 가설: CVC S-MEP을 제공받은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자기관리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1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관리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 

14.67±1.23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17.57±1.43점이고, 대조군도 

14.70±1.56점에서 16.50±1.62점이었다. 두 집단의 실험 후 점수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2.34, p=.024) 제 

1부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6,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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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f-management Knowledge Score between Two Groups 

at Posttest(N=45)

Exp.(n=21) Cont.(n=24)
t p

Mean±SD Mean±SD

Self-management  

 knowledge
17.57±1.43 16.50±1.62 2.34 .2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4. Change of self-management knowledge

제 2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관리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태도 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 

15.52±2.89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22.52±2.71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

조군도 16.17±2.76점에서 19.33±3.93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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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점수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t=3.12, p=.003) 제 2부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7, Fig.5). 

Table 7. Self-management Attitude Score between Two Groups at 

Posttest(N=45)

Exp.(n=21) Cont.(n=24)
t p

Mean±SD Mean±SD

Self-management  

attitude
22.52±2.71 19.33±3.93 3.12 .003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5. Change of self-management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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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관리 수행 점수가 높을 것이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관리 수행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8.29±1.27점, 대조군은 6.92±1.5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VC 

S-MEP을 제공받은 실험군에서 더 높았으므로(t=3.24, p=.002), 제3부가

설은 지지되었다(Table 8-1). 

 

Table 8-1. Self-management Behavior Score between Two Groups 

at Posttest(N=45)

Exp.(n=21) Cont.(n=24)
t p

Mean±SD Mean±SD

Self-management  

behavior
8.29±1.27 6.92±1.53 3.14 .002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각 항목별로 중심정맥관 수행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8-2와 같다. 

중심정맥관 관리를 위해 가정간호방문 요청이나 외래 혹은 인근 병원을 방

문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 7명(33.3%), 대조군 15명(62.5%)이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 = 3.81, p=.051).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관찰에서 실험군은 19명(90.5%)으로 높았

으며, 헤파린 희석액 관류와 적절한 보관에서도 16명(76.2%)로 대조군보

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에서의 샤워 수행은 실험군 19명(85.7%), 대조군은 14명(58.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 5.92, p=.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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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Compliance of Self-management Behavior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N=45)

Variables
Exp.(n=21) Cont.(n=24)

χ2 p
  n(%)   n(%)

Utilization of health care

Hand washing 

Site dressing 

Assessment

Applying dressing film

Flushing

Heparin solution storage

Shower

Preparing shower

Utilization of consult 

7(33.3)

20(95.2)

19(90.5)

19(90.5)

20(95.2)

16(76.2)

16(76.2)

19(90.5)

18(85.7)

19(90.5)

15(62.5)

23(95.8)

18(75.0)

21(87.5)

16(66.7)

12(50.0)

12(50.0)

14(58.3)

14(58.3)

18(75.5)

3.81

0.09

1.84

2.34

5.71

3.27

3.27

5.92

4.09

1.84

.051

.923

.176

.126

.017

.071

.071

.015

.043

.176

제 2 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수가 적

을 것이다. 

중심정맥관이 삽입으로부터 3개월 시점까지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

수를 조회한 결과, 실험군 4건(19.0%), 대조군 12건(12.5%)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30)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9).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폐색, 정맥관 손상의 발생빈도는 실험군에서 각각 

1건(4.8%), 3건(14.3%), 0건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3건(12.5%), 8건

(33.3%), 1건(4.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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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N=45)

Variables
Exp.(n=21) Cont.(n=24)

χ2 p
n(%) n(%)

Complications Incidence 4(19.0) 12(50.0) 4.68 .030

 Type of Complications  

  Infection 1( 4.8) 3(12.5) .83 .363

  Occlusion 3(14.3) 8(33.3) 2.20 .138

  Catheter damage 0( 0.0) 1( 4.2) .90 .34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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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자기관리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암환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환자의 간호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력, 의료진과의 파트너십 형성, 숙

련된 자기맞춤 수행의 자기관리기술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VC S-MEP는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암환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각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는 문제해결 능력에 

기반을 두었으며, 암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나 부담감

을 표현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관상동맥질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선행 연구(강경장 & 송

미순, 2010)와 같이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였

으며, 같은 질환의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

을 갖게 된 것 같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와 상태를 고려한 개별 환자교육과 상

담이 유용했으며, 인쇄물 안내책자와 동영상 CD시청이 효과적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암환자의 자기관리 지식을 높이고 자기관리 수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 중 교육 책자 제공이나 비디오 시청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선행 연구(Ellis, Butow & Tattersall, 2002; Janda et al., 2002; 

Miaskowski et al., 2004)결과와 유사하다. 추후 연구에서 대상자의 요구

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동영상과 안내 책자를 개발이 필요할 것이

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류에 대한 수행과 응급시 대처 및 샤워 

방법을 모형을 통해 시범을 보인 후 대상자가 직접 실습하였다. 이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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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중심정맥관 관리 과정 중 틀린 부분을 수정해주고 강화시켜주

었기에 대상자들이 자가관리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데 유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균조작 과정에서 오염에 대한 판단을 실

