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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review were to identify whether available evidence supports the nursing interventions

that are commonly used to reduce fever in children and to introduce research findings into practice. Methods: Journal data-

bases and clinical guidelines from 1990 to 2009 were searched. The search terms were fever, febrile convulsion, fever

management, fever phobia, child, antipyretics, temperature, external cooling, tepid sponge bath, and physical treatment.

Results: Evidence suggests that uncomplicated fever is relatively harmless, but it is an important immunological defense.

Antipyretics should not routinely be used with the sole aim of reducing body temperature in children with fever who are

otherwise well. Currently a lack of evidence supports the practice of alternating acetaminophen and ibuprofen, and the

routine use of tepid sponge bath. Conclusion: Currently, fever management in children does not reflect research evi-

dence. Pediatric nurs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by encouraging clinical research in this area and also by enhancing

research utilization in their practice. Moreover, pediatric nurses can educate parents about evidence-based fever man-

agement. Evidence-base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pediatric nurses need to be developed and evalu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in the management of childhood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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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발열(fever)은 아동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이며 간호

사들이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 중 한가지

로, 질병의 증상이지 발열이 질병 그 자체는 아니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2007;

Walsh, Edwards, Courtney, Wilson, & Monaghan, 2005).

또한 부분의 열은 자기한정적이며(self-limiting)이며 면역자

극에 한 정상 적응적 체계적 반응이며, 많은 아동이 39℃ 이

하의 발열은 비교적 잘 견딘다(Thompson, 2005).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발열의 이로운

효과에 한 상당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열에 해 잘

알지 못하고 발열이 중요한 이로운 점이 있다는 정보를 거의 가

지고 있지 않다. 발열을 질병의 한 증상 또는 징후라기보다는

질환으로 믿기 때문에 39℃ 이하의 열에도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열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room, 2007; Crocetti, Moghbeli, & Serwint, 2001; Sch-

mitt, 1980). 

Schmitt (1980)는 부모들이 발열에 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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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해 과도한 두려움, 불안 또는 걱정을 하는 발열공포

(fever phobia)가 있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처치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 Crocetti 등(2001)은 발열공포에

한 개념이 소개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모들의 발열

공포가 지속되고 있으며, 20여 년 전보다 더 자주 체온을 측정

하고, 잠자는 아동을 깨워 해열제를 주고, 미온수 목욕을 한다

고 보고하 다. 이러한 발열공포는 결국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

어진다(Hay et al., 2009). 

의료인특히아동간호사는교육을통해서발열에 한부모들

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적절한 발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는 의료

인들조차 발열 및 발열관리에 해 지식이 부족하고 태도는 부

적절하며, 발열 시 처하는 방법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최근의

연구결과를반 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제시하고있다(Jeong

& Kim, 2009; Walsh et al., 2005). 종종 간호사를 비롯한 의

료인들조차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성경련이나 잠재적인 합

병증을 일으킬 것이라는 염려와 공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

적인 발열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들의 이러한 발열

관리는 부모나 다른 돌봄제공자에게 혼동을 야기시키며 결국은

그들의 발열공포에 기여한다(Carson, 2003). 

또한 과거 수십년 동안 발열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많

은 과학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이나 지역사

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발열관리는 아직도 과학적 근거가 잘 반

되지 않고 있다(El-Radhi, 2008). 임상에서 소아과 의사들

은 열이 있는 아동에게 경증 또는 중등증의 발열 시에도 즉시

또는 필요 시 해열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호사나 부모

는 열이 있지만 잘 노는 아동에게조차 해열제를 투여하는 경향

이 있다(Carson, 2003). 또한 지금도 소아과 병동과 가정에서

여러 연구 결과 해열에 별 효과가 없으며 불편감을 초래하기 때

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미온수 목욕을 해열중재

로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

은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교 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Carson, 2003; El-Radhi, 2008; Jeong

& Kim, 2009). 

그러나 의료인들은 발열관리 시 최상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열 및 발열관리와 관련된

문헌과 임상 가이드라인의 고찰을 근거로 발열 및 발열관리에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임상간호실무의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문헌은 Medline, CINAHL, InterScience,

OVID-online, Springer-link, Science Direct, KoreaMed,

DBPIA 그리고 KISS의 데이터베이스에서1990년부터 2009년

도사이에간행된논문과임상실무가이드라인을검색하 다. 검

색 논문은 어와 한 로 작성된 양적연구, 아동의 일반적인 질

환과 관련된 발열에 한 것(예를 들어 뇌막염, 말라리아, 가와

사끼병 등은 제외) 그리고 상자는 5세 이하로 제한하 다. 검

색어는 발열(fever), 발열관리(fever management), 발열공포

(fever phobia), 아동(child), 해열제(antipyretics), 체온(tem-

perature), 외부 냉각법(external cooling), 미온수 스펀지 목욕

(tepid sponge bath), 물리적처치(physical treatment) 다.

