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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for infants of antifebrile therapy using a hypothermia 
blanket or rectal antipyretics following open heart surgery. Methods: This was a retrospective study and 174 infants who had 
open heart surgery at P University Hospital, and whose body temperature body temperature exceeded 37.2°C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assessment tool was composed of 32 items was used for assessment of fever therapy, physiological indexes 
and antifebrile duration. Physiological indexes included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eart rate, pH, 
PaCO2, PaO2, HCO3

-, SaO2, and K+ and the antifebrile duration was minutes from having a fever until BT returned to normal 
levels. Results: The antifebrile duration with the hypothermia blanket was shorter than with rectal antipyretics. There were sig-
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ysiological indexes with either type of antifebrile therapy, but drop in BT was greater with the hypo-
thermia blanket than rectal antipyretic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 hypothermia blanket is a non-in-
vasive, non-drug and safe antifebrile therapy. Therefore, a hypothermia blanket can be applied to infants with a fever following 
open hear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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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선천성 심장병은 신생아 1,000명당 8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질환

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선천적 기형 중 가장 많은 질환이다

(Jung, 2011). 개심술은 심장의 선천적 및 후천적 결손을 교정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로 

1953년 Gibbon이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체외순환 하에 처음 시행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처음으로 

개심술을 시행한 이래, 2010년 64,898건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

였다(Seo, 2011). 

개심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저체온법과 체외순환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Park et al., 1996). 심장의 결손을 교정한 후 체외순환

을 정지한 후에도 저체온이 지속될 경우 부정맥, 심박출량 감소, 

응고장애, 대사성 산증 등을 유발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에 빠지기도 하므로(Bahn et al., 2006), 체외순환기

로부터 이탈시키기 전에 재가온 과정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킨다

(Kim, Lee, & Lim, 1997). 그 외에도 40°C로 가온된 세척액의 사용, 

기도내의 가온가습 가스주입, 42°C의 가온 담요 사용 등의 다양

한 방법들로 체온을 상승시키게 되는데(Park & Yoon, 2007),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재가온 시작시점과 종료 기준 온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재가온의 과잉으로 인한 고체온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Kim et al., 1997). 또한 체외순환이 종료되면 인체는 보체의 활성, 

내독소분비, 백혈구의 활성화, 부착물질의 발현, 활성산소, 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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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열의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을 이룬 상태(Yoo, 2002)로 본 연

구에서는 Hewlett-Packard에서 제조한 HP Multiparametric Modu-

lar Model 66S Monitor와 연결된 직장용 탐침(probe)을 직장 내 

3-5 cm 정도 삽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장체온이 37.2˚C 이상

으로 측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저온담요 적용

Cincinnati Sub-Zero Products Inc.에서 제조한 Blanketrol Ⅱ을 

사용하여 63.5 cm×83.8 cm 크기의 blanket에 침대보 한 장을 덮

고, 아동의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눕힌 상태에서 10-15˚C의 온도로 

체온이 36.9˚C 이하가 될 때까지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직장용 해열제 투여

한미약품에서 제조되는 서스펜 좌약을 환아의 직장을 통해 투

여한 것을 의미한다.

해열효과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로 인해 나타나는 해열소요시간과 생

리적 지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해열소요시간은 발열 시부터 해열 

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생리적 지표의 변화는 발열 시와 해열

시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호흡, 동맥혈산소포화도, 동맥

혈산소분압, pH, 동맥혈탄산가스분압, 중탄산이온 및 칼륨이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아 중 발열 시 

적용된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에 따른 해열소요시간과 생리적 

지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에서 2008년 10월 31일까지 

B시에 소재한 P대학병원에서 개심술을 받고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생후 1개월 이상 만 3세 이하의 395명의 명단에서 EMR상 

의무 기록 조회가 가능하며 개심술 후 직장체온이 37.2°C 이상으

로 상승하여 해열요법을 적용한 환아 191명 중 발열 시 체온이 

39˚C로 극대값을 가진 환아 1명과 두 종류의 해열요법을 병행한 

환아 16명을 제외한 174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개 항목, 개심술 관련 특성 4개 항

목, 발열 특성 4개 항목, 해열 시 체온 및 해열소요시간 2개 항목과 

활성화인자, 산화질소, 엔도텔린을 포함한 염증매개체를 분비하

여 발열을 유발한다(Lee, Chee, Shin, & Kim, 2004). 그리고 전신

마취에서 회복될 때에 시상하부에서 열을 생산하고 핵심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사활동을 증가시켜 오한을 일으키며(Park, 

Lee, Moon, & Lee, 1990), 연동작용이나 심근 수축 등의 여러 내부

장기 활동에 의해서 체열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Lee & Kim, 2007). 