습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중심정맥관 합병증에 대한 조기 

증상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는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

관리 수행을 측정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방법을 교육한 현경선, 김광미와 장숙희

(2009)연구에서도 반복 실습뿐 아니라 의료진의 개별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으며, 배뇨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청결 자가도뇨법을 교

육한 Robinson(2006)의 연구에서도 수행 과정을 수정해주고 강화하는 

것이 자가관리 수행에 도움이 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상자

의 자신감 증진을 포함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 증진과 정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심정맥관 관련 문제 발생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여러 해결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도움이 된 것으

로 생각된다. 샤워나 활동 후나 드레싱 물품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황

에서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을 교환할 것인지 혹은 병원 방문일정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임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입원기간 동안 4회로 나누어 제공된 개별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이 가능하였으며, 심근 경색증 환자

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지식을 향상시켰던 국내 연구(정혜선, 김

희승, 유양숙, 문정순, 200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자원 동원성을 높여 암환자 스스로 중심정맥관 기능 유

지를 위한 물품을 준비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청할 가족과 의료인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숙지하도록 도와 중심정맥관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

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는 자원동원성의 자기관리 기술로 보호자

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

기관리 지식을 향상시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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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원동원성이 암환자의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서순

림 & 김희주, 2000)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자기관리 증진을 위한 자

원동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가 교육프로그램에 포

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VC S-MEP는 자기관리기술 중 의료인과의 파트너

십 형성을 포함함으로써 암환자가 중심정맥관 경험이나 두려움 등 감정 표

현하고 실무기술 습득 과정과 자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

다. 대부분 중심정맥관 삽입은 진단과 함께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중심정맥

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술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는 동안 

변화된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무균 조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른 이행

과정과 실무기술을 반복적으로 실습하는 것이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며, 기존의 단순 술기술 위주의 교육에 비해 암환자 요구에 

맞춰 의료인에 의한 1:1 맞춤 실습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퇴원 

시점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에 대한 관찰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관리 수행의 숙련성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반복된 학습과 실천이 자기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와도 일치한다(Mills et al., 2014). 

지금까지 대상자가 가정에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

진 숙련성의 기준은 없으며, 퇴원 전 대상자의 필수 실습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기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해 퇴원 전 대상자의 

수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Moller 와 

Adamsen (2010)의 연구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을 60회 , 헤파

린희석액 관류를 80회 실습을 마친 후 중심정맥관 자가관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실습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반복적

으로 실습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숙련되기까지 필요한 실습 횟수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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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 연구와 숙련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합병증 경험 사례를 통해 중

심정맥관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고, 잘 관리하고 입퇴원을 반복

한 환자의 경험 사례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 사

례의 공유는 암환자의 능동적 강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오복자 

등, 1996; Moller et al., & Adamsen, 2010). 또한, 교육에 참여한 구성원

들간의 정서적 공유가 가능하여 동료에 의한 사적인 지지를 주고 받으며 정

서적,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의식, 관심과 경험의 나눔, 감정 해소 등의 정

서적 지지의 장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CVC S-MEP은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가 퇴원 후

에도 중심정맥관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CVC S-MEP을 통해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

기관리지식, 태도, 수행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중심정맥관 합병증도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관리 지식은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은 20점 만점

에서 14.67점, 14.70점으로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재 후 대조군은 16.50점, 실험군은 17.57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교육이나(조은혜 & 

황선영, 2011), 대장암 수술 후 퇴원 환자에게 적용한 동영상 교육(김영미 

등, 2013)과 유사한 결과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효과적

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대상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증대

시키고(Bodenheimer, Lorig, Holman & Grumbach, 2002), 학습을 통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 집단교육과 CVC S-MEP 제공으로 중심정맥관 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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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식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95%이상의 정답률을 나

타냈다(부록9-1). 그러나, 멸균장갑 착용 항목에 있어 정답률이 프로그램 

제공 이후 90.5%와 83.3%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의료인은 중심정맥관 관리시 무균조작과 멸균장갑 착용하고 있지만, 퇴원 

후 가정에서 이 방법을 사실상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손씻기와 비접촉기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정윤 등, 2007; 

Camp-Sorrell, 2007). 따라서, 대상자에게 입원과 가정에서의 중심정맥관 

관리 수행 차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관리 태도가 22.52점과 19.33점으

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교육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Davies, 2010; Farrell, Wicks, & Martin, 

2004; Wilson, 2008; Yuan, 2010)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류가 전문

성과 숙련성을 요구하는 실무기술로 의료인에 의한 수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중심정맥관 관리를 

의료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암환자 자신이 항암치료로 인해 

감염의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발생의 두려

움을 경험한다는 Moller & Adamense (2010)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다. 기

존의 집단 교육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심정맥관 

자기 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었으며, 스스로와 가족에 의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를 안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 중심정

맥관 관리를 배우도록 추천하였으며, 중심정맥관 관련 발생 문제를 잘 숙지

하며, 응급상황에 잘 대처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부록 9-2). 이

는 암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자신감 상승시키고, 반복된 실

습과 관찰 감독으로 숙련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수행이 가능해지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CVC S-MEP에 포함된 실제적인 사례의 공유로 얻어진 중심정

