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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Educational effect of intraosseous access for medical 
students
Oh Young Kwon, So Youn Park and Tai You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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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골내 주사 실습의 
교육적 효과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권오영, 박소연, 윤태영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ducational effects of intraosseous (IO) vascular access for medical 
students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IO access in medical education.
Methods: A before-and-after study was conducted in a course with 50 participating medical students. The course comprised a 
1-hour didactic lecture and a 1-hour hands-on session with a battery-operated EZ-IO device (Vidacare Corp.) and artificial tibia. After 
the course, the participant skills were tested (final success rate, mean procedural time, and detailed skills) with regard to IO access.
Before and after the course, the knowledge, possibility of clinical use, and adequacy of medical education on IO access were examined
in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The final success rate of insertion was 88% (n=44), and the mean procedural time for the first trial was 78.1±20.6 seconds.
”Combination needle with drill“ and ”proper angle during insertion“ were the procedures that were performed the best, and ”dressing
on insertion site“ was the worst-performed procedure. ”Proper location of landmarks“ was the only significant skill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success of IO access between those who succeeded and failed (p<0.05). I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median knowledge score, possibility for clinical use, and adequacy of IO access in medical educ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course (p<0.01).
Conclusion: The educational effect of IO access for medical students was tremendous, and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IO acces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he training course. We consider IO access to be adequate for medical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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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Intraosseous Vascular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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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말초정맥 주사로의 확보(peripheral venous access)는 수

액, 약물 등의 투여 및 혈액 검사, 중재 시술 등이 필요한 환자

에게 시행하는 필수적인 술기로 현재 대한민국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항목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심정지, 소아 환자, 외상, 패혈증 등의 응급 상황에서

는 기존 방식의 말초정맥로 확보가 어려워 중심정맥로 확보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정맥절개술(venous cut-

down), 골내 주사(intraosseous vascular access) 등의 술기

를 차선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중 골내 주사는 주사바늘을 

골강 내(intramedullary space)에 위치시켜 수액, 약물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술기이다[1]. 이 술기는 모든 연령대에 

시행할 수 있고 다른 술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어렵

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이미 국내의 응급센

터에서 응급상황에서의 정맥로 확보 목적으로 현재 사용 중

이며, 국외 사례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이 병원 전 처치(pre-

hospital care) 상황에서 이 술기를 시행하고 있다[3].

  골내 주사는 1922년 Drinker et al. [4]이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이후 실제 소아의 수혈 및 약물 투여 등

에 관한 연구가 차례로 보고되었다[5]. 플라스틱 정맥주사의 

개발로 그 사용 횟수 및 연구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최근 

2010년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심장질

환 처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말

초정맥의 주사 삽입이 실패했을 경우 즉시 골내 주사를 선택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유럽소생협회 가이드라인에서도 1

분동안 정맥주사로 확보에 실패한 경우 골내 주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골내 주사의 사용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6,7]. 국내의 골내 주사의 사용은 2007년 식품의약안전처에

서 일부 제품이 허가된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대부

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2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골내 주사의 교육 및 실습

이 이루어진 바 있어, 향후 골내 주사가 병원 전 처치에 보편

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 골

내 주사는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강의에 포함되어 수업 

위주의 간단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골내 주사의 국내 연구

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골내 주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실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골내 주사

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골내 주사에 관한 지식의 변화, 의학교육과정으로 

적합 가능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설계

  K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골내 주사의 교육은 각각 1시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과 실습이 끝난 후 곧바

로 개인별 평가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론 및 실습 교육

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이 담당하였으며, 각 교육당 8~10

명의 학생을 배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론 교육은 슬라이드 강

의와 동영상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이론 교육의 내용은 골

내 주사의 종류, 장점, 적응증, 세부 술기 과정, 합병증 등을 

포함시켰다. 실습 교육은 먼저 전문의 1인이 실제 장비를 사

용하여 시연한 뒤 학생이 개인별로 실습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골내 주사의 술기 시행 순서는 Fig. 1의 순서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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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raosseous Device and Intraosseous Vascular Access Using 
the Device in an Artificial Tibia

실습 교육과 평가에 사용된 장비는 배터리가 장착된 드릴형 

골내 주사인 EZ-IO (Vidacare Corp., San Antonio, USA)

를 이용하였으며, 실습 시에 상표를 제거하고 시행하였다. 이 

제품은 반자동 드릴에 골내 주사용 바늘을 연결하고 사용하

는 장비로 성인용과 소아용 바늘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번 연구에서는 성인용 바늘만을 사용하였고, 교육에 이용한 

인공뼈도 성인의 정강뼈 모형만을 사용하였다(Fig. 2).

