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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간호용품 세트의 개발과 적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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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Suction Set and Effects of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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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uction set to provide rapid suction care in emergencies and assess its efficiency.
Methods: Five ward nurses were recruited to interview users regarding their requests for suction sets. A supply list for suction set
development was selected based on the participants' opinions. A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satisfaction with the suction
set, and five experts verified its content validity. We obtained data regarding satisfaction with the suction set from 76 nurses
between June and July 2021. Data regarding the suction preparation duration before and after using the suction set were obtained
from 31 nurses. Results: The suction set consisted of suction catheters (6 Fr., 14 Fr.), poly-gloves, straight connector, polyvinylchloride line, and saline. The average suction set satisfaction score was 61.05±11.81, and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who
performed suction care over ten times per mont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s (F=5.78, p=.005). The average suction
preparation duration in a general condition and while using the developed set were 58.50±22.92 sec and 13.82±6.46 sec,
respectively. Thus, using the developed suction set significantly reduced the suction preparation duration (t=11.35, p＜.001).
Conclusion: Shortening the suction preparation duration using a suction set is necessary for providing rapid and efficient nursing
care.
Key Words: Suction, Time-to-treatment, Nursing, Emergency treatment

서 론

산소화와 기도개방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간호
행위이다. 병동간호사의 간호활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호

1. 연구의 필요성

흡 간호의 하부 영역 중 기도유지, 기관 내 호흡, 기관절개관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의 연장과 함께 기도유지를 위해

간호, 기관 내 튜브유지 간호는 중요한 간호업무로 분류되었

기관내관의 적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도유지를 위해 흡

고[3],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분석 연구에서는 기

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2]. 흡인간호는

관 내 흡인간호와 무기폐 예방을 위한 활동이 주요업무 중 하

병원에서 흔히 수행되는 간호절차 중 하나로 환자의 적절한

나였다[4,5]. 흡인간호의 중요성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주요어: 흡인, 처치시간, 간호,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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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할 수 있다. 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간호술에는 기관

확한 흡인간호 시행을 위한 새로운 도구나 방법들을 개발하

내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항목에 흡인간호가 포함되어 있으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며 졸업하는 간호학생이 필수로 해당 술기를 습득하도록 하

구에서는 신속한 흡인간호가 필요한 병동환경에서 간호사의

고 있다[6]. 흡인간호의 중요성은 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기

요구를 반영한 흡인세트를 개발하고, 개발된 흡인세트의 효

본간호술에 기관 내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있으며 졸업하는 간호 학생이 필수로 해당 술기를 습득하도
록 하고 있다[6].

연구 방법

적절하고 신속한 흡인간호가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의 상태
는 악화될 수 있다. 흡인은 기관이나 기관지 내의 분비물을 무

1. 연구설계

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가스의 교환을

본 연구는 병동 간호사의 흡인준비시간 단축을 위한 흡인

원활하게 하는 행위로 이러한 간호행위가 적절히 수행되지

세트를 개발하고, 개발한 흡인세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

않으면 호흡기계 감염 및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다[7]. 흡인이

한 단일군 사후설계에 의한 원시실험설계이다. 연구는 흡인

지연되면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감소하고, 이는 저산소혈증,

세트의 개발과 개발된 흡인세트의 효용성 검증(흡인준비시

무기폐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효율적

간 단축의 효과, 사용자 만족도)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인 흡인 간호를 적절한 시간 내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흡인 간
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8]. 특히 응급상황과 같이 신속하

2. 흡인간호용품 개발

고 정확한 흡인간호가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

1) 흡인간호용품 세트구성을 위한 요구도 조사

된다. 응급기도 처치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후두관

본 연구의 흡인간호용품을 구성하기 위해 C병원 간호사를

(laryngeal tube) 흡인[9], 새로운 응급 흡인 장치 개발[10]을

대상으로 사용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인터뷰 질

통해 신속하게 흡인간호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

문을 개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질문 내용은 평소

써 기도개방성 유지를 위한 흡인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흡인이 필요한 상황, 흡인간호 수행 시 불편했던 사항, 흡인

있다. 기도개방성 유지가 중요한 중증 혹은 응급환자들이 주

간호 준비 시 자주 잊어버리는 물품, 흡인간호용품 세트 개발

로 입원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는 대상자에게 효과적

시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 물품들이었다. 사전 요구도 조사는

인 흡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물품과 장비들이 침상

병동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흡인키드 요구도 조사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흡인간호가 필요한 응급상

를 위한 면담시간은 약 10분이었고, 면담과 동시에 내용을 요

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일반병동 환경에서는 필요한 물품

약정리하였다.