맥관 삽입부위 관찰과 기능 점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식은 중심정맥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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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자기관리 수행을 증진시

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Møller 등(2005)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중심정맥

관 자기관리에 대한 태도가 수행을 증진시킨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퇴원후 가정에서 직접 수행한 중심정맥관 관리를 비교한 결

과를 보면, 실험군은 8.29점, 대조군은 6.92점으로 중재 후 자기관리 수행

이 향상되었으며, 드레싱 필름 부착이나 샤워 및 샤워 준비의 항목에서 수

행 점수가 높아졌다. 목욕은 감염원에 대한 1차 방어선인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감염 예방으로 목욕하는 습관은 중심정맥관 감염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Toscano et al., 2009).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밀봉한 상태로 샤워하는 것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관으로 물

이 들어간다는 두려움으로 샤워를 꺼려한다고 한 이혜미(1999)의 연구와 

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가 입원기간 동안 샤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류를 위해 CVC S-MEP를 

제공 받은 실험군에서도 7명(33.3%)이 의료기관이나 가정간호방문을 요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4명은 예약된 외래방문에서 진료를 겸

한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린희석액 관류 요청이었으며, 대부분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은 환자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 퇴원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을 환자의 자기보고 

에 의존하고 측정하여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이후 퇴원 후 자기

관리 수행 내용을 병원 방문시 전자의무기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 정확한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VC S-MEP은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시점부터 3개월 동안 중심정맥관 합

병증 발생빈도는 실험군에서 적게 발생하였다. 감염의 경우, 실험군은 1건

(4.8%)이었고, 대조군에서 3건(12.5%)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국

외 연구에서(Nosari et al., 2006) 3.5%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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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관 삽입일로부터 3개월 시점에서 전자의무기록 조회로 확인된 중심정

맥관 합병증 발생은 대상자의 자가관리 수행 정도 이외에 질병단계, 치료 

상태 및 항암치료의 부작용이나 의료진의 숙련성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될 

수 있다(김의종, 2011; Bishop et al., 2007; Boersma & Schouten, 

2010). 게다가 가정에서 자기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중심정맥관 관련 문제

에 대한 의무기록이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심정맥관 

합병증 관련 변수를 포함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상자의 자기관리 지식, 태도, 및 수행에 긍정적

인 효과를 주어  퇴원 후 가정에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 간호학적 의의

가.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 결과는 외래와 가정 중심의 항암치료가 활성화되는 실정에서 중

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심정맥관 자기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간호실무자에게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암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임상에

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환

자는 퇴원 후 자기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중심정맥관 합병증을 예방하고 중

심정맥관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암치료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나. 간호연구 측면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의료인에 의해서만 관리되었기에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중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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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육, 1:1 맞춤 실습과 의료인에 의한 수행 감독으로 구성된 CVC 

S-MEP이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태도, 수행 및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앞으로 자기관리기술을 다른 질환의 환자에 적용

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론적 측면

본 연구는 Orem의 자기간호이론(Orem & Taylor, 1986)을 중심정맥관

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의 자기관리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암환자가 가정에서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자기간호 역량을 증가시켜 자기간호 지식, 태도, 수행을 향상

시키고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

다. 이로써 자기간호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개 병원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한 유

사실험 연구이므로 모든 암환자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기존의 집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간호

사가 진행하는 질 높은 환자교육이며, 대상자의 실습 참여 횟수를 통제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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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암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를 

위한 CVC S-MEP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첫째, CVC S-MEP은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력, 의료진과 협력관계 형성, 숙련된 자기 맞

춤 수행의 자기관리기술을 습득하도록 입원기간 동안 4주간 주 1회 교육책

자, 동영상 CD 및 중심정맥관 모형을 이용한 개별 교육과 자가관리 수행을 

감독 관찰하는 1:1 맞춤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이다. 

둘째, 암환자를 위한 CVC S-MEP은 기존의 집단교육에 비해 암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p=.007), 태도(p<.001), 수행(p=.002)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셋째, 암환자를 위한 CVC S-MEP 중심정맥관 삽입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의 중심정맥관 합병증 발생 건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p=.030).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적 정맥주사요법을 위한 중심정맥관 사용을 

고려하였을 때, CVC S-MEP은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에게 

임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호 중재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심정맥관 사용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인 정맥주사요법을 받기 위

해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다양한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CVC 

S-MEP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 CVC S-MEP의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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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관찰 연구와 임상 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셋째, CVC S-MEP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가정과 병원간의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퇴원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중심정맥관 관

리를 위한 의료 기관 방문과 CVC S-MEP과의 비용 및 효과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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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가정에서의 경험

면담자
중심정맥관 관련 

정보
중심정맥관 관련 경험

김OO

(남/47세)

Ÿ 외래 당일 

림프종 진단받고 

바로 입원

Ÿ 입원 2일째 

중심정맥관 삽입

Ÿ 3차 항암치료 

위해 입원 중

Ÿ 물이 중심정맥관 부위로 들어가 감염이 

생길까봐 샤워는 석달 동안 제대로 해보

지 못함. 

Ÿ 보호자가 관리하는 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함.