  교육 후 시행한 평가는 교육을 담당하였던 응급의학과 전문

의 1인이 시행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최종 성공 여부, 성공 시

기, 각 시행에 소요된 시간, 세부 술기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

하였다. 평가에 주어진 시행 횟수는 총 3회로 정하였으며, 최

종 성공의 판단은 바늘을 정강뼈 모형에 삽입한 후 수액을 연

결하여 수액이 정상적으로 투여되는 상황(정강뼈 모형 바깥

으로 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으로 정하였다. 3회의 시도에도 

실패한 경우는 최종 실패로 간주하였다. 세부 술기 항목의 평

가는 ‘삽입 위치의 확인’, ‘삽입 위치의 소독 시행 여부’, ‘드릴

과 바늘의 결합’, ‘삽입 각도’, ‘드릴 사용의 능력’, ‘바늘에서의 

속심 제거’, ‘혈액 흡인’, ‘수액의 연결 및 투여’ 항목을 각각 평

가하였다. 술기 세부 항목의 능숙도 평가는 ‘능숙’, ‘미흡’, ‘미

시행’의 3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세부 실기 시행 중 5분

을 초과하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습 전과 후 각각 사전에 고안된 자기평가식 설문을 이용

하여 골내 주사 술기가 의학교육과정에 적절한지를 평가하였

다. 실습 전 설문 항목은 ‘골내 주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골내 주사의 적응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골내 주사 실습 

후 실제 임상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골내 주사가 

임상 실습 과정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까?’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습 후 시행한 설문 항목은 ‘골내 주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골내 주사의 적응증에 대해 알고 있습니

까?’, ‘골내 주사 실습 후 실제 임상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

습니까?’, ‘골내 주사가 임상 실습 과정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

까?’의 4가지 항목으로 정하였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평가는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1단계는 ‘전혀 모름(전혀 불가능)’으

로, 5단계는 ‘매우 잘 알고 있음(매우 가능)’으로 시행하였다. 

사후설문에는 앞서 기술했던 술기 세부항목 중 가장 어려웠

던 항목과 쉬웠던 항목을 문항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조사한 자료는 SPSS 21.0 (IBM Corp.,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성공/실패군 간의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연속변수 중 대상자 수가 적은 경우는 Mann- 

Whitney 검정을 이용하였고, 세부 술기의 항목의 분석은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시행하였다. 사전-사후 설문 문항의 

분석에서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으로 정하였다.

결과

1.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 교육의 분석

  총 50명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육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9.1±2.8세였으며, 여자가 31명

(62%)이었다.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은 평균 16주였으며, 

모든 학생이 이전에 골내 주사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50명의 대상 학생 중 최종적으로 골내 주사에 

성공한 학생은 44명(88%)이었다. 최종 성공한 학생 중 1차 시

도에 성공한 학생은 33명(66%), 2차 시도에는 9명(18%), 3차 

시도에 성공한 학생은 2명(4%)이었다. 각 시기별 시행시간은 

1차는 78.1±20.6초, 2차는 60.2±21.3초, 3차는 52.0±7.0초

로 조사되어 시도 횟수가 증가할수록 술기에 소요되는 시간

은 단축되었다. 각 세부 술기의 누적 성공률에서 시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공률은 높아져 ‘삽입 위치의 소독 시행 여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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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Intraosseous Vascular Access

　Characteristic First trial Second trial Third trial
Final success rate of intraosseous access 44 (88)
Success rate of each trial 33 (66)  9 (18)  2 (4)
Mean procedural time of each trial (sec) 78.1±20.6 60.2±21.3 52.0±7.0
Accumulated success rate of detailed skills 
 Proper location of landmark 27 (54) 47 (94) 50 (100)
 Dressing on insertion site 22 (44) 41 (82) 46 (92)
 Combination needle with drill 49 (98) 50 (100) -