연구 결과

발열

발열의 정의

발열은면역자극에 한정상적적응반응으로, 일중변동(daily

variation)을 넘어서 체온이 증가한 것(NICE, 2007; Thomp-

son, 2005) 또는 병리적인 자극의 결과로 인해 시상하부 체온

기준점이 상승한 것으로 정의한다. 발열의 정의에 해서는 의

견이 다양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직장 또는 고막체온이 38℃,

구강체온이 37.8℃, 그리고 액와체온이 37.2℃ 이상이면 발열

로 정의한다(Crocetti & Serwint, 2005). 

발열의 생리

체온은시상하부의자동온도조절기전에의해조절된다. 이기

전은 중심부와 말초에 위치한 수용체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체

온변화가 발생할 때 이러한 수용체는 자동온도조절장치(ther-

mostat)와 정보를 교환하여, 기준점(set point)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해 체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된다. 

발열은 보통 미생물 감염에 한 숙주반응의 임상적 표시로,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면역체계 활용기전

중 하나이다. 열을 유발하는 물질을 발열물질(pyrogen)이라 하

며 인체 외부에서 들어온 외인성 발열물질과 감염이나 염증에

반응하여 인체 내부에서 생긴 내인성 발열물질로 구분한다. 외

인성 발열물질은 주로 병원균, 세균독소, 항원/항체 복합체 등

으로, 인체의 세포를 자극하여 내인성 발열물질의 방출을 자극

하여 체온상승을 유도한다. 내인성 발열물질에는 인터루킨(in-

terleukin), 인터페론(interferons), 그리고 종양괴사인자-a



(tumor necrosis factor-a)가 포함된다. 내인성 발열물질이

프로스타그란딘 E2 (prostaglandin E2, PGE2)의 생산을 자극

하게 되고, 이 PGE2가 체온조절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체

온의 기준점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시상하부는 중심체온

이 새로운 기준점에 도달할 때까지 열생산을 증가시킨다. 따라

서 발열 시 상승한 온도 기준점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사용하

기도 한다(Broom, 2007). 

발열과 고체온증(hyperthermia)은 차이가 있다. 고체온증의

경우 온도 기준점은 정상이나 체온이 기준점을 초과한 상태로

보통 신체나 외부상황이 신체가 열을 소실하는 수준보다 더 많

이 생산할 때 발생한다. 열사병(heat stroke), 아스피린 중독,

발작 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고체온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체온증에 한 신체의 반응은 발열 때와는 상반된다. 발열이

있을 때는 추워하고 오한이 날 수도 있지만, 고체온증의 경우

오한이 나는 신에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어 붉어지고 열을 소

실하기 위한 시도로 한선이 활성화된다(Broom, 2007). 발열은

41℃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지만고체온증은 일반적으로 41℃

를 넘어간다. 모든 발열이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고체온증은 반드시 치료하여야 한다. 고체온증은 온도

기준점이 정상이므로 해열제 사용은 의미가 없고, 외부 냉각법

(external cooling)을 적용하여 열을 떨어뜨린다(Totapally,

2005). 

발열의 원인

부분의 발열은 심각한 질환이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자기한정성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이다. 0-5세의 아동

에서 발열의 10% 이하가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그리고 1% 정

도만이 뇌막염, 패혈증, 폐렴, 요로감염, 백일해 등과 같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세균감염에 의한 발열은 예방

접종으로 인해 적어졌으며 부분의 발열은 감기,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으로 발생한다. 때로는 약물의 과다복용,

과도하게 두껍게 많이 입은 옷으로 인해 발생한다. 세심한 사정

에도불구하고발열의원인이명백하지않은경우도있다(NICE,

2007). 

발열의 향

발열은 부신수질에 의해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맥박수, 호흡수, 사율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

를 증가시킨다. 당분해작용을 자극하여 세포 내로 화학적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이 부산물이 열을 생산한다. 또한 말초혈관 수

축을 자극하여 열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Totapally,

2005). 발열은 아동에게 이로운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때로

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며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

다. 정상아동에게 발열은 적(enemy)이 아니라 친구(friend)이

다. 발열은 면역과정을 증진시키고 감염에 견디는 능력을 향상

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발열은 보호적인 항상성 기전(protec-

tive homeostatic mechanism)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심

각한 질환을 가진 아동에게 열은 적이며 질병을 악화시켜 위험

할 수도 있다(Broom, 2007). 

이로운 효과

체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지 못하

게 하기 위한 면역반응에 의해 증가한다. 항체나 백혈구는 고온

에서 더 작용을 잘 한다. 따라서 40℃미만의 발열은 이로운 효

과를 가진다(Totapally, 2005). 37.5℃와 40℃사이의 체온은

사율을 증가시킨다. 체온이 1℃증가할 때마다 사율은 10%

증가되고, 빠른 사율에 의해 생성된 보다 높은 체온이 임파구

변형을 자극하고 호중구의 자동 운동성이 증가하여 식균작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며, 인터페론 생성에 향을 준다. 이로 인

해 면역에 한 효율성은 증가하고, 조직 회복도 빨라진다. 증

가하는 체온은 침범 유기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부

분의 세균은 열에 민감하여,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 세균의 성장

률과 이동성은 감소되고, 자기파괴는 증가되며, 세포벽은 손상

된다. 바이러스 또한 주위의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증가함에

따라 복제 속도가 느려진다(Broom, 2007).