Ÿ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는 것이 불안하여 

아이들과 떨어져 있게 됨.  

방OO

(여/42세)

Ÿ 다발골수종 진단

Ÿ 말초정맥관을 

통해 치료받은 

경험 있음

Ÿ 중심정맥관 

삽입하여 

치료받은 지 

두달 

Ÿ 팔에 맞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 장치라고 

생각함.

Ÿ 집에서 삽입부위 주변으로 피가 나오고 

발적이 생겨 응급실에 온 적이 있으며, 

다행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

지만 매번 걱정이 됨.

Ÿ 관이 당겨지지 않는지 신경 쓰임.

Ÿ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샤워

를 하고 있으며 이젠 요령이 생김.

이OO

(여/38)

Ÿ 골수성 백혈병 

진단

Ÿ 응급실에서 

중심정맥관 

삽입함.

Ÿ 병동에 와서 

치료 시작함.

Ÿ 감염이 생길까 두려우며 일반인이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주로 병원을 방

문하여 관리 받았음.

Ÿ 삽입부위 소독 정도는 몇 번 해보았더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생김.

Ÿ 헤파린희석액 관류는 어렵게 느껴짐.

Ÿ 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 요령이 생김.

Ÿ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동에 연락하여 확

인받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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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법 문제점

운영형태 집단 교육 환자의 상태나 퇴원임박 등의 

상황시에만 개별교육 시행

참여 유도 자발적 참여의 강제성이 전혀 없음.

참여자수 2 ~ 13명 참석자기 많은 경우, 실습 감독이 

어려움.

모임 횟수 주 1회 반복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1회 

참석.

모임 시간 40~50분 개인당 실습 시간이 부족함

모임 장소 병원세미나실 격리 환자의 경우 참여가 어려움

참여 대상자 각종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 또는 보호자

나이, 성별, 진단   등 다양. 

참석 보호자와 퇴원후 관리 

수행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대상자의 참여 

시기

퇴원 전 1~2회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대한 

정보를 늦게 받아 충분한 숙지의 

어려움.

대상자 특성 1~2주후 재입원 예정

감염기회가 높음

감염에 대한 두려움 

심함

전문의료인에 의한 관리 의존도가 

높음

중심정맥관에 

대한 정보제공

강의 대부분 동의서 작성시 간단한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임.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감염   

관리

모형을 통한 시범 및 

실습

직접 시행의 기회 적음. 시범 위주

Appendix 5.  기존  중심정맥관  관리  집단 교육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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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희석액 

관류

모형을 통한 시범 및 

실습

모형으로 실습. 퇴원전 직접 

환자에게 해 볼 것을 권유하나 

시간상의 이유로 대부분 못하고   

있음. 

샤워 준비 시범 투명필름 내로 물이 들어갈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샤워를 기피하게 

됨.

합병증 예방 관리 강의 조기 발견에 대한 어려움 표현함. 

대처 방법이 기억나지 않음.

지식평가 없음 잘못된 수행 야기됨

실습평가 1회 이상 

임상전문가의 감독하 

실습 수행

개별적인 실습 검토에 대한 시간 

부족하여 잘못된 수행을 놓치게 됨.

자기간호수행 

평가

없음 합병증 발생의 원인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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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연구자 일시

대상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와 보호자 장소

주제 중심정맥관 소개와 자가관리의 중요성 

목표 1. 중심정맥관에 대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중심정맥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4. 중심정맥관 유지를 위한 자기관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관리

기술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제공

방법

[연구자와   프로그램 소개]

대상자와 인사 후 자신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소개

“안녕하세요” 

‘퇴원후 중심정맥관 

관리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중심정맥관 관리]

안내 책자 제공

개별

교육

문제해결

의사결정

파트너십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경험 공유

- 중심정맥관 태도와 불편감 정도

- 중심정맥관으로 인한 생활/행동 

  변화 공유

- 일상생활유지의 방해 정도

“중심정맥관을 갖고 

생활하는 경험을 말

씀해주세요”

개별

교육

문제해결

의사결정

중심정맥관에 대한 지식 공유

- 중심정맥관 삽입 목적

- 중심정맥관의 구조, 기능 및 종류

- 중심정맥관의 사용 기간, 제거 시점

- 터널형 중심정맥관 종류 

  히크만카테터와 펌카테터 소개

- 중심정맥관 시술과정 

- 수액주입과 채혈 방법

“의료진들의 중심정

맥관 사용에 대한 

관찰내용 공유”

“중심정맥관 삽입 부

위 관찰하기”

개별

교육

Appendix 6. 중심정맥관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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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사항

- 자기관리 내용 제공

- 자기관리 지식, 능력, 태도 확인

-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수행에 필

요한 준비

[중심정맥관 관리]

안내 책자  

문제해결

의사결정

파트너십

자원동원성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중요성   

- 암치료에서 중심정맥관의 필요성

- 중심정맥관의 기능 유지

-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

-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효과

- 환자 자신과 보호자의 역할 

  분담 및 동기부여

“중심정맥관의 각 

관의 모양과 입구 

관찰하기”

개별 상담 마무리 

및 다음 일정 잡기

개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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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연구자 일시

대상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와 보호자 장소

주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이해

목표 1.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필요한 지식, 태도, 수행을 이해한다.