체온이 약 0.6˚C 상승하면 신체조직의 대사 요구량은 약 7% 증가

되고, 뇌도 약 7%의 산소를 더 필요로 하게 되며 심박동수도 분당 

10회 정도 증가하고(Lee, Yoo, Kim, & Kim, 2002), 부신수질에 의

해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생산이 증가되어 심박동수, 호흡수, 대사

율 및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Jeong & Kim, 2010), 산소 소모량의 

상승과 세포허혈을 유발한다(Lee et al., 2002). 따라서 면역력이 떨

어져 있거나 심장질환, 심각한 뇌손상 등이 있는 아동은 발열로 

인해 대사량, 산소소모와 이산화탄소의 생산이 증가되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발열은 아동에게 매우 흔한 증상으로 간호사가 

자주 직면하는 문제이다(Chung & Kim, 2009). 간호사들은 발열 

및 발열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태도도 부적절하여, 발열 

시 대처하는 방법에도 일관성이 없고(Walsh, Edwards, & Fraser, 

2007),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해열제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

다(Edwards, Courtney, Wilson, & Walsh, 2003).

중환자실에서는 개심술 후 환아의 발열 상태를 주로 저온담요

와 직장용 해열제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직장용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침습적인 약물

요법인데 비하여 저온담요는 환아에게 안전하고 비침습적, 비약물

적 요법이므로 해열효과가 비슷하다면 저온담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온담요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적용 

온도나 적용부위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심술 후 환아의 해열을 위해 저온담요의 적용

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에 따른 생리적 지표 및 해열소요시간을 비

교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열요법을 선택하기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아의 발

열 시 적용된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에 따른 해열효과를 파악

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의 해열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의 해열효과를 비교한다.

용어 정의

발열

신체온도가 질병에 의해 37˚C 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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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해열 시 각각의 생리적 지표 18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는 P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1인의 검토를 통해 발열에 따른 생리적 지표가 적절히 반영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및 체중의 3개 항목으로, 연령은 영아

와 유아를 구분하는 12개월을, 체중은 12개월의 평균 체중인 10 

kg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Marilyn & David, 2008), 개심술 관련 

특성은 진단명, 마취시간, 체외순환시간 및 재가온 시간의 4개 항

목으로, 마취시간, 체외순환시간 및 재가온 시간은 각각의 시작시

간과 종료시간을 조사하여 두 시점간의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였

다. 그리고, 개심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발열 특성은 입실 시 체온, 

발열 시 체온, 발열소요시간 및 해열요법 4개 항목으로, 발열소요

시간은 입실이후 발열 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중환자실 입실

시간과 발열시간을 조사하여 두 시점 간의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

였다. 해열요법은 저온담요 적용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 중 하나를 

적용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해열 시 체온과 해열소요시간 2개 항

목에서 해열소요시간은 발열 시의 시간과 해열 시의 시간을 조사

하여 두 시점 간의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였으며, 생리적 지표는 

발열 시와 해열 시 각각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심박동수, pH, 

동맥혈탄산가스분압, 동맥혈산소분압, 중탄산이온, 동맥혈산소포

화도, 칼륨이온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자가 P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면제승인(IRB접수번호 E- 2011037)을 받고, 담당 주치의에

게 환자의 자료를 연구 자료로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후 

수술환자 명단을 받았다. 이후 대상병원의 의무기록실 규정에 따

라 전자의무기록 열람허가를 받은 후에 2011년 7월 1일에서 8월 31

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자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조사도구를 사

용하여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심술 관련 특성 및 개

심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발열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저온담요 적용집단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집단

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t-test와 χ2-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저온담요 

적용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에 따른 해열소요시간과 생리적 지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aired t-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동질성 검정

전체 연구대상자 174명 중 남아가 62.1%로 여아 37.9%보다 많았

다. 연령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가 75.3%로 12개월 초과 24.7%

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9.1개월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이었다. 체중은 10 kg 이하가 76.4%로 10 kg 초과인 환아 23.6%보

다 많았으며 평균체중은 7.9 kg로 최소 3.15 kg에서 최대 20.4 kg 

사이에 분포하였다. 진단명은 심실중격결손이 62.6%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팔로사징이 16.1%, 심방중격결손이 8.6%, 기타가 