해로운 효과

발열관리 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점은 발열로

인해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이다. 발열로 인해 증가한 사율은

아동의 인체에 높은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

로 하게 하므로, 발열은 근본적으로 순환기, 호흡기, 신장, 그리

고 사문제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발열로 인해 문제가 발전

될 위험을 가진 아동에게는 스트레스원이다. 중환아는 열을 떨

어뜨리기 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간호사는 열이 나는

건강한 아동을 위해 언제 발열관리를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

여야 하므로, 임상적 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열관리에

한 엄격하고 신속한 원칙은 없다(Totapally, 2005).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40℃ 이상의 열이 지속되면 비가역적인 세포손상

의 위험이 커지고, 43℃ 이상의 열에서 신경손상이 일어나며,

45℃ 이상의 열에서 세포파괴와 더불어 체온조절은 중단된다

(Broo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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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아동의사정

부분의 발열은 자기 한정적이고 많은 아동이 39℃ 정도의

열을 잘 견디지만,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정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발열아동의 사정은 체온측정뿐

만 아니라 신체검진, 건강력을 통해 이루어진다(Walsh et al.,

2005). 체온을 측정하여 열이 있는 경우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호흡 또는 순환, 또는 의식수준의 감소, 그 다음 Table 1에서

제시한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이용하여 심각한

질병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상과 징후 여부를 확인한

다. 열의 근원을 찾고 특별한 질환과 관련이 있는 증상과 징후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NICE, 2007). 

체온측정

체온은 어디서 그리고 어떤 유형의 체온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며 또한 0.5℃ 정도의 일중변동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열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아동

을 만져보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면 직전 체온이 정상이었다

할지라도 체온을 측정하여야 한다. 손으로 아동의 피부를 만져

보아열이있는지를판단하는것, 즉촉각체온(tactile temper-

ature)은 정확하지 않으며 측정자의체온에 매우 의존적이다. 

NICE (2007) 지침에 의하면, 4주 미만의 신생아는 전자체온

계를 사용하여 액와에서 체온을 측정할 것을 그리고 4주 이상

에서 5세까지의 아동은 전자체온계를 사용하여 액와 또는 고막

체온계를 사용하여 귀에서 체온을 측정할 것을 권한다. 또한

Pusic (2007)은 3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있어 고막, 액와, 구강

으로 체온측정은 신뢰성이 떨어져 직장으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아동의 체온측정방법을 비교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2세 미만의 어린아동은 직장체온이 가장 정확한 방

법이며 2세 이상은 고막체온계도 좋은 측정방법이 될 수 있다

고주장하 다(Pavlovic@, Radlovic@, Lekovic@, & Berenji, 2008).

고막체온계가 빠르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확도에 향을 주

는 요소(귀지, 측정방향, 위치 등)가 많다. 디지털 전자체온계가

싸면서도 정확하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며, 유리 수은체온계

Green-low risk Yellow-intermediate risk Red-high risk

Color -Normal color of skin, lips, and tongue -Pallor reported by parent/carer -Pale/mottled/ashen/ blue

Activity -Responds normally to social cues -Not responding normally to social cues -No response to social cues
-Content/smiles -Wakes only with prolonged stimulation -Appears ill to a healthcare professional
-Stays awake or awakens quickly -Decreased activity -Unable to rouse of if roused does 
-Strong normal cry not crying -No smile not stay awake

-Weak, high pitched or continuous cry 

Respiratory -Nasal flaring -Grunting
-Tachypnea -Tachypnea:
RR>50 breaths/min RR>60 breaths/min
age 6-12 months -Moderate or severe chest indrawing
RR>40 breaths/min
age>12 months

-O2 saturation≤95% in air 
-Crackles

Hydration -Normal skin and eyes -Dry mucous membrane -Reduced skin turgor
-Moist mucous membranes -Poor feeding in infants

-CRT≥3 sec
-Reduced urine output

Other -None of the amber or red symptoms -Fever for ≥5 days -Age 0-3 months, T≥38℃
or signs -Swelling of a limb or joint -Age 3-6 months, T≥39℃

-Non-weight bearing/not using an extremity -Non-blanching rash
-A new lump ≥2 cm -Bulging fontanelle

-Neck stiffness
-Status epilepticus
-Focal neurological signs
-Focal seizures
-Bile-stained vomiting 

Table 1. Traffic Light System for Identifying the Likelihood of Serious Illnes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2007). CG47. Feverish illness in children: assessment and initial management in children
younger than 5 yr. London: NICE. Available from www.nice.org.uk/CG47 Reproduced with permission.
RR=respiratory rate; CRT=capillary refill time; T=temperature.



는 깨지는 경우 독성에 한 잠정적 위험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다. 구강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4세 또는 5세 이상의 아동

에게 적절하다. 이마에 사용하는 화학적 체온계는 임상에서 사

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다(NICE, 2007). 