2. 퇴원 후 중심정맥관과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간호문제를 설명

할 수 있다. 

3. 흔한 간호문제를 알고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자기관리기술을 이용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5. 자기관리기술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다. 

6. 중심정맥관 유지를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인하고 동원할 수 있다.

7. 의료진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8.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9. 중심정맥관 헤파린희석액을 바르게 주입할 수 있다. 

자기관

리 기술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제공

방법

지난 차수의 교육 내용 검토 

중심정맥관 사용 경험 공유

“안녕하세요” 

‘중심정맥관을 있는 

동안 발생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문제해결

의사결정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에 필요한 지

식, 태도, 수행에 대한 정보 제공

-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 문제

- 퇴원후 중심정맥관 기능 유지와 중

심정맥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자기관

리 필요성 인식

-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 

인식

"중심정맥관 자기관

리를 위한 지식, 태

도, 수행이 필요합니

다"

개별

교육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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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의사결정

파트너십

자원동원

성

중심정맥관 합병증: 감염 교육 제공 

- 위험요인: 환자의 특성, 항암제 부

작용이나 영양상태 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 중심정맥관을 통한 

혈류 감염

- 전신 증상: 고열, 전신허약, 무기력

증, 피로

- 국소 증상: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이상(발적, 발열, 분비물, 부종 등

의 감염증상)

- 예방법: 손씻기, 삽입부위 소독과 

헤파희석액 관류시 무균술 적용,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

   지침에 따른 물품 보관(젖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드레싱 물품 사용, 

유효기간내의 헤파린 희석액 사

용, 냉장보관)

중심정맥관을 가지

고 퇴원하면, 병원에

서와 달리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환자 

스스로 대처해야 합

니다"

 

"열이 나요, 응급실

에 와야 하나요?"

 

"중심정맥관 삽입 부

위가 붉어졌어요, 누

르면 약간 아픕니다, 

어떻게 하지요?"

개별

교육

문제해결

의사결정

숙 련 된 

자기맞춤

수행

중심정맥관 합병증: 폐색 교육 제공 

- 위험요인: 정기적인 헤파희석액 관

류 미이행, 미숙, 혈액 역류시 생리

식염수 주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 수액주입 불가, 혈액역류 불가

- 예방법: 주기적인 헤파희석액 관류

"혈액이 관으로 밀려 

들어와 정체되면 관

이 막힐 수 있습니다,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합니다"

개별

교육

문제해결

의사결정

중심정맥관 합병증: 정맥관파손 교육 

- 위험요인: 당겨지거나 압력이 가해

짐, 주변에  날카로운 물품

-  밖으로 나와았는 정맥관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확인할 있음. 손상받

"관을 피부와 고정되

어 있어도 강하게 당

겨지면 끊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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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맥관 부위로 수액이나 혈액

이 새어나옴. 수액 주입 불가

- 예방법: 안전한 환경 조성, 탈의시 

중심정맥관 고정 확인

문제해결

의사결정

파트너십

이상 징후의 조기발견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상태 확인

 (가)

 (나)

(1) 삽입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

(2) 이상반응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결방안 모색하여 의사결정

"관찰할 사항에 대해

서 말씀해보세요"

-필름이 더럽혀졌는

지

-입구가 붉어졌는지, 

아픈지, 부었는지, 고

름이나 분비물이 있

는지

"삽입부위 소독을 교

환해야 합니까?"

 

개별

교육

자원동원

성

파트너십 

형성

도움 요청하기

- 적절한 자원 확인

- 중심정맥관 유지를 위한 물품 구비 

- 동원이 가능한 시점과 준비 사항 

확인

-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락처 

제공

- 자기관리 수행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의료인의 감독하에 자기관리 수행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해야 합니까?"

"중심정맥관을 갖고 

생활하는 경험을 말

씀 해주세요"

개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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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의사결정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 수행

1) 삽입부위 소독의 중요성: 피부에 

상주하는 박테리아로 인해 중심

정맥관이 삽입된 부위에 감염 발

생 가능성이 높음.

2) 소독 절차: 손씻기 강조, 물품의 

멸균상태 유지, 무균술 이행

3) 소독의 방향: 안에서 밖으로

4) 드레싱 필름과 거즈 드레싱의 선택

5) 드레싱 필름 적용시 멸균 상태 유지 

[중심정맥관 관리]안

내 책자

CD 동영상 시청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나요?"

"물품을 어디에 보관

해야 하나요?"

 

개별

교육

문제해결

의사결정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중심정맥관 헤파희석액 관류 수행

1) 헤파희석액 관류 목적

2) 헤파린희석액의 준비와 보관

3) 주사기와 소독제의 준비

4) 헤파희석액 관류시 주의사항

- 주사침 찔림에 주의: 다시 주사기 

뚜껑을 씌우지 않는다.

-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 하나의 주사기에 총 용량을 뽑아 

나누어 주입하지 않는다.

- 하나의 기구는 하나의 소독솜으로 

소독한다.

- 주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지 확

인한다.

