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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준비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일은 간호

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간호사는 투약을 위해 처방된 약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다루

고 있다. 이 중 유리앰플과 같은 주사제는 개봉 시 유리파편에 의한 

찔림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 채취 시 주사침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1,2].

앰플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용량의 액체약물을 용기에 충

전 후 ‘용봉’ 공정을 통해 밀봉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절단해야 한

다는 특징이 있다[3]. 전체 주사제 중 약 1/3을 차지하는 유리앰플은 

개봉하는 순간 유리파편이 발생하여 일부는 밖으로 떨어지고, 일

부는 주사액으로 떨어져 약물내로 혼합되게 된다[4,5]. 유리앰플이 

절단될 때 예측불가능하게 절단되어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PC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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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ut) 앰플은 절단 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V자형 홈이 있

다[3]. 따라서 간호사는 유리파편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리

앰플 개봉 시 올바른 절단방법을 사용하여 유리조각들이 약물 내

로 혼합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리파편으로부터 

간호사 자신의 찔림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유리앰플 개봉 시 발생하는 유리파편이 환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리조각들이 환

자의 체내에 주입되지 않도록 마이크로필터가 내장된 주사기를 사

용하고 있으며[6], 최근 국내에서도 일회용 안전필터커버니들(특허 

제10-1243396)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고, 병원간호사회에서는 유

리앰플사용 업무지침과 함께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 시 안전 가이드

라인을 공지하였으며[7], 유리앰플 개봉 관련 유리조각 혼입 정도 비

교 연구[8], 미세 유리 조각 유입의 영향 요인 연구[9], 유리앰플 주사

제 개봉방법이 유리조각 혼입과 약물오염에 관한 연구[10,11] 등 환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반면 유리앰플 주사제를 주로 다루는 간호사의 안전을 위한 연

구는 드문 실정이며, 해외에서 간호사의 안전을 위하여 앰플 오프

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1], 국내 간호사 대부분은 피부를 보

호하기 위한 도구 없이 유리앰플을 개봉하므로 찔림사고의 위험성

에 자주 노출되는 실정이다. 간호사의 업무를 배우는 간호대학생은 

유리앰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숙련성의 부족으로 찔림사

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병원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의 투약실습교육

을 통해 술기를 배우고 익히게 된다. 투약실습은 기본간호실습의 주

된 영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앰플약 준비와 근

육주사는 모든 간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항목 중 하나이

다[12].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본간호학 투약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37.8%에서 ‘앰플 목을 부러뜨리다가’ 찔림사고를 경험하였으며[13], 

침습적인 주사실습은 안전사고의 위험성, 불충분한 연습 기회 등으

로 간호대학생의 불안수준을 높인다고 하였다[14]. 또한, 간호대학

생이 투약실습 중 경험하는 신체적 손상에 대한 불안은 적극적으

로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

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본간호학실습과 관련된 불

안의 감소가 근육주사 수행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15].

따라서, 효율적인 투약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의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간

호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켜 투약실습과 관련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리앰플을 개봉 시 간호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투약실습 교육과 관련

된 안전 확보와 불안을 감소하여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

록하고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안전한 실습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

여하고자 함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가락보호대의 적용이 유리앰플 개봉 시 간호대학생의 찔

림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손가락보호대의 적용이 유리앰플 개봉 시 간호대학생의 불

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손가락보호대의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사용자만족도를 파

악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은 찔림사고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은 불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찔림사고

찔림사고는 혈당측정용 란셋, 채혈 시 주사침, 혈관카테터, Y자 

수액세트 연결에 사용되는 주사침, 메스와 유리앰플 등에 의한 비

의도적인 피부 뚫림 상처로 정의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투약

실습에서 사용하는 유리앰플에 의해서 찔리거나 긁히거나 찢어져 

피부의 통합성이 깨진 상태를 의미한다. 

2) 불안

불안은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여러 유형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걱정

과 감정의 주관적인 느낌이다[17].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투

약 준비과정 중 유리앰플을 개봉하면서 느끼는 걱정, 긴장, 우려 등

의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대하여 VAS(Visual Analog Scale)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용자만족도

사용자만족도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사용자의 욕구나 필요, 

기대를 상회할 때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18]이며, 본 연구에

서는 보조기구 사용자만족도 평가도구인 한국어번역판 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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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Qu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19,20]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투약실습 중 발생하는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된 손가락보호대를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고, 유리앰플 개봉 시 찔

림사고, 불안, 사용자만족도를 검정한 동등성대조군 사후설계

(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의 실험연구이다. 사용

자만족도의 측정은 연구의 특성상 실험군만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 기본간호학 실습

에서 투약실습 경험이 있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연구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는 휴게