신체검진

발열은 특성상 보통 급성이지만, 발열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

는 발열의 과정 또는 기간에 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어떤 아동에게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열을 가진 모든 아동은 철저한 신체

검진이 필요하다. 체온측정은 물론 심박동수, 호흡수 그리고 모

세혈관 충전시간도 사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심

박동수 또는 모세혈관 충전시간의 연장이 있으면 혈압을 체크

하여야 한다(NICE, 2007). 

NICE 지침(2007)에서는 발열아동의 심각한 질병 위험성을

사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제시하 다(Table 1).

이 체계는 위험수준에 따른 사정을 통해, 아동발열에 한 즉각

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6개월 이하의 아에게

발열은 드물며, 심각한 질환 또는 감염의 신호일 수 있다. 3개

월 미만의 아가 38℃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가 39℃ 이

상의 체온을 보이면 병원에서 추가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또

한 아동을 깨우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깨울 수 있더라도 깬 상태

를 유지하지 못할 때, 약하고, 울음소리가 고음 또는 계속 울

때, 피부가 창백하고, 얼룩덜룩하고, 청색, 잿빛일 때, 피부탄력

도 감소, 담즙이 착색된 구토를 할 때, 중간 또는 심각한 흉부함

몰이 있을 때, 호흡수가 60회/분 이상일 때, 그 거림, 천문팽

창, 좋지 않아 보이는 것과 같은 증상은 심각한 질환일 위험성

이 높기 때문에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호등 체계를 통

한 사정 이외에 부모나 돌봄제공자의 아동발열에 한 인식도

함께 사정한다(Royal College of Nursing [RCN], 2008). 

아동의 건강력

최근외국여행을다녀온적이있으면감염가능성을고려하여

야한다. 열이5일이상지속되면원인을찾기위해의학적도움

을 청해야 한다(NICE, 2007). Broom (2007)은 아동의 체온이

41℃이상인 경우, 세균성 패혈증, 겸상적혈구 빈혈, 선천성 심

장질환, 심각한 머리손상을 가진 아동 그리고 면역이 억압된 아

동(종양이나HIV/AIDS)의경우의학적위험이높아좀더철저

한 사정이 요구된다고 하 다. 그 외에도 toxic appearance

(축 늘어짐, 청색증, 과소 또는 과다환기와 같은 좋지 않은 관류

상태), 점상출혈성 발진, 발작, 탈수, 48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최근 항생제로 치료받았던 경우는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Pusic, 2007).

발열관리

발열아동의 관리 방법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근거로 발열은 발열물질에 의해 생기는 몸의 반응

으로 자기 한정적이라는특징이 있어 비교적 해가 없으며, 부

분의 경우 특별한 처치 없이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반드시 치료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발열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Warwick, 2008). 인체 내에는 항이뇨호르몬, a-멜라

노사이트 자극호르몬, 콜티코트로핀 분비 인자와 같이 인체 내

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호르몬 즉 자연발생 해열제가 있

어 이것이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하여 체온이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 다. 이러한 자연발생 해열제는 음

성 되먹이 기전(negative feedback mechanism)을 통해 발열

의 해로운 향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자연발생 해열제의 기

능에 해 논쟁은 있지만 시상하부전방과 변연계에 있는 온도

조절 뉴런에 작용함으로써 발열을 감소시킨다는 근거 그리고

자연발생 해열제가 PGE2의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스테로

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근거가 제

시되고 있다(Broom, 2007). 

열이오르는것을방해하는것은면역반응에부정적인 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특

수한간호중재가근본적인질병의결과에 향을미치지않으므

로, 건강한아동이미열이있는경우신체의자연적인생리적반

응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해

열치료의 목적은 아동의 불쾌감을 덜어주어 편안함을 증진시키

는 것이어야 한다. 발열아동을 어떻게 처치할지에 한 결정은

사정자료에 근거한다. 발열기간과 체온의 높이가 아동이 심각

한 질병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발열기간과 체온의 높이를 아동의 질병에 한

심각성을 예측하거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아동의 행동이나 아동의 상태가 어때 보이는지가

발열의 기간이나 체온의 높이보다 더 중요한다(NICE, 2007).

발열은 보통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증상들 중 어떤 것

은 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즉

개 열 자체를 치료할 필요는 없으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

아 치료해주어야 할 것은 치료해주어야 한다. 너무 심한 고열로

인해 탈수 및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열제로 열을 떨어뜨려 주어야 하나 열에 약한 균에 해서는 발

열이 몸의 방어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Totapal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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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해열제(antipyretics)는 아동의 불편감을 감소시키며 체온을

1-1.5℃ 정도 떨어뜨린다(O’Connor, 2002). 또한 투여 후 시

간당 0.24℃씩 열을 감소시키므로 특히 열성경련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열을떨어뜨리기위해해열제를투여하는것은효과가

거의 없다(Purssell, 2002). 따라서 발열이 있는 아동에게 무조

건 일상적으로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NICE 지침(2007)에

따르면 해열제 사용은 아동이 많이 힘들어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고려한다.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은데 단지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열제 투여

결정 시에 부모와 보호자의 견해와 바람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열제는아동의불편감을감소시킬목적으로사용한다. Ru-

ssell, Shann, Curtis와 Mulholland (2003)는 아세타미노펜

(acetaminophen)이 해열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진

정,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입증되었으므로, 해열제의 사

용은 아동이 아주 불편해하고 통증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이 39℃이상의 열

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해열효과를 위해

일상적으로 해열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아가 견딜

수 있는 최 온도가 41℃이고 이 경우 해열제를 주어야 하지만

이렇게열이오르는경우는 부분열사병또는뇌손상의경우이

며이는고체온증으로해열제가비효과적이다(Warwick, 2008).