- 관의 개수만큼 헤파린희석액이 든 

주사기를 준비한다.

- 혈액 역류를 확인하지 않는다.

- 인젝션캡은 열지 않는다

5) 헤파희석액 관류 시기 확인: 1주

일마다

"오염이 의심스럽기

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물품을 그대

로 사용해도 될까

요?"

"주사기에서 뚜껑을 

열다가 손에 닿았다

면, 사용해도 될까

요?"

"헤파린희석액을 냉

장고에 보관하나요?"

개별 상담 마무리 및 

다음 일정 잡기

개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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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연구자 일시

대상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와 보호자 장소

주제 중심정맥관 자기관리의 수행

목표 1. 중심정맥관 자가관리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을 시범 보일 수 있다.

3. 중심정맥관 헤파희석액 관류를 시범 보일 수 있다.

4.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관리 

기술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제공 

방법

문제해결

의사결정

숙련된 자

기맞춤 수

행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 수행 

시범 및 감독

- 수행 절차

1) 손씻기를 수행한다.

2) 비누와 물을 이용한다, 병원에서 

사용한 알코올젤 사용을 권장하

지 않는다.

3) 환자 혼자 수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울 앞에서 삽입부위

를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보호자가 소독할 때의 환자가 누

운 자세에서 삽입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거울을 준비한다.

5) 정맥관 삽입부위의 상태를 연속

적으로 관찰하며,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강조한다.

6) 베타딘 면봉을 포장지에서 오염

되지 않게 빼어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중심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

며 소독한다.

"물품을 직접 준비

해 보세요"

"삽입부위 소독할 편

안한 자세를 취해보

세요"

"관찰 항목이 무엇입

니까?"

"드레싱 필름을 적용

할 때 포장을 순서대

로 제거하세요"

"정맥관 삽입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

의하세요"

"직접 필름을 붙여 

보세요"

"필름을 제거해 보세

요."

 

 

개별

교육

시범

수 행 

감독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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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차 큰 원을 만들도록 한다. 같

은 솜을 여러 번 사용하지 않는

다.

8) 드레싱 필름이 덮일 정도의 범위

까지 소독하도록 한다.

9) 소독제가 마들 때까지 기다린다.

10) 관을 고정할 때 삽입부위에 자

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ㄱ자로 고

정한다.

11) 필름 드레싱시 순서대로 포장

을 떼고 피부에 밀착되게 적용한

다.

12) 교환일자: 거즈소독 2일, 필름 

드레싱 1주일, 단 오염이 발생되

면 즉시 교환한다. 

“소독할 때 대화를 

삼가하며, 감기에 걸

린 경우 마스크를 착

용하도록 합니다”

문제해결

의사결정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헤파희석액 관류 수행 시범 및 수

행 감독

1) 헤파희석액 관류 목적

2) 헤파린희석액의 준비와 보관

3) 중심정맥관의 개수에 따라 주사

기를 준비합니다. 

4) 헤파린희석액으로부터 3cc의 

용액을 뺍니다. 

- 물품을 준비합니다.

- 병의 입구를 소독합니다.

- 헤파린희석액이 주사기에 뽑을 

때 충분한 양을 뽑아서 공기를 제

거하도록 합니다.

- 잠금장치가 잠긴상태에서 주사

기를 연결하며, 약물을 주입하고 

정맥관은 혈관내에 

위치하므로 혈액이 

내관으로 밀려들어와 

응고가 되면서 관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항

응고제인 헤파린 희

석액을 주기적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삽입부위 소독을 할

때마다 헤파린 희석

액을 주입하지 않습

니다."

개별

교육

시범

수 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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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잠금장치가 잠긴 상태에서 주

사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이는 공

기색전증을 예방하는 방법임을 설

명한다.

5) 주사기로 정맥관 끝의 인젝션 

캡에 연결해야 하며, 인젝션 캡을 

열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6) 철저한 소독과 손씻기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7) 혈액 역류를 시도하지 않는다. 

충분한 양을 정맥관 내관을 관류시

키지 않는 경우, 내관내에 혈액응

고가 남아 관을 막히게 할 수 있다.

"헤파린 희석액의 보

관방법과 기간은 어

떻게 될까요?"

문제해결

자원동원성

일상생활 : 의복 착용

- 와이셔츠 형태로 단추가 중앙에 

위치하는 옷은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소독에 용이하다.

- 단추 구멍을 이용하여 옷에 중심

정맥관을 고정한 경우, 탈의시 

관이 당겨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옷핀을 사용하지 마

시고 단추 구멍을 만

드세요"

"활동하면서 제한해

야 할 움직임은 무엇

이 있나요?"

개별

교육

시범

수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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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성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일상생활: 샤워하기

- 통목욕은 할 수 없으며, 수영은 

금기이다. 

- 중심정맥관 삽입부위가 물에 노

출되지 않도록 밀폐시키며, 지퍼

백이나 위생비닐을 이용하여 관

을 감싼 후 종이테입으로 고정시

킨다(아래 사진).