실, 실습실에 모집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모집안내문에는 손가락보

호대 착용 후 유리앰플을 개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연결된 QR코드

를 삽입하여 연구대상자가 연구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투약에 대한 불안으로 손의 떨림이 있는 자, 

손가락에 피부질환이 있는 자, 손가락 골절이 있는 대상자는 손가락

보호대의 적용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산정한 결과 유의

수준 α = 0.05, 검정력 1-β = 0.8, 효과크기 d = 0.72로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각 집단별로 32명이었다.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각 집단별로 5명씩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

시하여 Cohen의 계산공식[21]으로 추정한 결과를 적용하였다. 중도

탈락률(10%)을 고려하여 실험군 36명, 대조군 36명으로 모집하였으나 

실험 시작 직전 개인 사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1명이 탈락하여 실험

군 35명, 대조군 35명으로 총 70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대상자의 

무작위배정을 위하여 1-72까지 숫자가 쓰인 쪽지를 불투명 봉투에 넣

은 후 대상자가 뽑도록 하고 이를 컴퓨터에서 생성된 무작위번호(re-

search randomize)와 대조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3. 연구 도구

1) 찔림사고

유리앰플에 의한 찔림사고는 한국간호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근육주사 프로토콜[22] 중 ‘근육주사에 필요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 

및 방법으로 주사기에 준비한다’ 항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혈 

유무와 상관없이 연구대상자에게 피부의 찔리거나 긁힘, 찢어짐의 

찔림사고 발생유무를 관찰하였다. 찔림사고에 대한 관찰은 상처간

호에 대한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의료인 1명과 연구자가 함께 실시

하였다. 관찰에 참여하는 의료인에게는 찔림사고에 대한 교육을 1

회 실시하였으며, 측정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피

부손상 이미지에 대한 측정자간 예비평가 과정을 2차례에 걸쳐 시

행하였다.

2) 불안

연구대상자가 투약준비 과정 중 앰플을 개봉하면서 느끼는 찔림

사고의 위험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시각적 상사척도인 VAS 

(Visual Analog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왼쪽 끝에 0(전혀 불안

하지 않다), 오른쪽 끝에 10 (매우 불안하다)이라고 적혀있는 10 cm

의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찔림사고에 대한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직접 찔림사고에 대한 불안을 수평선상에 •으로 표시하도

록 하여 0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cm자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3) 사용자만족도

사용자만족도 평가를 위해 보조기구 사용자만족도 평가도구인 

한국어번역판 QUEST 2.0 (Qu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19,20]을 사용하였으며, 도구개발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다. 총 12항목 중 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

가하는 4개 항목을 제외하고 보조기구 사용자만족도 평가 항목인 

규격, 무게, 설치의 용이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의 용이성, 안락함, 효

과성을 평가하는 8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

로 ‘매우 불만족한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측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JUIRB- 

2014-011)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시작 전 구두와 서면으로 연

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제작

된 손가락보호대를 직접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착용해 본 후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실험군 또는 

대조군으로 선택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후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실험 종료 후 두 군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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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손가락보호대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유리앰플 개봉과 관련된 

투약 실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연구 진행 절차 

1) 손가락보호대의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손가락보호대는 투약실습 중 발생되는 손가

락의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개발

한 것으로 찔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검지의 손톱 윗

부분부터 중간마디의 피부를 덮을 수 있도록 고안된 나선 원통형

의 보호대이다(Figure 1). 손가락보호대의 재질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로 고무와 같이 탄성이 좋으며, 환경호르몬을 포

함하지 않은 친환경소재의 엘라스토머(elastomer)를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손가락의 둘레를 감안하여 제품의 크기를 대(L), 중(M), 소

(S)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구성은 끼울 때 편리할 수 있도록 모서리

의 볼록한 라인, 쉽게 벗을 수 있는 손잡이, 중간 미끄럼 방지 부분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손가락보호대의 개발을 위하여 간호대학생 및 임상간호사의 

조언 및 자문을 받았으며, 약 2년 동안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전

문가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고 의료기기 제작 전문업체 담당자와 토

의 후 금형설계 과정을 거쳤다. 또한 투약 경험이 5년 이상인 간호사 

5인에게 손가락보호대의 효과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시제

품을 개발하였다. 

예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5명으로 간호대학생 10명을 선

정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찔림사고는 없었으며, 불안

(p< .001)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손가락보호대의 사

용자만족도는 실험군으로 참여한 대상자 모두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2) 손가락보호대의 적용

실험을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3]에 

따른 투약 안전교육을 하고 시범을 보인 후 연구의 진행 방법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핵심기본 간호

술 근육주사 프로토콜[22]에 따라 손을 씻은 후 투약처방과 투약원

칙을 확인하고, 근육주사에 필요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 및 방법으

로 주사기에 준비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 중 연구

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수술 후 통증환자에게 진통제가 처방된 시나

리오와 함께 투약카드를 제시하였다. 

