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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n quasi-experimental study to compare the effect of applying polyethylene wrap and 
aircap in maintaining body temperature of preterm infa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1 preterm infants. 
Aircap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23) and polyethylene wrap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n=28) when the preterm infants admitted t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he data was collected at W hospital 
in J-province from June 2016 to May 2017. A total of 9 body temperature measurements were taken at 3 hours 
interval from 5 min to 24 hours after admission. Repeated measure ANOVA, independent t-test and x2 test were 
conducted used with SPSS/WIN 24.0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omogeneity test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prior to the experiments (t=0.57, p=.56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body temperature of preterm infants over time (F=3.24, p=.020).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body temperature between polyethylene wrap and aircap application groups (F=1.29, 
p=.261).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roup and the time was insignificant (F=1.51, p=.214). Conclusion: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both methods of applying polyethylene wrap and aircap on the body in preterm 
infants had effect in maintaining bod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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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생 초기의 미숙아는 재태연령이 어리고 출생 체중이 작

을수록 비효율적인 자세와 많은 체액분포, 피하지방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온 소실의 위험이 만삭아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2] 더욱이 비전율성 열 생산 기전이 특징

인 미숙아는 열을 생산할 때 많은 양의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3]. 또한 미숙아의 저체온은 태아에서 출생 후 순환으로의 전

환을 지연시키며, 산소요구도를 증가시켜, 호흡부전 및 저혈

당, 사성 산증의 원인으로 미숙아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4] 미숙아 출생 후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미숙아의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체온 유지에 한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저체온 범위를 35.5~36.

4℃는 경도 저체온, 32.0~35.4℃는 중등도 저체온, 32.0℃ 미

만은 중증 저체온으로 구분하였다[5]. Chitty와 Wyllie [6]는 

일반적인 신생아 정상 체온 범위의 하한선을 35.5~36.5℃, 상

한선을 37.0~37.9℃라고 주장하였고, 한신생아학회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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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의 정상 체온을 36.5~37.1℃라고 정의하였다[7]. 신생아

의 체온 범위는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저

체온이 미숙아 사망에 영향 요인임을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2,8,9]. Laptook 등[10]은 신생아 입원 시 체온이 경도의 저체

온일 때, 체온이 1℃ 낮아질수록 사망률이 28.0%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Knobel 등[11]은 신생아 체온이 36.8~37.0℃일 

때 심박 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생아의 체온은 36.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6].

재태연령 28주 미만 신생아 입원 시 체온은 보통 36.5℃ 이

하로, 경도의 저체온에 해당하고 심지어 35℃ 이하의 중증도 

저체온도 관찰된다[12,13].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생아의 체표면적은 성인의 약 3배로, 어른의 약 4배가량 열 

손실이 발생하여 출생 직후 체온이 분당 0.2~1.0°C로 급속하

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체온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6,12,14]. 

신생아의 열 교환은 신체와 환경 사이의 증발, 류, 전도, 복

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열 손실에는 젖은 피부와 호흡을 통한 

증발(evaporation), 주위의 공기 온도가 체온보다 낮을 때 발

생하는 류(convection), 차가운 물체가 몸에 직접 닿을 때 발

생하는 전도(conduction), 신생아 주위의 차가운 물체에서의 

체열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복사(radiation) 등의 다양한 기전

이 작용하게 된다[14]. 미숙아는 분만 직후 피부의 증발과 류

로 인한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증발과 류를 줄이기 

위한 간호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미숙아의 수분 

손실로 인한 증발을 줄이고 주변 공기에 노출되는 류를 줄이

기 위해 미숙아를 덮어줌으로써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2,8]. 

최근 미숙아 분만 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만실의 

온도를 26.0℃로 높이고, 출생 후 즉시 폴리에틸렌 랩이나 백을 

이용[15,16]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Knobel 등

[11]은 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 직후 분만실 온도를 높이

는 중재를 적용하였다. 또한 Shafie 등[2]은 미숙아의 몸에는 

폴리에틸렌 백을 적용하고 머리에 폴리에틸렌 모자와 면 모자

를 적용하였을 때 폴리에틸렌 모자가 미숙아의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발표된 문헌[8]에 따르면, 폴리

에틸렌 랩이나 백은 출생 초기 미숙아의 체온을 올리는데 효

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모든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폴리에

틸렌 랩을 적용하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숙아의 

저체온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2,8] 보다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어캡은 쿠션 포장을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서 두 장의 폴리