- 관의 끝이(인젝션캡 부위) 위를 

향하도록 고정시켜야 관 입구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샤워시 물이 들어간 경우, 필름드

레싱이 떼어지지 않았으면, 삽입

부위 소독 교환을 할 필요가 없

다. 단, 드레싱이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소독을 수행해야 

한다.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소독때에만 하

나요?"

"완전히 관을 밀폐하

여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신욕은 가능할까

요?" 

문제해결

의사결정

활동과 운동

- 팔의 움직임으로 중심정맥관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혀 활동 

제한은 없다.

'팔 운동을 하면 중심

정맥관이 더 잘 빠지

나요?"

개 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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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활동도 제한하지 않으며, 

중심정맥관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규칙적인 활동 권장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성

파트너십 

형성

실밥 제거

- 입구의 실밥을 제거하여도 커프

로 인해 관리 피하조직에 고정될 

수 있다. 

- 보통 3주나 4주 시점에서 실밥을 

제거한다.

- 실밥 제거시 출혈이나 실밥제거 

부위 장액의 분비물로 거즈 드레싱

이 필요할 수 있다. 

- 실밥 제거를 위해 인근 병원이나 

가정간호사 방문 의뢰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실밥은 저절로 녹나

요?"

다음 일정 잡기

개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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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연구자 일시

대상 중심정맥관 삽입 암환자와 보호자 장소

주제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과 대처

목표 1. 중심정맥관 합병증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중심정맥관 합병증의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중심정맥관 합병증 예방법을 말할 수 있다.

4. 중심정맥관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다.

자기관리

기술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제공

방법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성

파트너십 

형성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중심정맥관 감염 합병증 예방

 1) 조기 이상 증상의 발견

 2) 관찰 부위

-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 주로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부작

용으로 골수기능이 완전히 회복

되지 않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감염관리에 주

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3) 예방법

- 손씻기

- 정기적인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

- 중심정맥관 관리시 무균술 적용. 

- 사용 물품의 멸균 유지

 입원기간 중에 환자

가 경험한 중심정맥

관 관련 불편감에 대

해 경청한다.

 "중심정맥관 감염의 

조기 증상은 무엇일

까요?"

개별

교육

시범

수행 

감독

중심정맥관 폐색 합병증 예방

1) 헤파희석액 관류 간격

2) 헤파희석액 관류시 주의사항

- 정기적인 헤파희석액 관류가 중

 개별

교육

시범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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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성

파 트 너 십 

형성

숙련된 자

기맞춤 수

행

요하다.

- 임의대로 헤파희석액 관류 시기

를 변경하지 않으며, 자주 주입

하지 않도록 한다.

- 헤파린희석액의 양을 임의대로 

조절하지 않는다.

- 인젝션 캡을 열어 두지 않는다.

- 잠금장치를 연 상태로 주사기를 

빼지 않도록 한다. 음압으로 인

해 관내로 혈액이 밀려 들어와 

정체되어 응고가 생길 수 있다. 

- 헤파희석액 관류 과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

습한다. 

“헤파린희석액을 주

입하는 목적은 무엇

일까요?" 

 "헤파린희석액의 주

입 간격은 어떻게 될

까요?"

수행 

감독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동원성

파트너십 

형성

숙련된 

자기맞춤 

수행

중심정맥관 손상에 대한 예방

1) 예방조치

- 주변에 날까로운 물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헤파린희석액이 주사기를 관에 

주입시 힘을 주어 주입을 시도하

지 않는다. 

- 반창고를 제거하기 위해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 고정을 위해 옷핀을 사용하지 않

는다.

-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 

중심정맥관을 당기지 않도록 설

명한다. 

2) 예기치 않게 손상이 발생된 경

우, 대처 방법

"중심정맥관이 당겨

지면 끊어질 수 있어

요"

"중심정맥관이 손상

되면 어떻게 조치해

야 할 까요?"

개별

교육

시범

수 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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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이 새어 나올 수 있으므로, 

즉시 손상된 부분 위를 잠금장치

로 막거나 관을 묶는다.

- 응급실을 방문한다.

- 히크만카테터인 경우, 손상 부위

에 따라 재삽입 없이 교환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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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중심정맥관 관리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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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CVC S-MEP 운영 모습

О 개별 교육 

О 1:1 맞춤실습

О 기존 집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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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률 n(%)

실험군

(n=21)

대조군

(n=24)

1. 중심정맥관은 다음 입원시 필요하면   다시 삽입하고 퇴

원할 때 제거한다 
21(100) 21(87.5)

2. 정기적으로 중심정맥관 삽입부위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

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1(100) 24(100)

3. 중심정맥관 관리시 무균술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

하여 멸균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19(90.5) 20(83.3)

4-1) 중심정맥관 소독에 사용되는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

록 깨끗한 곳에 펼쳐둔다

4-2) 깨끗이 씻은 손에 닿은 주사 바늘은   사용할 수 있다

4-3) 드레싱한 부위에 닿은 투명필름을 떼어 가까이 위치에 

다시 붙여도 된다

4-4) 손을 씻은 후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만진 경우 소독된 

물품을 만지지 않는다

4-5) 주사기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100)

21(100)

21(100)

21(100)

21(10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5. 중심정맥관이 삽입된 부위가 붉거나   붓고 분비물이 생