을 준비하느라 신속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흡인 지연 시
가래나 이물질의 축적으로 무기폐, 폐렴 등을 포함한 합병증

2) 흡인간호용품 구성

이 증가될 수 있고, 기도 확보의 실패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흡인간호용품은 요구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

수 있다[7]. 따라서 일반병동에서 산소화와 기도개방성 유지

다. 본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흡인에 필요한 물품과 응급상황

를 위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흡인간호

에서 흡인 시 필요한 물품에 관하여 논문 9편 [1,3,5,7,9,10,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14]. 간호학 서적 6권[6,8,15-18]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흡인간호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응급

문헌고찰 결과와 요구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세트 구성에

상황 시 기도개방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흡인방법[9]이나 새

대한 논의를 거쳐 흡인간호용품에 포함되면 좋을 물품과 포

로운 응급흡인장치 개발[10]의 효과검증, 흡인방법 별 간호

장형태가 논의되었다.

제공시간 비교[11], 흡인간호 수행 평가방법[12], 흡인간호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습의 효과[13] 등을 검

3. 흡인간호용품의 효용성 검증

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병동에

1) 연구대상

서 대상자의 산소화와 기도개방성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정

흡인간호용품의 효용성 검증은 G 광역시에 위치한 일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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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는 C대학병원에 근

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하였다. 간호 관리자는 병동 간

무하는 간호사 중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

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전달하고, 참여 여부를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 76명이었다.

확인하였다. 병동 간호사들의 참여의사여부는 간호부를 통
해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2) 흡인간호용품 사용자 만족도 도구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종이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의 형

흡인간호용품 사용자 만족도 측정을 위해 도구를 개발하

태로 제작되었다.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76명의 대상자들

였다. 흡인간호용품의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기

이 사용자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종이

반으로 19개의 초기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는 전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31명, 구글로 제작된 온라인 설문에 응

가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

답한 대상자 45명이었다.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흡

한 전문가들은 평균 임상경력 10년, 교육경력 5.26년의 간호

인간호용품을 이용한 흡인준비시간 측정에 참여한 대상자는

학 교수 5명이었다. 전문가들은 개발된 문항의 내용이 타당

31명이었다. 흡인준비시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

한지와 문항내용과 속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의견을 주었다.

구팀 3인이 참여를 희망한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을 방문하

전문가 자문 결과는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여 개발된 흡인간호용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병동 환자에게

CVI)로 산출되었다. 초기 15 문항의 내용타당도(Item-CVI)

흡인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라 가정하고 개발된 세트 사용 전,

는 0.4∼1.0까지의 범위였고, I-CVI의 평균으로 산출한 척

후로 흡인물품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흡인간

도타당도지수(Scale-CVI)는 0.91이었다. 전문가 의견에 따

호에 필요한 물품은 카테터, 멸균생리식염수, 일자커넥터,

라 I-CVI가 .78 미만인 2개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의 수정

poly vinyl chloride (PVC)관, 글러브, 흡인기, 산소유량계,

내용은 흡인간호용품 세트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과 어순을

증류수, ambu bag이었다. 본 연구팀은 31명의 대상자에게

바꿔 문장을 정련하는 것이었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4개 영

흡인간호용품 세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인물품을

역 15개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편리성(Convenience) 6문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항, 신뢰성(Credibility) 2문항, 적합성(Suitability) 4문항, 특

후 동일한 대상자에게 흡인간호용품 세트를 사용하여 흡인

수성(Specificity) 3문항이었다. 응답형태는 5점 Likert 척도

물품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

였다. 흡인준비에 소요된 시간은 핸드폰(Galaxy S8+,

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었다. 도구의 범위는 최

Galaxy S21, I-phone 12 pro) 스탑워치로 측정하였다.

저 15점부터 최고 75점까지이고,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
용자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흡인간호용품

4) 대상자 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편리성 .88, 신뢰성

중심극한의 정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79, 적합성 .90, 특수성 .88로 전체 도구의 Cronbach’s 는

수 있는 표본의 크기 30명을 목표로 하였다. 흡인간호용품 만

.95였다.