12.6%의 순이었으며, 평균 마취시간은 279.7분으로 최소 120분, 최

대 630분이었고, 평균 체외순환 시간은 108.2분으로 최소 32분, 최

대 281분이었으며, 평균 재가온시간은 32.4분으로 최소 8분에서 

최대 140분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시 체온은 37.2˚C 미만으로 발열

상태가 아닌 경우가 50.6%, 37.2˚C 이상이 49.4%였다. 중환자실 입

실 후 발열 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분 미만인 환아가 53.4%로 많

았고, 60분 이상 120분 미만이 30.5%, 120분 이상이 16.1%였으며 

평균 64.2분으로 최소 0분에서 최대 590분이었다. 발열 시 체온은 

37.8˚C 미만이 83.3%, 37.8˚C 이상이 16.7%였으며 발열 시 평균체

온은 37.6˚C로 최소 37.2˚C에서 최대 38.5˚C 사이에 분포하였다.

발열 시 저온담요를 적용한 환아가 115명(66.1%)으로 직장용 해

열제를 투여한 환아 59명(33.9%)보다 많았다. 저온담요 적용집단

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집단의 성별, 연령, 체중, 진단명, 마취시간, 

체외순환 시간과 재가온 시간 및 입실 시 평균체온, 발열소요시간

과 발열 시 평균체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의 해열효과

저온담요 적용환아 115명의 평균 해열소요시간은 143.6분이었

으며, 저온담요 적용 전후의 체온은 37.6˚C, 36.7˚C (t=31.536, p<  

.001), 심박동수는 153.3회/분, 144.2회/분(t=8.705, p< .001), pH는 

7.48, 7.44 (t=5.906, p< .001), 동맥혈산소분압은 263.2 mmHg, 

198.5 mmHg (t=9.290, p< .001), 중탄산이온은 22.8 mmol/L, 20.5 

mmol/L (t=5.345, p< .001), 칼륨이온은 3.9 mmol/L, 3.6 mmol/L 

(t=4.544, p< .001)로 저온담요 적용 후의 수치가 적용 전보다 감

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장용 해열제 투여환아 59명의 평균 해열소요시간은 185.7분

이었으며, 직장용 해열제 투여 전후의 체온은 37.5˚C, 36.8˚C (t=  

17.343, p< .001), 심박동수는 161.4회/분, 149.1회/분(t=9.075, p<  

.001), pH는 7.47, 7.43 (t=4.760, p< .001), 동맥혈산소분압은 253.4 

mmHg, 187.4 mmHg (t=5.823, p< .001), 동맥혈산소포화도는 

98.8%, 98.3% (t=2.491, p= .016), 중탄산이온은 22.4 mmol/L, 20.7 

mmol/L (t=3.781, p< .001), 칼륨이온은 4.2 mmol/L, 3.8 mmol/L 

(t=3.727, p< .001)로 나타나 직장용 해열제 투여 후의 수치가 투

여 전보다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체온, 심박동수, pH, 동맥혈산소분압, 중탄산이온, 칼

륨이온에 대한 수치의 감소는 저온담요 적용과 직장용 해열제 투

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고, 동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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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 해열제를 투여하였을 때 나타났다(Table 2).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에 따른 해열효과의 차이 비교

저온담요 적용환아 115명의 평균 해열소요시간이 143.6분으로 

직장용 해열제 투여환아 59명의 평균 해열소요시간 185.7분보다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70, p= .011).

해열요법 적용 전후의 생리적 지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체온

(t= -4.868, p< .001)은 저온담요 적용집단에서, 심박동수(t=2.078, 

p= .040)는 직장용 해열제 투여집단에서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개심술 후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발열 환아에게 적용된 저

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 및 이에 따른 해열소요시간과 생리적 지

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발열 시 적용된 해열요법으로는 저온담요가 

66.1%로 직장용 해열제 33.9%보다 많아 비약물적 접근을 많이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omas (1995)는 아동의 발열 시 해열제

를 투여하는 약물적 접근보다는 비약물적 접근을 먼저 하도록 하

였으며, Jeong과 Kim (2010)도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인 간독

성을 강조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여 바람직한 

Table 2. Antipyretic Effects according to Hypothermia Blanket and Rectal Antipyretics (N=174)