근육주사에 필요한 약물을 주사기에 준비하기 위하여 손소독

제, 23G 주사바늘이 부착된 3 cc 일회용 멸균주사기, 알코올 솜, 유리

앰플,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와 일반의료 폐기물 전용용기를 준비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앰플은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에 사용되

는 교육용 제품으로 2 cc one-point 유리앰플 주사제를 이용하였다. 

개봉방법은 개봉 전 유리앰플의 목 부분을 소독솜으로 닦은 후 소

독솜으로 개봉 부위를 감싸고 one-point 앞부분에 엄지손가락, 뒷

부분에 검지손가락을 놓은 후 뒤쪽 방향으로 꺾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 개봉한 유리앰플 주사제를 주사바늘이 유리앰플 입구 주위에 

닿지 않도록 멸균주사기로 흡인한 후 정확한 용량의 약물을 준비

하도록 하였다. 유리앰플의 개봉 횟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회

로 하였다. 

실험군은 준비물에 손가락보호대를 포함하였으며, 투약카드를 

확인 후 집게손가락에 손가락보호대를 착용한 후 유리앰플을 개봉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과정은 대조군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6.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 9일에서 2월 10일까지 일개 간

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알맞은 대상자를 확인 후 컴퓨터가 작성한 

무작위배정번호를 이용하여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하는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실험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보조연구원은 스톱

워치를 이용하여 실험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연구자는 실험 시작과 

함께 찔림사고를 포함한 투약준비과정을 관찰하였으며, 간호학실

습실의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대상자 한 명씩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

군은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하여 투약준비를 마친 후 질문지에 불안

과 사용자만족도를 표기하고, 대조군은 불안만 표기하도록 하였다. 

Figure 1. Application of finger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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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실험 처치의 효과검정

은 t-test, 평균과 표준편차, 순위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은 각 22.00 ± 0.84세와 22.06 ± 1.16세, 여성

의 비율은 각 94.3%, 88.6%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 유리앰플 개봉 시 찔림사고의 경험 유 ·무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손가락보호대 적용 효과

1) 가설 1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

은 대조군은 찔림사고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찔림사

고는 0명, 대조군의 찔림사고는 2명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t= -

1.44, p= .160)가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2).

 

2) 가설 2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

은 대조군은 불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불안이 2.24

점, 대조군의 불안은 6.48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t = -8.90, 

p< .001)가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2).

3) 사용자만족도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사용자

만족도 평균은 4.33점이었으며 규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8개 항목 중 만족도 순위가 높은 항목은 무

게 4.63점, 효과성 4.51점이었으며, 만족도 순위가 낮은 항목은 규격 

3.94점, 내구성 4.11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투약실습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찔림

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조기구를 개발 및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찔림사고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실

험군 31.4%, 대조군 42.9%로 총 연구대상자의 1/3 이상이 찔림사고

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많은 학생이 투약실습교육 과정 중 

실제 찔림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N = 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 = 35) Cont. (n = 35)

χ2 or t p
n (%) or M ± SD

Gender*
  

Male
Female

2 (5.7)
33 (94.3)

4 (11.4)
31 (88.6)

0.76
  

0.437
  

Age (yr)   22.00 ± 0.84 22.06 ± 1.16 –0.24 0.814
Experience of sharp injuries Yes

No
11 (31.4)
24 (68.6)

15 (42.9)
20 (57.1)

0.98
  

0.458
  

*Fisher's exac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User Satisfaction in Experimental Group   (N = 35)

Categories M ± SD Maximum Minimum Rank

Dimensions 3.94 ± 0.64 5 3 8
Weight 4.63 ± 0.49 5 4 1
Adjustments 4.43 ± 0.66 5 2 3
Safety 4.40 ± 0.70 5 2 4
Durability 4.11 ± 0.63 5 3 7
Easy to Use 4.29 ± 0.57 5 3 6
Comfort 4.31 ± 0.76 5 2 5
Effectiveness 4.51 ± 0.70 5 2 2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4.33 ± 0.43 5.00 2.63   

Table 2. Comparison of Sharp Injuries and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N = 70)

Variables
Exp. (n = 35) Cont. (n = 35)

t p
M ± SD or n (%)

Anxiety (VAS) 2.24 ± 1.94 6.48 ± 2.04 –8.90 < .001
Sharp Injuries 0 (0.00) 2 (5.71) –1.44 0.16

VAS = Visual Analog Scale;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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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찔림사고 현황 조사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23]에 의하면 임상실습 기간 동안 혈당 측정용 란셋, 일회용 주

사기 바늘, 정맥주사용 바늘, 유리에 의한 찔림사고를 경험한 대상

자의 31.6%가 연속적으로 찔림사고에 노출된 바를 보고하였다. 이

는 간호대학생에게 이전의 찔림사고의 경험은 투약실습 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실습교육과정에서 찔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