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76명 대상자들이 모집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왜도와 첨도는 ±2 이내였으므로 정규성을 가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분석이 진행되었다. 흡인준비시간

흡인간호용품의 효과 검증은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측정을 위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7의 짝지은 표본의

흡인간호용품을 이용한 흡인준비시간 측정으로 이루어졌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샘플수로 계산되었다. 효과크

다.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는 3명으로 흡인준비시간 측정과

기는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경험에 기반한 ef-

만족도 조사를 일관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전회의를

fect sizes [19]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중간크기인 d=.50

하였고, 회의를 거쳐 합의된 자료조사방법을 문서화하여 조

∼.6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24∼34명이 계

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산되었고, 본 연구의 흡인준비시간 측정을 위해 모집된 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C병원 교육팀 간호사가 자료수
집이 가능한 병동을 선별하여 해당병동 간호 관리자에게 연

자 수는 31명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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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시행하였다. 간호부 승인 후 병동에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진

수집된 자료는 SPSS2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행방법을 설명하고, 병동 간호사들의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팀은 참여의사를 밝힌 간호사에게
구두로 연구목적과 절차를 다시 설명하였고, 자료수집이 끝

차로 분석하였다.
나. 흡인간호용품 사용자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

난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값, 최댓값, 왜도, 첨도로 분석하였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indepen-

연구 결과

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1. 흡인간호용품 구성에 대한 요구도 조사와 세트개발

test로 분석하였다.
라. 흡인간호용품 사용에 따른 흡인준비시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흡인간호용품 요구도와 관련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1). 흡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에서 한 달 내 실시
한 흡인 횟수는 1∼2회 2명(40.0%), 20회 2명(40.0%), 3회 1

6) 윤리적 고려

명(20.0%) 순이었다. 주로 흡인간호를 시행하는 환자의 질환

본 연구는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이나 상태는 ‘대상자가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응

는 못했으나 C병원 간호부에 연구의 목적, 목표하는 대상자

답한 경우가 3명(60.0%), ‘기관내관이 삽입된 경우’라고 응답

수, 자료수집방법과 도구를 보내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한 경우가 3명(60.0%)이었다. 대상자의 기저질환은 폐렴과 만

Table 1. Pre-interview Results
Questions
General questions of suction
Number of suction (month)

Underlying disease of patients (multiple answer)

Situations of suction (multiple answer)

Inconvenience in the suction preparation process
Cause of inconvenience
Supplies of time-consuming preparation

Supplies for a suction set
Catheter size
Number of catheter
Kinds of gloves
Number of saline (20 cc)
Airway
Straight Connector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5)
Categories

n

%

1∼2
3
20
Risk of aspiration
Pneumonia
Tracheal intubation
COPD
Cardiac arrest
Aspiration
Dyspnea

2
1
2
3
1
3
1
4
2
1

40.0
20.0
40.0
60.0
20.0
60.0
20.0
80.0
40.0
20.0

Scattered supplies
None
Aspirator
Straight Connector
Suction catheter

5
2
1
1
1

100.0
40.0
20.0
20.0
20.0

8∼12 Fr
6 Fr
1
2∼3
Disposable gloves
1
2∼3
Necessary supplies
Unnecessary supplies
Necessary supplies
Unnecessary supplies

3
2
3
2
5
4
1
1
4
4
1

60.0
40.0
60.0
40.0
100.0
80.0
20.0
80.0
20.0
8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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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ender
Age (yr)

Total nursing experience
(yr)

Unit

Work position
Performing suction
(patient number/
month)
Performing emergency
suction (patient
number/month)

Categories

(N=76)
n (%) or Mean±SD

Male
Female
Under 25
25∼under 30
Over 30
Total
Under 1
1∼under 3
Over 3
Total
Internal medicine
Surgery
Others
Charge nurses
General nurses
0∼4
5∼9
Over 10
Total
0∼4
5∼9
Over 10
Total

5 (6.6)
71 (93.4)
12 (15.8)
45 (59.2)
19 (25.0)
28.99±6.03
11 (14.5)
16 (21.0)
49 (64.5)
5.38±5.47
36 (47.4)
32 (42.1)
8 (10.5)
12 (15.8)
64 (84.2)
43 (56.6)
14 (48.4)
19 (25.0)
12.36±29.56
63 (82.9)
8 (10.5)
5 (6.6)
4.72±15.93

Figure 1. Components of a suction set. PVC=poly vinyl chloride.