기는 것은 정상적인 증상이다.
21(100) 24(100)

6.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투명필름이   떼어졌거나 땀이 고

인 경우 드레싱을 교환한다.
21(100) 24(100)

7.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의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며 소

독한다
21(100) 24(100)

8. 중심정맥관 삽입부위 소독시 소독액이   잘 마르도록 입

으로 불거나 부채를 부쳐준다.
21(100) 24(100)

Appendix 9. CVC S-MEP이 자기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9-1. CVC S-MEP 제공 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지식 문항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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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심정맥관이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헤파린희석액

을 주입한다
19(90.5) 19(79.2)

10. 팔을 함부로 움직이면 중심정맥관이   잘 막히므로 팔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18(85.7) 17(70.8)

11. 중심정맥관의 내관이 2개인 경우, 중간에 하나로 합쳐

지기 때문에 한 개의 관에만 헤파린   희석액을 주입하면 

된다

20(95.2) 18(75.0)

12. 사용하여 남은 헤파린희석액은 냉장고에   보관하여 4

주간 사용한다
17(80.1) 18(75.0)

13. 중심정맥관 주변에 가위나 칼 등의   날카로운 물체가 

있으면 손상될 위험이 높다
21(100) 24(100)

14.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목욕 할 수 있다 21(100) 23(95.8)

15. 중심정맥관이 당겨져 빠질 수 있으므로   반창고로 고정

시킨다
21(100) 23(95.8)

16. 중심정맥관을 고정하기 위한 실밥은   빠질 위험이 있으

므로 제거하지 않는다
20(95.2) 1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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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실험군(n=21) 대조군(n=24)
t

(p)Mean± SD Mean± SD

1. 중심정맥관 관리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다*
3.31±.89 2.00±1.20

2.63

(.018)

2. 나는 의료인이 하는 것만큼 중심정맥

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2.97±.65 2.41±1.25

.18

(.852)

3. 퇴원하여 중심정맥관 관리를 의료인

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내

게 중요한 부분이다

2.52±.50 2.17±.05
1.62

(.120)

4.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중심정맥관을  

 관리하는 것이 안심이 된다
3.38±.32 2.92±.57

3.07

(.004)

5. 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중심정맥관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도록 

적극 추천할 것이다

3.84±.87 2.56±.42
2.29

(.028)

6. 나는 중심정맥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67±.71 2.77±.49

2.08

(.044)

7. 나는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응급상황

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다 
3.58±.30 2.85±.44

2.56

(.019)

9-2. CVC S-MEP 제공 후 중심정맥관 자기관리 태도 문항별 비교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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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entral Venous 

Catheter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Cancer Patients

 

Park, Jeong Y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Park, Yeon-Hwan, Ph.D., RN

Changes in cancer treatment environment, excellent safety of 

systematic outpatient treatment and home care have been affecting 

on the increase of  discharged cancer patients with central venous 

catheters (CVC).

During home care, the occlusion or infection associated with catheter 

maybe happen,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prevent the complication 

and to detect early symptom of complication.

However, in Korea only few hospitals provide cancer patients with 

education program and almost all the program consists of one-way 

group education without practice. Maintaining a well-functioning 

catheter during the cancer therapy is very important for a successful 

cancer treatment.

Cancer patients with CVC have much difficulty in practicing it due to 

lack of self-management knowledge and attitude. Therefore C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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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P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cancer patients with 

self-management knowledge, attitude, behavior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CVC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CVC S-MEP) for cancer patient; to determine its 

effects on self-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attitude, 

self-management behavior,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and to 

compare these effects to usual patient education.

CVC S-MEP consisted of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and practicum 

with hand hygiene, aseptic technique, cleansing insertion site, 

flushing heparinized solution, site assessment, shower, and 

emergency coping.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self-management 

education a week with each lasting 40-50 minutes for 4 weeks 

dur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d of 45 cancer patients with CVC 

at A hospital in Seoul, from April 1 to December 31, 2011. The 

experimental group (21 patients) received the individual education 

based on their self-management needs and self-management 

knowledge and self-management attitude before discharge from 

hospital and at the 2nd week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by 

researcher assistants. The control group (24 patients) received 

routine discharge education on the day of discharge from hospital by 

self-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attitude, self-management 

behavior were determin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were determined by electronic 

medical record at 3 months from CVC insertion.

The data was analyzed by percent,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and t-test using SPSS WIN 21.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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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subjects of the CVC S-MEP had significantly high mean 

levels of self-management knowledge(p=.007), attitude (p<.001), and 

behavior (p=.002). Secondly, the participants in the CVC S-MEP had 

significantly lower frequency of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p=.030); however, infection, occlusion, and catheter damage were 

not lower level with significant. Thirdly, the CVC S-MEP was found 

to be feasible in clinical setting for cancer patients with CVC.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VC S-MEP i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self-management of 

long-term CVC of cancer patient, and leading to reduction of 

catheter-related complications. Nurse need to asses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mpetency in self-management before providing CVC 

S-MEP.

Keyword : central venous catheter, cancer patient, 

self-management, knowledge, attitude, behavior

Student number : 2008-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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