는 결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간호대

학생과 적용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찔림사고는 실험군이 0명

(0.0%), 대조군이 2명(5.7%)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찔림사고 발생률

이 이전 찔림사고 경험(30% 이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는 한 번의 유리앰플 개봉 시 찔림사고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시작 

전 투약안전 및 찔림사고 예방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찔림사고 발생

률이 낮았으나, 일반적으로 찔림사고의 발생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

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실험군

의 경우 손가락보호대의 착용으로 찔림사고 발생 학생이 없었으며, 

앰플 개봉 시에도 대조군에 비해 주저함 없이 약물준비를 수행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조군의 찔림사고 발생률이 낮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는 없었으나 실험군의 찔림사고 발생률이 

0% 이고, 사용자만족도 결과 중 손가락보호대의 손가락 보호에 대

한 효과성 문항에서 4.51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간호대학생에

게 손가락보호대의 착용은 찔림사고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대조군의 찔림사고에 대한 불안은 6.48점으로 병원

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유리앰플 개봉 시 찔림사고에 대한 

불안은 중등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의 간호대학생은 병원환

경이나 간호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상현장실습에 

필요한 간호술기를 교내 실습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된다. 따라

서 저학년의 간호대학생은 주사기와 바늘을 다룬 경험이 없고 간호

수행능력이 미숙한 상황에서 유리앰플 개봉과 관련된 실습이 이루

어지므로 주사기에 의한 찔림이나 유리앰플 파편에 의한 피부손상 

등 찔림사고에 대한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간호대

학생의 불안이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학생보다 낮았다. 저학년의 

간호대학생은 투약실습과 관련된 학기에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

하며, 새로운 술기의 습득과 관련된 상황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

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활동에 장애

를 주고 간호활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간호대

학생이 투약실습 중 경험하는 신체적 손상에 대한 불안은 적극적

인 실습 참여를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근육주사 처치 실습에서 불

안 및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지시적 심상요법을 적용한 연구

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 실습과 관련된 불안의 감소가 

근육주사 수행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25]. 따라서 효율적인 실

습교육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

근이 필요하며, 이 중 찔림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실습교육에서 유리

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의 적용은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

켜 효율적인 투약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중 하나

로 생각된다.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한 실험군의 사용자만족도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보호기구를 적용하여 사용자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5점 중 4.3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8개 항목 중 무게와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개발된 손가락보호대가 착용하기에 가볍고 가장 많이 

다칠 우려가 있는 손가락의 피부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규격과 내구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손가락보호대의 크기가 대, 

중, 소에 구분되어있지만 연구대상자마다 손가락의 크기가 달라 연

구대상자 개개인에게 꼭 맞는 규격을 적용하기에 제한점이 있었으

며, 오래기간 동안 사용하여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측면에서는 손가

락보호대의 특성상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진 재질로 만들어져 영

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 사용된 손가락보호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번의 수

정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나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

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손가락의 피부 보호에 효과적이면서

도 내구성을 강화할 만한 재질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리앰플 개봉 시 손가락보호대의 적용은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6

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리앰플 개봉방법을 조사한 결

과 맨손 개봉이 55.7%, 알코올 솜이나 소독거즈를 이용하여 개봉하

는 경우는 20.0%이었다[26]. 이와 같이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

는 맨손 개봉방법은 유리앰플 개봉 시 발생되는 파편이 손가락의 

피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개봉하

는 경우도 알코올을 자주 만지게 되는 간호사에게 피부건조나 수

분증발로 인한 피부 갈라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

상 간호사에게 손가락보호대의 적용은 맨손 개봉 시 발생되는 유

리파편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알코올 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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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에도 피부 건조나 수분 증발에 의한 피부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사바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상

도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여러 방면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실습현장에 적용 가능한 보호기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의료 

환경에 취약한 간호대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손가락보호대의 적용이 찔림사고, 불안 및 사용

자만족도에 효과가 있었으나 개개인에게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었으며 일개 간호대학의 기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

다. 따라서, 손가락보호대의 규격을 다양화하여 적용하는 연구와 임

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의 간호대학생과 임상경력이 없는 신규간호

사에게도 이를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유리앰플을 개봉할 때 발생하는 유리파편으로부터 간

호대학생의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손가락보호대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손가락보호대의 효과 검증결과 유

리앰플 개봉 시 찔림사고를 예방하며, 불안을 낮추고, 사용자만족

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리앰플을 다루는 간호대학생

의 찔림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투약실습교육 시 간호대학생

의 불안을 감소시켜 효과적으로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손가락보호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상

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미숙한 신규간호사에게도 소독되어 개

별 포장된 손가락보호대의 활용을 추천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수행방법 및 보호기구를 개발하

는 시도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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