2. 흡인간호용품 만족도 조사
성폐쇄성폐질환이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1명(2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성별은

이었다. 주로 흡인간호를 실시하는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는

여성이 71명(93.4%), 남성이 5명(6.6%)이었고, 연령은 평균

심정지 4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한 상황에서 흡인

28.99±6.03으로 25∼30세 미만이 45명(59.2%)으로 가장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지연을 초래하는 불편사항에

많았다. 총 임상연수는 평균 5.38±5.47년으로 3년 이상이

대해 5명 모두 ‘물품이 흩어져 있어서’를 원인으로 언급하였

49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병동은 내과병동이 36명

다. 흡인간호용품 구성물품에 있어 라텍스 흡인 카테터의 사

(47.4%)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병동 32명(42.1%) 순이었다.

이즈는 3명(60.0%)이 8-12 Fr를 선호하였고, 흡인 카테터 개

대상자들은 일반간호사가 64명(84.2%)로 대부분이었다. 최

수는 3명(60.0%)이 1개가 좋다고 하였다. 장갑은 5명(100.0%)

근 1개월간의 흡인간호의 시행횟수는 평균 12회(12.36±

모두 일회용 장갑을 선호하였고 20 cc 생리식염수의 개수는

29.56)였다. 최근 1개월간 응급상황에서 흡인간호가 필요했

4명(80.0%)이 ‘1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명(20.0%)이 ‘2

던 환자 수는 0∼4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명(82.9%)으로

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도유지기는 4명(80.0%)이

가장 많았고, 평균 4명(4.72±15.93)이었다.

불필요, 1명(20.0%)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일자커넥터는 4
명(80.0%)이 필요, 1명(20.0%)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였다.

3. 흡인간호용품 사용자 만족도

사전요구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흡인간호용품의 구성물

개발된 흡인간호용품 세트의 만족도 결과는 Table 3과 같

품은 라텍스 재질 카테터 6 Fr 1개, PVC 재질 카테터 14 Fr 1

다. 만족도는 평균 61.05±11.81로 최솟값 36점, 최댓값 75

개, 일회용 멸균생리식염수 1개, 일자커넥터 1개, PVC관 1

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편

개, 일회용 장갑 1쌍으로 구성되었다(Figure 1).

리성 25.12±4.47점, 신뢰성 7.89±1.95점, 적합성 15.20±
4.13점, 특수성 12.84±2.32점이었다. 평균만족도를 1∼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평균평점은 4.07점으로 만족(4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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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tisfaction of Suction Set by Attributes
Variable
Satisfaction
Convenience
Credibility
Suitability
Specificity

(N=76)

Range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15∼75
6∼30
2∼10
4∼20
3∼15

61.05±11.81
25.12±4.47
7.89±1.95
15.20±4.13
12.84±2.32

36
14
4
4
6

75
30
10
20
15

−0.43
−0.60
−0.45
−0.66
−0.84

−0.98
−0.51
−0.99
−0.27
−0.13

Table 4. Satisfaction of Suction Se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76)
Satisfaction of suction set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Under 24
25∼under 30
Over 30
Under 1
1∼under 3
Over 3
Internal medicine
Surgery
Others
Charge nurses
General nurses
0∼4a
5∼9b
Over 10c
0∼4
5∼9
Over 10

Age (yr)

Total nursing experience (yr)

Unit
Work position
Performing suction
(patient number/month)
Performing emergency suction
(patient number/month)

Mean±SD

F(p) / post-hoc

61.60±12.05
61.01±11.87
64.50±10.55
60.42±12.99
60.37±9.52
64.45±9.98
63.44±10.32
59.51±12.52
60.14±11.96
62.53±12.00
59.25±11.06
60.25±10.53
61.20±12.10
63.84±10.78
62.64±11.27
53.58±11.77
62.52±11.58
54.25±10.49
53.40±11.91

0.11
(.915)
0.60
(.551)
1.21
(.305)
0.45
(.642)
−0.26
(.799)
5.78
(.005)
a,b>c
3.02
(.055)

Table 5. Difference in Suction Preparation Time

(N=31)

Variable

General suction (Mean±SD)

Suction using the developed set
(Mean±SD)

t

p

Preparation time (sec)

58.50±22.92

13.82±6.46

11.35

＜.001

우만족(5점) 사이의 점수였다. 평균만족도 결과의 왜도와 첨

도가 더 낮았다. 흡인간호용품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면 좋을

도는 모두 ±2 이내의 분포를 보였다.