에틸렌 필름을 포개고 그사이에 규칙적인 공기층을 두고 만들

어져 안전한 포장을 위한 용도로 쓰인다[17]. 초기에는 완충 포

장재의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2009년 농촌진흥청에서 단열재

로서 연구가 시행되며, 평균 기온 2°C 상승, 습도 10.0% 하락으

로 단열 성능이 입증되어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다[18]. 영국 데

일리메일에 따르면 2018년 영국에서 24주 미숙아에게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해 에어캡을 이용하였다는 뉴스기사가 보고되

었다[19]. 하지만 국내외에서 미숙아를 상으로 에어캡이 체

온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보온재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에어캡이 미숙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체온 유지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에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폴리에틸렌 랩과 에

어캡에 의한 체온 유지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미숙아의 저체

온을 예방하는 간호 처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숙아의 체온유지를 위한 폴리에틸렌 랩과 에

어캡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1)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2)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을 적용하는 두 집단의 체온 변

화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미숙아

① 사전적 정의: WHO에 의하면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premature infant) 또는 조산아(preterm infant)라고 

한다[20].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재태연령 27주 이상, 35주 이하의 미숙아를 의미한다.

2) 폴리에틸렌 랩

① 사전적 정의: 화학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

지. 내약품성 ․ 전기 절연성 ․ 방습성 ․ 내한성 ․ 가공성이 뛰

어나 절연 재료 ․ 그릇 ․ 잡화 ․ 공업용 섬유 ․ 도료 따위에 쓰

이는 포장재이다[17].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 랩을 가로 30cm, 세

로 30cm 크기로 세 겹 접어서 제작한 후, Ethylene Oxide 

(E.O) 가스 저온 멸균법을 이용하여 소독한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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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design and process.

3) 에어캡 

① 사전적 정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포장용 비닐. 포장된 물건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손상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재이다[17].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로 30cm, 세로 30cm으로 

잘라서 E.O 가스 저온 멸균법을 통해 소독한 것을 의미

한다. 

4.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폴리에텔렌 랩을 적용한 조군과 에어캡을 적용

한 실험군의 체온변화 차이가 없을 것이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상으로 

출생 후 열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을 

적용한 후 체온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Figure 1).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상자는 J도 W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고 있는 재태연령 27~35주 이하의 미숙아이다. 제외 기

준은 출생 시 기형이 동반된 미숙아,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보호자의 자녀, 연구 진행 중 호흡부전이나 심폐소생술, 

수술 등을 요하는 고위험 신생아인 경우, 황달치료를 포함하

여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받는 경우, 고온이 발생한 경

우, 피부 발적을 포함한 피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예상 표본 수는 G*Power 3.1[2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25, 유의 수준(⍺) .05, 검정력(1-β) 

.80에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

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실험군 조군 각각 22명이었다. 자료

분석의 탈락률 30.0%를 고려하여 실험군 28명, 조군 28명

을 목표로 하였으며, 56명 모집에 3명은 연구참여 도중 호흡부

전으로 탈락되었고 2명은 도중 철회를 요구하여 탈락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 상자는 실험군 23명, 조군 28명

으로 총 51명이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미숙아의 재태연령과 성별을 확인하고 몸무게는 체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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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5T 15kg, CAS, 중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체온 

고막 체온계(IRT 4520, 브라운 써모스캔, 멕시코)를 사용하

였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미숙아의 체온을 측정할 

때에는 고막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하며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23]. 고막 체온계 측정부에 1회용 캡

을 꼭 맞게 장착한 후 신생아의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귀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고막을 향하여 삽입하였다. 오른쪽-왼쪽-

오른쪽 고막 순으로 3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자들은 짝수 달에 태어난 

미숙아는 기존의 방법 로 폴리에틸렌 랩을 적용하는 조군

으로, 홀수 달은 에어캡을 적용하는 실험군으로 배정하여 

2016년 6월 18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

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실 후 최초로 체온을 측정하는 시각

은 분만 후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가 신체 계

측 시에 시행되므로 출생 후 5분에 측정한 수치다. 신체 계측

이 수행된 후 바로 조군과 실험군으로 할당된 미숙아를 구

별하여 폴리에틸렌 랩이나 에어캡를 적용하였다. 체온은 출생 

후 사전 측정(5분), 1시점(3, 6시간의 평균값), 2시점(9, 12시간

의 평균값), 3시점(15, 18시간의 평균값), 4시점(21, 24시간의 

평균값)총 5시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환경적인 동질성을 갖추기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

실의 실내 온도는 26.0~27.0°C, 습도는 50.0% 수준으로 유지

하였다. 그리고 상자의 재태연령과 출생 시 체중에 따라 폐

쇄형 보육기 온도는 33.0~34.0°C, 습도는 60.0~90.0%로 설정

하였다. 보육기 설정 기준은 보육기 온도는 중성 온도 환경으

로 유지하여야 하고, 출생 시 체중과 재태연령이 적을수록 생

후 처음 1주일은 보육기 내 습도를 7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열손실을 감소시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 불감성 수

분 손실을 감소시킨다는 근거[22]와 본 연구가 수행된 기관의 

지침을 따랐다. 실험군과 조군의 처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에서 2년간 근무한 간호사 5인이 시행하였으며 중재방법을 공

유하고 일괄된 중재를 하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2차례 시행하

였다. 실험군과 조군 모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후 5분 

이내에 중재를 시작하였다.