 Proper angle during insertion 49 (98) 50 (100) -

 Skillfulness of drill use 37 (74) 50 (100) -

 Remove stylet from catheter 43 (86) 50 (100) -

 Aspiration using syringe 43 (86) 48 (96) 50 (100)
 Connection and infusion of fluid 48 (96) 50 (100)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Detailed Skill Assessment of Intraosseous Vascular Access in the First Trial

Variable Skillful Insufficient Incomplete
Proper location of landmark 27 (54) 19 (38)  3 (6)
Dressing on insertion site 22 (44) - 28 (56)
Combination needle with drill 49 (98) 1 (2) -

Proper angle during insertion 49 (98) 1 (2) -

Skillfulness of drill use 37 (74) 13 (26) -

Remove stylet from catheter 43 (86) 4 (8)  3 (6)
Aspiration using syringe 43 (86) -  7 (14)
Connection and infusion of fluid 48 (96) 2 (4)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목을 제외하고 모든 세부 술기를 성공하였다(Table 1).

  각 세부 실기항목의 능숙도 분석에서 ‘삽입 위치의 확인’에

서는 ‘능숙’ 27명(54%), ‘미흡’ 19명(38%), ‘미시행’ 3명(6%)였

다. 나머지 세부 항목에서 ‘삽입 위치의 소독 시행 여부’는 ‘능

숙’ 22명(44%), ‘미시행’ 28명(56%), ‘드릴과 바늘의 결합’은 

‘능숙’ 49명(98%), ‘미흡’ 1명(2%), ‘삽입 각도’는 ‘능숙’ 49명

(98%), ‘미흡’ 1명(2%), ‘드릴 사용의 능력’은 ‘능숙’ 37명

(74%), ‘미흡’ 13명(26%), ‘바늘에서의 속심 제거’는 ‘능숙’ 43

명(86%), ‘미흡’ 4명(8%), ‘미시행’ 3명(6%), ‘혈액 흡인’은 ‘능

숙’ 43명(86%), ‘미시행’ 7명(14%), ‘수액의 연결 및 투여’ 과정

은 ‘능숙’ 48명(96%), ‘미시행’ 2명(4%)이었다. 가장 능숙했던 

세부 술기는 ‘드릴과 바늘의 결합’, ‘삽입 각도’ 항목이었고 가

장 미숙했던 술기는 ‘삽입 위치의 소독 시행’ 여부 항목이었다

(Table 2).

  최종 성공과 연관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성공군

과 실패군 간의 분석에서 성별, 연령, 시행에 걸린 시간 등의 

일반적인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군 간의 세부 술기의 분석에서 ‘삽입 위치의 확인’ 항목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5) 나머지 세부 술기 항목은 

연관성이 없었다(Table 3).

2. 설문 문항의 분석

  실습에 참여한 50명 학생 모두가 설문을 작성하였다. 실습 

교육 전후의 설문 결과 ‘골내 주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항

목의 중앙값은 사전 설문에서 ‘모름’이었으나, 실습 후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p=0.000). ‘골내 

주사의 적응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항목은 ‘모름’에서 ‘잘 

알고 있음’으로 역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p=0.000), 임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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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 of Intraosseous Vascular Access

Variable
Final result

p-value
Success (n=44) Failure (n=6)

Age (yr) 29.20±2.94 28.33±2.33 0.59a)

Sex (male:female) 17:27 2:4 1.000b)

Mean procedural time of first trial (sec) 76.30±19.51 91.33±25.39 0.297a)

Detailed skills (skillful number, %)
 Proper location of landmark 24 (55.8) 3 (50.0) 0.028b)

 Dressing on insertion site 20 (45.5) 2 (33.3) 0.683b)

 Combination needle with drill 43 (97.7) 6 (100.0) 1.000b)

 Proper angle during insertion 43 (97.7) 6 (100.0) 1.000b)

 Skillfulness of drill use 32 (72.7) 5 (83.3) 1.000b)

 Remove stylet from catheter 39 (88.6) 4 (66.6) 0.099b)

 Aspiration using syringe 38 (86.4) 5 (83.3) 1.000b)

 Connection and infusion of fluid 43 (97.7) 5 (83.3) 0.228b)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a)p-value was calculated by Mann-Whitney test, b)p-value was calculated by Fisher exact test.