물품으로는 airway라고 답한 대상자가 10명(13.2%)이었고,
식염수 개수를 2개로 늘려달라고 답한 대상자가 3명(3.9%)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인간호용품 만족도의 차
이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총 임상경력, 근무병동, 최

5. 흡인간호용품 사용에 따른 흡인준비시간의 차이

근 1개월 동안 응급흡인간호를 제공하는 환자 수에 따른 만

흡인간호용품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흡인시간 준비의 차이

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최근 1개월 동안 흡

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Figure 2). 개발된 흡

인간호를 제공한 총 환자 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

인간호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 간호 상황에서 흡인준

였다(F=5.78, p=.005). 구체적으로는 흡인간호 제공 환자수

비시간은 평균 58.50±22.92초였다. 개발된 흡인간호용품

가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흡인간호세트 만족

을 사용하여 흡인을 준비했을 때 평균 준비시간은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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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흡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
서의 흡인(closed suction)과 제거한 상태에서 흡인방법(open suction)을 비교했으며 전자에서 흡인시간과 간호인력 요
구도가 감소하였고, 생리적 부작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
았음을 보고하였다. Kim 등[12]의 연구에서는 산소요법 및
흡인간호의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도 임상에서 흡인간호 준비시간을 줄여 보다 편
리하고 신속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초안을 제작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
Figure 2. Difference in suction preparation time.

서 흡인간호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선행연구와의 유사성이
있었다. 다만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된 흡인간호용품 세트가

6.46초였다. 준비시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확인

없어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했다.

한 결과 흡인간호용품의 사용 유무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유

본 연구는 실제 임상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흡인간호 준비

의하였고, 흡인간호용품 세트를 사용한 경우 흡인준비시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었고 선행연구와 사용자 요구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11.35, p＜.001).

에 기반 하여 흡인 준비시간 단축을 위한 흡인간호용품 세트
를 개발했다는 의의가 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

논 의

젝트를 수행할 때 내·외부 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
상자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론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

본 연구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흡인준비시간 단축을

다[20]. 특히 아이디어 창출과 시제품 개발에는 사용자 요구

위한 흡인간호용품 개발하고, 개발한 흡인간호용품 세트의

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1].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자 만족도와 흡인준비시간 단축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

본 연구의 강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사전

해 시행되었다. 개발된 흡인간호용품 세트는 간호사가 병원

요구도 조사를 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개발된 흡인간호용

에서 겪는 흡인 간호와 흡인준비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

품의 사용자 만족도와 흡인 준비시간 단축의 효과를 실제 사

고 나아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용자인 병동 간호사에게 조사하여 효용성을 검증했다는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세트를 사용함으로 응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와 같이 대상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급상황 발생 시 흡인준비시간을 단축함으로 신속한 간호가

현장의 간호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

수행되어 향후 응급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

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흡인 간호에 필요한 물품으로 흡인간호용품

흡인은 기도확보와 연관되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의 구성물품은 라텍스 재질 카테터 6 Fr, PVC 재질 카테터 14

술기이므로 새로운 장비와 방법을 도입하여 과정을 효과적

Fr가 포함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기 프로토콜에 의하면 흡

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구급차에서 이송되

인 수행 시 필요한 물품 중 흡인 카테터 사이즈는 성인 12∼

는 환자의 효과적인 흡인간호를 위하여 일회용흡인후두관

14 Fr, 소아 8∼12 Fr 였다[6,18].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흡

(laryngeal tube suction disposable)을 삽입하고 흡인간호

인용 카테터 사이즈를 6 Fr로 응답한 경우는 병동에 비치된

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기존 후두관에 비해 흡인을 포함하여

라텍스 재질 카테터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다른 카테터의 사

기도확보가 용이함을 보고하였다[9]. Akhter 등[10]의 연구

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자료수집이 이

에서는 새로운 흡인장비인 combat medics를 사용하여 편리

루어진 병동에는 PVC재질의 카테터는 거의 비치되어 있지

하고 안전한 흡인을 시행하려 하였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흡

않았다. 흡입 카테터는 라텍스 소재와 PVC 소재로 된 제품이

인간호 시간단축과 흡인간호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

있으며 라텍스 재질 카테터는 기관절개관과, 구강 흡인 시에

행되었다. Evans 등[11]의 연구에서는 소아중환자실에서 효

주로 사용되고, PVC 재질 카테터는 기관내관 흡인에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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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15]. 기관내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적

는 wall suction, 산소유량계가 필하다고 하였다[6,18]. 흡인

용하고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기, wall suction, 산소유량계는 부피가 큰 물품으로 흡인간