O’Connor (2002)는 일상적으로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진행

되고 있는 감염과정을 은닉할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

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정상체온 이하의 범주로 체온

을 너무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사용할 것을 권하 다. 

해열제의종류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ibuprofen)이 아동의 발열치료

에 널리 사용된다. 이 약물들은 모두 cyclo-oxygenase (COX)

활성을 저하시켜 PGE2의 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약리작용을 나

타낸다. 

아세타미노펜

아동발열시흔히사용하는해열진통제로처방없이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 과다복용 시 간독성(hepa-

totoxicity)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다(Warwick, 2008). 해마

다 미국에서만 56,000명이 아세타미노펜 독성으로 응급실을

찾으며 이 중 26,000명이 입원을 하고 약 450명이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Nourjah, Ahmad, Karwoski, & Willy, 2006).

간독성에 한 부작용은 아동이 2세 이하, 반복되는 구토, 설사

등과 같은 다른 증상으로 아플 때, 하루 90 mg/kg/day 이상으

로 매 4시간 간격으로 줄 때 더 위험이 많다. 탈수상태 또는

양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아동은 더 위험하고, 공복(fasting)상

태도 위험할 수 있다(Warwick, 2008). 과다복용 시 해독제로

N-acetylcysteine을 사용할 수 있다(Purssell, 2002). 

이부프로펜

아동에게 흔히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

IDs)이다. 다른 NSAIDs와 같이 COX 활성을 감소시켜 PGE2의

합성을 차단함으로써 약리작용을 나타낸다. 아스피린은 Reye

증후군의 위험 때문에 18세 이하에는 권장하지 않으며(War-

wick, 2008), 이부프로펜을 아스피린 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위장장애(속쓰림, 위장계 출혈, 궤양)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

도염 발생 위험성이 큰 강직성 뇌성마비를 가진 아동과 같이 문

제를 유발할 소인이 있는 아동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프로펜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며 구토 또는 설사를 하는 등

탈수증상이 있는 아동에게는 신부전 또는 신장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세타미노펜을 사용한다. 천식을 악화시킨다는

염려가 있어 이중맹검 무작위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천식아

동에게 아세타미노펜을 준 경우와 이부프로펜을 준 경우 입원

또는외래방문율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Lesko, Louik,

Vezina, & Mitchell, 2002), 아세타미노펜 투여 시보다 이부

프로펜 투여 시 천식발생의 위험이 더 낮아 이부프로펜이 아세

타미노펜보다 더 치료적 그리고 보호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Kanabar, Dale, & Rawat, 2007).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일반적으로 해열효과가 좋고

열성경련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례

연구 및 체계적인 고찰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두 약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한지에 해서도 연구마다 다

른의견을제시하고있다(Hay et al., 2009; Perrott, Piira, Go-

odenough, & Champion, 2004). 일 메타분석(Perrott et al.,

2004)에서는 이 두 약이 비슷한 해열, 진통효과와 안정성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Hay 등(2009)의 연구는 이부프로펜이

아세타미노펜보다열을떨어뜨리는데효과적이라고보고하 다.

해열제의 투여지침

해열제의 과소투여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정상체

온 유지를 위해 해열제의 교 사용을 부추기는 반면, 과다사용

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해열제의 부작용 및 독

성은 정확한 지침 로 투약하면 그 발생률이 낮다. 따라서 매회

투여 시 정확한 용량 투여 그리고 1일 투여 가능한 최 용량을

아동의 발열과 발열관리: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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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정확히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량은 연령이 아니고 체

중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약에 해열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동이 2가지 이상의 약

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다른 약의 성분을 살펴보아 하루에 너무 과도한 용량이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어린이용 종

합감기약 속에는 아세타미노펜이 들어 있다. 따라서 아세타미

노펜과 종합감기약을 같이 먹이면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과량

으로 먹이게 되어 위험하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해 준 해열제를

먹이면서 가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다른 해열제를 쓰

면 안된다(Nourjah et al., 2006). 해열제의 특성 및 투약 지침

을 요약하면Table 2와 같다(Totapally, 2005). 

해열제의 투여경로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과 같은 해열제는 구강, 항문, 정

맥 등의 경로로 투여할 수 있지만 구강경로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구강과 항문용 아세타미노펜의 해열효과에 해서는

잘 입증이 되었지만 이들 경로의 해열효과의 비교 결과에 해

서는 논쟁이 있다. 몇몇 연구자는 구강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

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Goldstein, Berlin, Berkovitch, & Kozer, 2008; Nabuli et

al., 2005). 구강투여의 빠른 약물흡수(30-60분 이내)와 1회 아

세타미노펜구강복용의약역동학에 해잘입증이되어있지만

1회 항문용량의 약역동학에 해서는 좌약의 크기, 용해율, 직

장 내의 삽입 위치, 직장의 내용물에 따라 그 흡수율이 차이가

있으며지연될수도있다는보고가있다(Goldstein et al., 2008).