조군은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랩

을 사용하였다. 폴리에틸렌 랩(쉬즈랩, 크린손, 한민국)은 

가로 30cm, 세로 30cm 정사각형 모양으로 3번 겹치게 접은 후 

E.O 가스 저온 멸균법으로 소독하여 미숙아의 목부터 발목까

지 24시간 동안 덮어두었다. 실험군은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

하기 위하여 에어캡을 사용하였으며 에어캡(Bubble wrap® 

IB, Sealed Air Corporation, USA)은 가로 30cm, 세로 30cm 

정사각형 모양으로 재단한 후 E.O 가스 저온 멸균법으로 소독

하여 미숙아의 목부터 발목까지 24시간 동안 덮어두었다. 미

숙아는 자궁 외의 환경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한 환경

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생후 24시간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기

간 동안 최소한의 조작으로 열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근거[1]

에 따라 중재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SPSS l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고, Independent t-test와 x2로 동질성 

검정을 분석하였다. 

2)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을 적용하는 두 집단의 실험처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점별 두 군 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시간 변화에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WKUH 201605-HR-049). 이 연구에 참여하는 환아의 부모에

게 연구목적, 개인 정보보호, 연구자료의 비밀 유지 및 연구목

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과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

서를 받았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아

의 부모에게 설명문을 제공하고 구두 서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동질성 검증 

실험군의 남아는 16명(57.1%), 여아는 12명(42.9%)이며 

조군의 남아는 14명(60.9%), 여아는 9명(39.1%)으로 두 군 간

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2=0.07, p=.788).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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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51)

Characteristic Categories 
Total Exp. (n=28) Cont. (n=23)

x2 or t pn (%) or
M±SD (min~max)

n (%) or M±SD n (%) or M±SD

Gender M
F

30 (58.8)
21 (41.2)

16 (57.1)
12 (42.9)

14 (60.9)
 9 (39.1)

0.07 .788

Gestational age (weeks) 32.1±2.0
(27~35)

31.9±2.1 32.4±1.8 0.86 .343

Body weight (gram) 1,771.2±446.6
(800~2,670) 

1,738.2±482.2 1,811.3±405.8 0.57 .56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Effects of Intervention on Body Temperature (N=51)

Groups
Pretest (℃)

Posttest (℃)

Sources F p1st 2nd 3rd 4th

 M±SD  M±SD  M±SD  M±SD  M±SD

Exp. (n=28) 35.96±1.90 36.62±0.32 36.68±0.22 36.73±0.23 36.82±0.22 Group 1.29 .261

Cont. (n=23) 36.35±0.39 36.75±0.30 36.69±0.35 36.78±0.33 36.77±0.20 Time 3.24 .020

t (p) 0.96 (.340) 1.54 (.131) 0.14 (.888) 0.70 (.490) 0.94 (.351) Group×Time 1.51 .21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re test : 5 minutes after birth, 1st post test : 3, 6 hours after birth, 2nd post test : 9, 12 hours 
after birth, 3rd post test : 15, 18 after birth, 4th post test : 21, 24 hours after birth.

Figure 2. Comparison of body temperature between two groups.

의 재태연령의 최솟값은 27주이었고, 최댓값은 35주이었으

며, 실험군의 재태연령 평균은 31.9±2.1주, 조군은 평균 

32.4±1.8주이었다.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t=0.86, p=.343). 출생 시 체중의 최솟값은 800g, 최댓값은 

2,670g이었다. 실험군의 출생 시 평균 체중은 1,738.2±482.2g, 

조군은 평균 체중은 1,811.3±405.8g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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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t=0.57, p=.566). 따라서 두 군 간의 동질성은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1). 