Table 4. Comparative Questionnaire Analysis between Pre- and Post-IO Access

Item 　 Median Min Max Quartile p-valuea)

Do you know IO access? Pretest 2 1 3 2-3 0.000
Posttest 5 3 5 4-5

Do you know the indications for IO access? Pretest 2 1 3 2 0.000 
Posttest 4 3 5 4-5

Can you use the IO device in real patients? Pretest 3 2 5 3-4 0.000
Posttest 5 3 5 4-5

Is IO access suitable for medical education? Pretest 4 2 5 4-5 0.000
Posttest 5 3 5 5

Item: 1 (very poor)~5 (very good).
IO: Intraosseous.
a)p-value was calculated by paired t-test.

행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보통’에서 ‘매우 가능’으로(p= 

0.000), 그리고 ‘골내 주사가 임상 실습 과정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까?’ 항목에서는 ‘적절’에서 ‘매우 적절’로(p=0.000) 모

든 설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평가 후 학생들이 쉬웠다고 답한 세부 술기 항목은 ‘드릴과 

바늘의 결합’(n=24, 48%), ‘바늘에서의 속심 제거’(n=6, 12%), 

‘수액의 연결 및 투여 과정’(n=6, 12%) 순이었고, 어렵다고 대

답한 술기는 ‘삽입 위치의 확인’(n=45, 90%), ‘드릴의 사

용’(n=4, 8%) 순으로 나타나 삽입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고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임상술기교육은 

2010년 74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유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숙련된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바라는 국내 

환경에 힘입어 의학교육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많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술기교

육은 의사국가시험에서 시행되는 실기시험의 준비 과정으로

서의 교육이 대부분으로 생각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침

습적인 술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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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침습적 술기교육은 의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하고 있는 임상 술기 중 정맥로의 확보는 일반 상

황에서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술기 중에 하나이다.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시행

하는 말초정맥주사로의 확보는 신속하게 환자에게 수액이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말초정맥이 허탈되어 확

보하기 어려운 상황, 즉 심정지(특히 소아), 중증 외상, 패혈

증 등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고, 성공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과거 연구에서 소아 심정지 상황에서 3분 내에 정맥로 

확보 확률은 말초정맥로 확보는 17%, 중심정맥로 확보(cen-

tral venous access)는 77%, 정맥절개술은 81%이나, 골내 주

사는 83%로 다른 방법보다 높게 조사된 바 있다[8]. 이와 유

사한 연구로 소아 심정지 상황에서 각 정맥로 확보의 평균 시

간은 중심정맥로는 8.4분, 정맥절개술은 12.7분이 소요되었

으나 골내 주사는 4.7분으로 골내 주사의 평균 시행 시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짧게 소요되었다[9]. 이는 응급 상황에서의 

정맥로 확보에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골내 주사가 좋

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맥로 확보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골내 주사를 처음 사용

한 연구는 1934년에 Josefson이 시행하였다[10]. 이후 플라

스틱 바늘의 개발과 골내 주사의 합병증에 대한 연구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다가, 1980년대에 소아전문소생술(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서의 사용이 

다시 소개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기술의 발전으로 수

동형 바늘에서 배터리가 달린 드릴 등 더 좋은 장비의 개발로 

더 편리하게 골내 주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11]. 골내 주

사에 사용되는 바늘은 금속 재질로 그 끝은 긴뼈(long bone)

의 골강 내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곳은 뼈로 둘러싸여 외

부 압력에 변화가 없는 정맥총(venous plexus)이므로 혈관이 

허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곳을 통한 수액의 공급은 혈관 내 

용적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6]. 바늘이 삽입되는 위치는 

전통적으로 근위 정강뼈를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근위 윗팔

뼈 등에도 삽입하고 있다[12]. 현재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심정지, 외상, 패혈증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여러 

가지 지침에서 말초정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차선책으

로 골내 주사를 권장하고 있다[1,6,7]. 외국 사례에서는 병원 

전 처치를 목적으로 한 골내 주사의 교육이 응급구조사들에

게 이루어지고 있다[11]. 또한 국내에서는 2012년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및 외상특별교육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이 이루어진 바 있어 국내에도 도입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골내 