구강용 약물에 한 아동의 수용성, 특정한 의학적 상황과 부모

와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투여방법을 결정한다. 아세타미노펜

의 경우 구강투여 시 흡수율이 빨라 선호할 수도 있지만 구토를

하거나 또는 구강투여를 못하는 경우 항문경로가 좋으며 구강

경로의 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강용 아세타미노펜

을 먹이고 항문용을동시에 쓰면 안된다(Nabuli et al., 2005). 

항문경로가 여러 특별한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이나 미국소아

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에서는 과다

한 사용으로 인한 독성효과와 낮은 흡수율로 인한 부적절한 치

료 효과에 한 잠재성으로 인해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모들이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부모들도 항문경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도있다(Goldstein et al., 2008; Nabuli et al., 2005).

Nabuli 등(2005)은 구강(15 mg/kg)과 항문용 아세타미노펜 일

상용량(15 mg/kg), 항문용 고용량(35 mg/kg)을 투여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한 결과, 부모들이 항문경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강경로로 투여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항문경로로

투여하는 경우 일상용량과 2배 용량을 사용한 경우도 그 효과

가 차이가 없었다. Goldstein 등(2008)도 구강용, 항문용 해열

제의 체온감소 효과는 유사하며 아동에게 항문용 아세타미노펜

을 삼가하라는 AAP의 권고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아세타미노펜과이부프로펜의교 사용

약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세

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각 약의 추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동시에 투여하거나 교 로 투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

사용에 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아세타미노펜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이부프로펜과 교 로 사용한 경우 더 좋은 해열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Hay et al., 2009; Nabuli et al.,

Acetaminophen Ibuprofen

Pharmacological properties

Dosage (orally)
Frequency

Peak plasma concentration
Time to maximal temperature  
reduction

Side effects

A prostaglandin-synthetase inhibitor with anal-
gesic, and antipyretic features

Broken down in the liver

10-15 mg/kg/dose 
No more frequently than every 4 hr
No more than 5 doses per day
30 min
within 2 hr

Liver damage with large doses, Hepatotoxicity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inhibit COX
enzymes

A prostaglandin-synthetase inhibitor with analgesic, anti-
inflammatory, antipyretic, and antithrombolic features

Removed by the kidneys
5-10 mg/kg/day
No more frequently than every 6 hr
No more than 4 doses per day
1 hr
within 3 hr

Gastrointestinal disturbances, nausea, epigastric pain, heart-
burn and gastrointestinal bleeding

Renal failure or impairment

Table 2. Antipyretics in Children



2005),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교 로 주는 것과 이부프

로펜을 단독으로 주는 것 간에 해열효과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한 연구도 있다(Erlewyn-Lajeunesse et al., 2006). 

NICE 지침(2007)에 의하면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동시에 투여하지 않아야 하며, 효용성이나 안전에 한 제한된

근거때문에이두약을일상적으로교 로주지않도록하고있

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준 해열제에 해 아동

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두 약이 서로 다른 약리작용을 가

지므로 교 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

다(Hay et al., 2009). Hay 등(2009)은 고열증상이 있는 아동

을 상으로 무작위, 맹검 실험연구를 한 결과, 두 약물을 동시

에 복용한 집단의 아동이 아세타미노펜만 복용한 집단의 아동

보다 첫 4시간 동안 고열증상이 55분 정도 덜 한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이부프로펜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물복용 24시간 후에는

두 약을 같이 복용한 집단의 아동이 아세타미노펜만 복용한 집

단의 아동보다 약 4.4시간 가량 고열증상 기간이 짧은 반면 이

부프로펜복용만집단보다는단지2.5시간고열증상이덜한것

으로 나타나, 고열증상이 있는 아동에게 아세타미노펜보다 이

부프로펜을 먼저 투여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하 다. 그러나

만약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한 가지 약만을 주는 것보

다는 두 약을 교 로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요약하면 부분의 경우 해열제의 단독 사용만으로도 편안함

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지만, 아주 드물게 단독 해열제 사용으로

해열이 안 되는 경우만 의사의 지시를 받아 교 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 경우 과용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동

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했는지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고 수분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 해열제를 교 로 사

용하는 경우 혼동을 초래하여 부정확한 용량이 투여될 수 있다

(Carson, 2003; El-Radhi, 2008).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여기간이 제한되어야 한

다(Hay et al., 2009). 

열의 물리적 치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물리적 치료(physical treatment)는

외부 냉각법(external cooling)으로 미온수 스펀지 목욕(tepid

sponge bath), 환경을 시원하게 하는 것, 부채, 선풍기 사용, 옷

을 벗기기 등을 들 수 있다(NICE, 2007). 