2. 가설 검증

‘폴리에텔렌 랩을 적용한 조군과 에어캡을 적용한 실험군

의 체온변화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 

Figure 2와 같다. 출생 후 5분에 에어캡을 적용한 실험군의 

평균 체온은 35.96±1.90°C, 1시점에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62±0.32°C, 2시점에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68±0.22°C, 

3시점에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73±0.23°C, 4시점에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82±0.22°C이었다. 출생 후 5분에 사전 측

정한 폴리에틸렌 랩을 적용한 조군의 평균 체온은 36.35± 

0.39°C. 사후 첫 번째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75±0.30°C, 

사후 두 번째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69±0.35°C, 사후 세 

번째 측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78±0.33°C, 사후 네 번째 측

정한 체온의 평균값은 36.77±0.20°C이었다. 각 시점 별 두 군 

간 평균 체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F=1.29, p=.261),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3.24, p=.020) 집단과 시간 경과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F=1.51, p=.214)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Ⅳ. 논 의

미숙아 건강에 있어서 저체온증은 신생아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2,8,24]. 

따라서 출생 직후 미숙아의 체온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것은 신생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간호중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숙아의 체온 유지를 위한 중재

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랩과 일상적인 보온 유

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에어캡이 체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연구를 시행하였다. 

분만실에서 처치를 끝내고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입원한 미

숙아를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을 적용

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체온

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

듯이 폴리에틸렌 랩이 미숙아의 체온 유지에 효과적임은 다수

의 선행연구[15,16,24]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미숙아의 저

체온을 예방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랩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한 Li 등[15]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에틸

렌 랩은 미숙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안

전한 중재임을 확인하였지만 비용-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Talakoub 등[25]의 

연구와 Oatley 등[16]의 연구에서도 폴리에틸렌 랩의 사용이 

미숙아의 체온을 유의하게 높여주었고 사망률의 감소와도 연

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미숙아의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폴리에틸렌 랩을 적용한 그룹뿐만 아니

라 에어캡을 적용한 실험군에서도 정상 체온으로 유의하게 상

승하였고 그 변화는 폴리에틸렌 랩을 적용한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미숙아를 상으로 에어캡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충분

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단순 비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하지만 다양한 상자의 체온 유지를 위해 에어캡을 적용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homassen 등[26]은 외상이 있는 

성인 환자를 상으로 에어캡을 적용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인간 상

의 연구는 아니지만, 마취를 받은 고양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어캡을 적용한 Sakata 등[27]의 연구에서도 

에어캡이 체온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의 차이점은 폴리에틸

렌 랩은 하나의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에어캡은 얇은 공

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습기가 덜 차며 충격 흡수 및 단열에 있

어 보온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28]. 이미 효과가 검증

된 폴리에틸렌 랩과 비교하였을 때, 에어캡 적용의 효과와 차

이가 없었으므로 에어캡은 미숙아의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중

재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이 미숙아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문제로 인한 피부 손상 측면에서 두 그룹 모

두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문제와 관련된 

제외 기준으로 연구참여에서 제외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았을 때, 에어캡이 폴리에틸렌 랩보다 피부

에 닿는 면적이 작았다. 따라서 에어캡이 미숙아의 연약한 피

부에 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캡과 폴리에

틸렌 랩 적용 시 안전성의 차이에 해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에어캡을 적용한 연구이

며, 중재에 사용된 도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미숙아를 상으로 에어캡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만으로 에어캡 적용의 효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체온만 고

려하였다는 점과 체온을 24시간 동안만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폴리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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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랩과 에어캡을 적용한 그룹을 상으로만 검증하여 처치를 

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숙아의 체온 유지를 위한 중재에 한 반

복적인 연구를 통해 에어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미숙아에게 폴리에틸렌 랩을 적용하는 것은 불

감성 수분 소실, 피부 손상, 체중 감소 등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함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온 이외에 불감성 수분 소실, 

피부 손상,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을 적용한 미숙아의 

체온 변화를 비교한 결과 에어캡을 적용한 미숙아의 출생 후 4

번째 시점에 측정한 체온은 평균 36.82±0.22°C, 폴리에틸렌 

랩을 적용한 미숙아의 출생 후 4번째 시점에 측정한 체온은 평

균 36.77±0.20°C로 두 가지 모두 적정 수준의 체온을 회복하

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숙아의 체

온 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랩뿐만 아니라 에어캡의 사용 

역시 권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생 후 저체온의 위험이 높은 미숙아 또는 저체

중 출생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 처치로 폴리에틸렌 

랩과 에어캡의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

를 위한 근거기반 체온 유지 간호 프로토콜의 기초자료를 제

시하였고,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여러 한계점이 남아 본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보다 장기적인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폴리에틸렌 랩과 에

어캡의 체온 변화와 피부 변화에 한 반복 측정이 필요하며, 

폴리에틸렌 랩이나 에어캡을 사용하지 않고 보육기만으로 체

온 유지를 하는 그룹과 비교하여 폴리에틸렌 랩이나 에어캡의 

처치 효과를 재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는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실한 후 적용하였지

만 아이가 태어난 직후인 분만실에서부터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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