Variables
Hypothermia blanket (n=115)

t p
Rectal antipyretics (n=59)

t p
Before Mean±SD After Mean±SD Before Mean±SD After Mean±SD

Antipyretic duration (minute) 143.6±99.8 185.7±107.6
BT (°C) 37.6±0.3 36.7±0.2 31.536 < .001 37.5±0.2 36.8±0.2 17.343 < .001
SBP (mmHg) 90.2±16.1 88.7±14.9 1.118 .266 88.5±12.8 85.1±12.1 1.832 .072
DBP (mmHg) 51.4±10.1 51.0±7.7 0.467 .641 50.1±7.0 49.9±6.6 0.184 .855
HR (bpm) 153.3±20.4 144.2±17.8 8.705 < .001 161.4±20.3 149.1±19.6 9.075 < .001
pH 7.48±0.07 7.44±0.08 5.906 < .001 7.47±0.08 7.43±0.06 4.760 < .001
PaCO2 (mmHg) 30.0±5.4 29.8±6.0 0.400 .690 30.4±7.1 31.4±6.4 -1.469 .147
PaO2 (mmHg) 263.2±94.9 198.5±63.1 9.290 < .001 253.4±91.0 187.4±71.0 5.823 < .001
SaO2 (%) 99.4±1.9 99.2±2.4 1.255 .21 98.8±5. 98.3±6.1 2.491 .016
HCO3

- (mmol/L) 22.8±4.6 20.5±2.8 5.345 < .001 22.4±2.9 20.7±2.7 3.781 < .001
K+ (mmol/L) 3.9±0.5 3.6±0.5 4.544 < .001 4.2±0.5 3.8±0.5 3.727 < .001

BT=body temperature;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HR=heart rate.

Table 1.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Hypothermia Blanket and Rectal Antipyretics Groups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74) Hypothermia blanket (n=115) Rectal antipyretics (n=59)

t or χ2 p
n (%) or Mean±SD n (%) or Mean±SD n (%) or Mean±SD

Sex Male 108 (62.1) 74 (64.3) 34 (57.6) 0.822 .411
 Female 66 (37.9) 41 (35.7) 25 (42.4)
Age (month) 1-12 131 (75.3) 78 (67.8) 46 (78.0) 3.252 .197

>12 43 (24.7) 37 (32.2) 13 (22.0)
Body weight (kg) ≤10 133 (76.4) 84 (73.0) 50 (84.7) 3.701 .157

>10 41 (23.6) 31 (27.0) 9 (15.3)
Diagnosis VSD 109 (62.6) 71 (61.7) 37 (62.7) 1.507 .681

TOF 28 (16.1) 17 (14.8) 12 (20.3)
ASD 15 (8.6) 11 (9.6) 4 (6.8)
Etc. 22 (12.6) 16 (13.9) 6 (10.2)

Anesthesia duration (minute) 279.7±84.5 284.1±80.6 272.4±91.9 0.831 .408
Extracorporeal circulation (minute) 108.2±46.1 108.7±42.4 108.5±53.7 0.021 .983
Rewarming duration (minute) 32.4±18.3 31.8±18.5 32.2±17.2 0.424 .526
Temperature at ICU admission (°C) <37.2 88 (50.6) 55 (47.8) 33 (55.9) 1.025 .197

≥37.2 86 (49.4) 60 (52.2) 26 (44.1)
Duration from ICU admission <60 93 (53.4) 69 (60.0) 24 (40.7) 5.731 .095
  to fever (minute) 60-119 53 (30.5) 32 (27.8) 21 (35.6)

≥120 28 (16.1) 14 (12.2) 14 (23.7)
Temperature at feverishness (°C) 37.6±0.2 37.6±0.2 37.5±0.2 3.494 .956

VSD=ventricular septal defect; TOF= tetralogy of Fallot; ASD=atrial sept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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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고 생각한다. Kang과 Yun (2010)은 소아응급실을 내원

한 발열 환아에게 미온수 마사지를 추천하기도 하였으나 개심술 

후 환아는 개방 상처와 침습적 도관들을 가지고 있어 감염의 위험

이 있고 온도의 일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침상이 젖을 수 있

으므로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심술 후 환아 174명 중 저온담요 적용환아 115명의 평균 해열

소요시간은 143.6분, 직장용 해열제 투여환아 59명의 평균 해열소

요시간은 185.7분으로 저온담요 적용집단의 해열소요시간이 짧았

으며(t= -2.570, p= .011) 체온 감소도 저온담요는 0.9˚C로 직장용 해

열제의 0.7˚C보다 많이 감소시켰다(t= -4.868, p= .000). 이는 아세

트아미노펜이 투여 후 20-30분 이내에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시간에 혈중 최고 농도를 보이며 투여군의 95% 이상에서 4시간 

내에 유의하게 열이 감소하기 때문에(Kramer, Naimark, Renee, 

McDougall, & Leduc, 1991) 직장용 해열제의 해열 소요시간이 길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온 담요는 몸 전체를 저온으로 유