의 자료수집이 병동에서 이루어 진 것을 고려할 때 위 사례의

호용품 안에 포함되었을 때 세트의 부피가 커져 사용과 보관

환자가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PVC 재질 보다는 라텍스 재질

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흡인간호용품 구

의 흡인카테터가 병동에 주로 비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응

성에는 흡인기, wall suction, 산소유량계는 포함시키지 않았

급상황에서는 병동에서도 기관내관 삽관이 이루어지므로

다. 대상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흡인간호용품 구성 물품에 포

PVC 재질의 카테터도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흡인카테터의

함시키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흡인간호용품을

사이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흡입 압력이 폐 용적 손실에

사용하여 흡인준비시간을 측정할 때에도 흡인간호용품과 흡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가능하면 작은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

인기, 산소유량계 등으로 간단히 흡인간호를 준비하였고, 준

을 권장하고, 성인의 경우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 직경의

비시간 또한 단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절반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14]. 본 연구에서 병동에 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은 심정지, 흡인 등의 응급상황이

치된 흡인 카테터의 사이즈는 6 Fr로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흡인간호가 신속히 수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하였고, 응급상

사이즈가 작은 것이었고, 이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황에서 신속한 흡인간호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흡인물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흡인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의 저산소

품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응급 흡인간호가 필요한

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직경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

상황에서 환자들은 효과적인 기침을 할 수 없어 기도 내 축적

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트에 들어가는 카테터의 크기를

된 분비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기관내 흡인이 반드

문헌에서 권장하는 사이즈인 성인 12∼14 Fr로 상향하는 것

시 필요하다[15]. 기관내 흡인은 응급 흡인간호가 필요한 상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

황에서 기도개방성 유지를 위해 호흡기 분비물을 제거하기

구를 기반으로 최대사이즈인 14 Fr를 포함시켰고, 흡인 카테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22,23]. 기도확보의 실패는 사망으

터의 재질도 라텍스 재질뿐만 아니라 PVC 재질을 추가하여

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적절한 흡인이 지연되면 가래나 이물

대상자가 응급상황에서 흡인간호를 수행할 때 최선의 카테

질의 축적으로 무기폐, 폐렴 등을 포함한 합병증이 증가될 수

터 사이즈와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병동에 비

있다[7].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흡인간호용품은 응급상황에서

치된 흡인용 카테터의 사이즈와 재질을 다양하게 비치하여

효과적인 흡인을 실시하기 위한 물품을 세트로 모아서 구성

적절한 흡인간호가 수행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함으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

흡인간호 프로토콜에 의하면 흡인간호 시 ambu bag, air-

고, 흡인준비시간의 단축 효과도 규명되었으므로 향후 병동

way가 필하다고 하였다[6,18].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흡인간호

에서 발생할 응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용품에는 해당물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

본 연구에서 흡인간호용품 사용 후 흡인 준비시간이 유의

한 응급간호가 필요한 응급상황을 전제로 흡인간호용품을

하게 단축되었다. 응급상황에서 흡인간호는 환자의 기도확

개발하였다. 응급상황의 경우 대부분 응급카트를 가져오게

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병동과 같이 응급상황이

되고, 응급카트 안에는 ambu bag과 airway 등이 기본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흡인 시 필요한 물품이 흩어

비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흡인간호용품 안에는 해

져 있어 흡인간호가 제공되어야 할 시기에 신속한 간호가 시

당물품이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행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도 이러한 점이 개

자들도 일자 커텍터 등의 물품 등이 흡인간호용품 내에 포함

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였다. 본 연구결과 흡인간호용품 세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airway는 1명의 대상자가 언급하였

트가 흡인 준비시간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

고, ambu bag을 언급한 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응급간호

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흡인간호용품을 사용하여 신

시 ambu bag, airway는 필요한 물품이므로 향후 응급카트

속한 응급 흡인 간호를 제공함으로 의료진의 불편이 감소하

내에 흡인간호용품 물품을 포함시켜 비치한다면 보다 편리

고, 환자의 예후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

하고 신속하게 응급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되어야 할 것이다.

흡인간호 프로토콜에 의하면 흡인간호 제공 시 흡인기 또

본 연구에서 흡인간호를 자주 시행하는 대상자들의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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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흡인간호를 자주 시행하

진행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는 간호사의 경우 다양한 환자에게 다양한 이유로 흡인간호
를 수행함으로 보다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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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병동에 주로 입원하는 환자들
을 고려하여 흡인간호용품에 포함될 내용을 들을 다변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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