주사가 국내에 병원 전 처치에 적용되어 이러한 처치를 받은 

환자를 지식이 없는 상태의 의료진이 경험하게 된다면 당황

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골내 주사가 의학교육 영역에

서 반드시 요구되는 졸업성과로 요구되기는 어렵겠지만, 학

생들의 술기교육으로 추천될 수 있으며 졸업 전에 한번쯤은 

경험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임상 실습과정을 수행하는 의

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 중 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행

하였다. 교육 시간은 총 2시간 정도로 다른 교육과정에서 주

로 2~3시간 정도로 이론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11,13,14]. 기존의 골내 주사의 연구에서 1차 

시도 성공률은 70% 이상으로 조사되어 높은 성공률을 보였는

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골내 주사 연구에서 Fuchs et 

al. [14]은 1분 내 성공률을 84%로 보고하였고, 2006년 다른 

연구에서는 94%의 성공률을 보였다[11]. 실제 환자에 골내 

주사를 적용한 다년간의 연구에서도 Glaeser et al. [15]은 

76%의 1차 시도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며, 2008년에 보고된 병

원 전 단계 적용 연구에서는 1차 성공률을 91%로 보고하였다

[16].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84.8%~ 

95%로 조사되었다[17]. 이번 연구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 

최근의 국외 연구에서는 1차 성공률은 84%, 2차에 걸친 총 

성공률은 97%를 보였다[18].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1차 시도

에서 골내 주사 성공률은 66%, 수행 시간도 78.1초로 조사되

어 다른 연구의 성공률과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고, 수

행 시간은 다소 길게 조사되었다. 1차 성공률이 다른 연구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연구의 대상과 실습 상황이 달랐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이 골내 주사에 대한 경험

이 없었고 술기 경험 또한 부족했으므로 다른 연구와의 직접 

비교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종 성공률이 88%로 

1차 성공률에 비해 상승하였고, 수행 시간도 52초 정도로 단

축되어 교육적 효과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연

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미숙했던 술기는 ‘삽입 위치의 소독’이

었다. 이는 실제 환자 대상이 아니고 모형뼈를 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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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그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이 골내 

주사의 성공 여부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학생들이 판단한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세부 술기 항목은 

Guyette et al. [11]이 고안한 술기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평

가하였는데, 최종 성공 여부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던 세부 

술기 항목은 ‘삽입 위치의 확인’이었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했던 술기 항목도 같은 항목으로 조사되어 삽입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이자 가장 중점을 두어 교육해야 할 항목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 골내 주사의 개념이나 적응증 등

의 지식 정도, 임상에서의 사용 가능성, 의학교육과정 포함 가

능성 등의 모든 항목에서 실습 후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골내 

주사가 좋은 교육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 골내 주사의 연구에서 Tabas et 

al. [13]은 교육 전후의 지식, 술기 방법의 이해도, 난이도 등

이 모두 상승했다고 보고하였고, 응급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실습 후 골내 주사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

였으며, 다른 술기에 비해 난이도가 쉽다고 기술하여 기존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9].

  본 연구는 몇 개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환자 대상이 아닌 

실습 장비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실제 임상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은 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공통된 한계점이라 하겠다. 둘째, 연구에 참여

한 학생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더 많은 학생으

로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골내 주사에 가능한 

소아의 모형뼈, 성인의 위팔뼈 등을 사용하지 못해 다양한 교

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 뼈의 위치별 골내 주사 수행 능력

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한 정강뼈 모

형을 매 평가마다 바꿀 수 없었으므로 한 가지 모형뼈를 여러 

번의 평가에 사용하여 주사바늘의 자국이 남아있었다. 매 평

가마다 테이프로 삽입 위치를 가렸으나 학생이 해부학적 위

치를 찾는데 어느 정도 미리 인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골내 주사 교육에 대한 첫 번째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연구 결과, 골내 주사의 1차 시도 성공률은 다른 연

구에 비해 조금 낮았으나 실습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졌고 걸린 시간은 단축되어 유의한 교육 효과를 보였다. 

교육 후의 골내 주사의 지식 정도, 사용 가능성, 실습 과정으

로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로 조사되어 

골내 주사 술기가 의학교육 과정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하겠

다. 향후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다수의 학생이 포함된 광범위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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