미온수(스펀지) 목욕

미온수 목욕은 일정기간 30-33℃의 물을 이용하여 몸을 닦

아주는 것으로, 비용이 싸고 적용이 쉬워 가정과 병원에서 아동

에게 흔하게 적용한다(Alves, Almeida, & Almeida, 2008). 이

는 스펀지 또는 수건에 물을 적셔 지속적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서 계속 시원한 물로 새로운 층을 형성하여 전도를 최 화하고

동시에 류와 증발이 열소실을 증진시키는 원리에 의해 해열

을 하는 것이다. 

미온수 목욕을 할 때는 옷을 기저귀와 팬티까지 다 벗기고 수

건을 미지근한 물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적셔서 손끝, 발

끝부터 시작하여 팔, 다리, 머리,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온 몸

구석구석을 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약간 문지르는 느낌으로

닦아준다. 열은 노출 부위만큼 잘 발산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

이 노출시켜야 하며, 몸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화열을 이

용하여 마사지하는 사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것이므로 몸에 물이 묻어 있어야 한다. 피부표면을 통해 열을

증발시키는 방법이므로 젖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준다든지 덮

어두지 않아야 하며 물 속에 아이를 담구지 말아야 한다. 알코

올은 피부 또는 폐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

며, 얼음물이나 찬물은 떨림을 유발하여 오히려 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Alves et al., 2008). 미온수 목

욕을 실시한다면해열제투여후30분후즉해열제의작용시간

에 시행한다. 만일 그 이전에 미온수 목욕을 한다면 상승된 체

온기준점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조절중추인 시상하부

가낮아진 체온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한기로 인해

오한이 생겨 오히려 체온을 상승시킨다(Walsh et al., 2005). 

해열제와 더불어 미온수 목욕을 하는 것이 해열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해열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 효과에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떨림, 소름끼침, 울음, 그리고 불편감을 야기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ICE, 2007). 또한 미온수 목욕은 교

감신경 자극을 통한 사증강을 초래하여 체온을 올릴 수 있다

는 단점이 있고, 내인성 발열물질에 한 작용이 없기 때문에

온도조절중추에 해 작용하지 못하며 해열효과는 일시적이고

일주기변동 그리고 체온측정 시 발생하는 오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만큼 아주 미비하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협조가어려우며힘들어하고울게된다는단점이있다(Thomas,

Vijaykumar, Naik, Moses, & Antonisamy, 2009). Thomas

등(2009)은 체온이 38.3℃ 이상인 입원아동을 상으로 미온

수 목욕과 함께 해열제를 투여한 집단(n=73)과 해열제만을 투

여한 집단(n=77)의 체온의 감소와 불편감을 측정하는 무작위

실험 연구를 실시하 다. 미온수 목욕과 더불어 해열제를 사용

한 집단이 해열제만 사용한 집단보다 초기에는 더 체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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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었지만 2시간 후 두 집단의 체온차이는 없었으며, 불편

감은 미온수 목욕과 함께 해열제를 사용한 집단이 해열제만 사

용한 집단보다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결론적으로 해열제에 추가하여 미온수 목욕을 하는 것은 초

기에 좀 더 빠르게 체온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체온감소에 장점이 없었으며, 발열자체가 환자의 질병과 예후

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때 약간의 초기 해열효과를 얻고

자 환아가 불편해하는 미온수 목욕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화되

기 어렵다. RCN (2008)에서는 미온수 목욕을 하는 과정은 간

호사나돌봄제공자에게매우시간소모적일수도있다고하 다.

따라서 고체온증과 같은 특별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하고 일상적으로사용할 필요는 없다. 

환경

발열이있는아동의방온도는18℃가편안하다(RCN, 2008).

방을 덥게 하지 않으며, 온도가 높으면 창문을 열거나 또는 선

풍기 등을 사용하여 환기를 하여 방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

러나 선풍기를 아동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은 체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의복

아동은 가벼운 복장이나 얇은 시트를 사용한다. 너무 꽉 끼는

옷을 입히지 않으며, 담요로 감싸지 않는다. 또한 이마를 통해

과다한 열을 소실하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 이마를 덮지 않는다

(RCN, 2008). 열이 있는 아동이 추워하고 몸이 떨리는 오한이

있을 때는 얇은 시트를 덮어준다. 그러나 오한이 사라진 후에는

열이 증발되게시트를 벗겨주고 아의 경우 기저귀만채운다. 

수화

열이 나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이로 인한 수분손실이 커져 아

동은 탈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탈수는 더욱 열을 높인다. 시

원한 물을 마실 것을 격려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는 모유수

유를 계속한다. 탈수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정을

한다. 탈수의 징후는 모세혈관 충전시간의 지연(3초 이상), 비

정상적인 피부 긴장감, 비정상적 호흡양상, 약한 맥박, 차가운

사지, 소변량 감소, 천문함몰, 건조한 점막, 푹 꺼진 눈, 눈물이

나지 않음, 전반적으로좋지 않은 외모 등이다. 

기록-유지

발열이 있는 아동을 규칙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해열제를

준 후 1시간 후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체온 측정빈도는 병

원의 정책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

는지를 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체온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

동, 다른 상태, 부모/돌봄제공자의 관찰내용도 기록에 포함한

다(RCN, 2008).