지시키므로 보다 빠른 시간에 체온을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

각되므로 저체온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저온담요는 10-15˚C의 온도로 적용하여 환아의 

체온이 평균 0.8˚C 감소하는 시간이 139.1분이었다. Judith, Peter, 

Carley와 Bennett (1997)는 저온담요의 적용 후 체온의 하강과 저

체온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에게 저체온이 나타나지 않는 적절한 저온담요의 적용온도

와 시간 및 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온담요 적용에 대한 지침

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열효과로 해열소요시간 외에 수축기혈

압, 이완기혈압, 심박동수, pH, 동맥혈탄산가스분압, 동맥혈산소분

압, 중탄산이온, 동맥혈산소포화도 및 칼륨이온을 해열요법 및 발

열에 의한 생리적 지표로 보았다. 이는 발열 상태의 화상 환아와 

정상체온인 화상 환아의 대사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 Dennis 등

(2003)의 연구에서 발열에 의한 생리적 지표로 제시한 체온, 심박

동수, 칼륨이온을 포함한 것이며 또한 Jeong과 Kim (2010)의 연구

에서 발열에 의해 대사율의 변화가 오며, Lee 등(2002)의 연구에

서 발열에 의해 산소소모량상승을 가져온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대사율과 산소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는 pH, 동맥혈탄산가스분압, 

동맥혈산소분압, 중탄산이온, 동맥혈산소포화도를 추가하였다. 연

구결과에서 저온담요 적용집단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집단 모두에

서 체온, 심박동수, pH, 동맥혈산소분압, 중탄산이온 및 칼륨이온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직장용 해열제 투여 시 동맥

혈 산소포화도가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므로 발열과 

관련한 생리적 지표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Russell, Shann, Curtis와 Mulholland (2003)는 아세트아미노펜

이 진정,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개심술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진정, 불편감의 저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공

호흡기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환아를 대상으로 직장용 해열제의 

해열 및 진정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저온담요 적용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 모두 해열효과

가 있으나 저온담요 적용이 직장용 해열제 투여보다 해열소요시

간이 짧았고 체온도 더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심술 

후 환아의 발열 시 비약물적인 방법이면서 해열에 효과적인 저온

담요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환아의 발열관리를 위해 저온담요 적용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

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저온담요의 적용온도와 적

용시간 등의 저온담요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개심술 후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아의 발열 시 

적용한 저온담요와 직장용 해열제 투여에 따른 해열효과를 비교

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생후 1개월 이상 만 3세 이하

의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환아로, 개심술을 받고 외과계 중환자실

에 입실한 후 직장체온이 37.2°C 이상으로 상승하여 저온담요를 

적용하거나 직장용 해열제를 투여한 174명의 환아였다.

저온담요 적용집단이 직장용 해열제 투여집단보다 평균 해열소

요시간이 짧았고, 체온도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저온담요 적용집단과 직장용 해열제 투여집

단 모두에서 6개의 생리적 지표(체온, 심박동수, pH, 동맥혈산소분

압, 중탄산이온 및 칼륨이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온담요의 적용이 직장용 해열제보다 해열소요시

간이 짧으며, 체온을 더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저온담요는 비

Table 3. A Comparison of Antipyretic Effects between Hypothermia 
Blanket and Rectal Antipyretics   (N=174)

Variables

Hypothermia blanket
(n=115)

Rectal antipyretics
(n=59) t p

Mean±SD Mean±SD

Antipyretic 143.6±99.8 185.7±107.6 -2.570 .011
  duration (minute)
BT (°C) -0.9±0.3 -0.7±0.3 -4.868 < .001
SBP (mmHg) -1.5±14.5 -3.4±14.2 0.821 .413
DBP (mmHg) -0.5±11.0 -0.2±7.1 -0.194 .846
HR (bpm) -9.0±11.2 -12.6±10.7 2.078 .040
pH -0.04±0.08 -0.04±0.07 0.669 .505
PaCO2 (mmHg) -0.2±5.6 1.0±5.1 1.406 .162
PaO2 (mmHg) -64.7±75.0 -65.9±87.0 0.094 .925
SaO2 (%) -0.2±1.5 -0.5±1.4 1.218 .225
HCO3

- (mmol/L) -2.30±4.63 -1.72±3.49 -0.920 .359
K+ (mmol/L) -0.3±0.6 -0.3±0.6 0.220 .826

BT=body temperature;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HR=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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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이고 비약물적인 해열요법으로써 환아에게 안전하므로 개

심술환아의 발열 시 저온담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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