부모교육

부분의 열은 자기한정적이며 면역자극에 한 정상 적응

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발열은 위급

한 질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부모에게 의학

적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해 교육을 해야 한다. 간호사는

아동의 발열관리에 한 올바른 인식과 최신의 지식을 통해서

부모들이 발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부모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발열공포를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재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발열관리가 과학

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의문

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본 고찰을 통해 현재 간호사들이 발열

및 발열관리에 해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임상 및 지역사회

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발열관리에 한 최근의 과학적 근거를

잘 반 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열이 날 때 열을 떨어

뜨리고열성경련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해열제와더불어미

온수 목욕은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Jeong

& Kim, 2009). 그러나 본 문헌고찰의 결과 해열제는 열을 떨

어뜨리기위한목적보다는아동의불편감을덜어주기위한목적

으로선택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 해열제가열성경련을예방하

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우 흔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

온수 목욕은 해열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아동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

펜의 교 사용 효과에 해서도 아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발열관리에 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를 실무에 소개하고 활용하여야 할 중

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간호사는 해열제를 교 로 사용하는 것

이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

해 다른 건강관리제공자와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다(Carson,

2003; Walsh et al., 2005). 의료인들조차도 발열에 해 부정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발열관리에 해 혼동된 정

보를 가지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실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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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에게 그 로 전달되어 부모들의 불안 및 공포를 증가시

키고 부적절한 해열제 투여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다(Jeong

& Kim, 2009; Walsh et al., 2005). 따라서 무엇보다도 간호

사들의 발열 및 발열관리에 한 정확한 지식과 발열의 이로운

점에 한 인식이 필요하며, 필요 이상으로 발열에 한 공포를

갖지 않는다거나 미열이나 중간 정도의 발열에 해서는 너무

적극적인 해열제 사용 및 처치를 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다(Walsh et al., 2005). 

근거중심의 교육중재는 발열공포를 다루는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줄이기위한가장좋은방법이다(El-Radhi, 2008).

의료인들과 부모를 위한 발열에 한 지식과 발열관리에 한

실무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발열공포를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소아 또는 응급간호사에게 발열관리에 한 과학적 근거에 기

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이들의 발열에 한 지식이

향상되고 태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Edwards et al., 2007). Edwards 등(2007)은 아

동을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한 결과, 교육 전 간호사

들의 발열관리 실무는 일관성이 없고 형식적이었으나 교육 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간호사들을 위한 근거중심 발열관리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간호사가 근거중심의 발열관리에 해 잘 알고 그들의 실무

에 반 을 한다면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발열관리에

한 질 또한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한

발열관리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발열에 한 지식과 발열관

리를 향상시키며 열성경련에 한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Broome, Dokken, Broome, Woodring, & Ste-

gelman, 2003). 발열관리 교육에는 발열에 한 긍정적인 측

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발열관리는 개별적이어야 하고 발열관리

는 각 중재에 한 효과성과 위험성에 한 최신의 과학적 근거

가 반 되어야 한다. El-Radhi (2008)는 아동이 아파서 병원

에 올 때는 부모의 불안수준이 높아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

므로 아동이 정기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방문 시 부모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모들에게 아동의 피

부색깔, 활동수준, 호흡수 및 수화상태 등을 어떻게 사정하는지

를교육시켜야한다고 했다. 

본 연구는 발열 및 발열관리에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

로써아동을돌보는간호사들에게현재그들의발열관리실무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합적 고찰(integrative review)로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실시하지 못했으므로 문헌의 선정

과 종합 등에 있어서 엄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체계적인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발열의 유익한 효과에 한 많은 근거가 지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유익한지 발열 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

은지에 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근거중심실무의 시 에

살고 있는 간호사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실무를 평가하고 근거

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확인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부모들이 그 효과성과 안정성이 좋은 것으로 알

고 애용하고 있는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과 같은 해열제

는 정확한 용량과 투약 간격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교 로 사용하는 것에 해서도

아직 그 효과 및 안정성에 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해

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일차적으로 아세타미노펜 또는 이부

프로펜 중 한 가지만 연령, 용량, 투약 간격을 정확히 지켜 사용

하고, 만일한가지해열제로해열효과가없는경우다른해열제

를 주의깊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해열제를주는일차적인이유는아동의편안함을증가시키

기 위함이다. 만일 아동의 체온이 38℃이어도 잘 놀고 편안해

하면 해열제를 줄 필요가 없다. 또한 열성경련에 한 과거력이

있던 아동에게조차도 해열제가 열성경련의 예방효과나 재발률

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 간호사나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온수목욕은해열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간호연구, 실무 그리고 교육 측면에

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근거중심의 실무를 위해 현

재 임상 및 지역사회에의 발열관리 방법에 해 의문을 제기하

고 근거중심의 실무를 행하기 위해 관련주제에 한 지속적으

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확인하고 또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간호학 교재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발열관리 정보

의 질을 분석하고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간호학 정규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으

로 발열관리에 한 최근의 임상근거를 알리기 위한 교육이 요

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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