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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s for the care of febrile children 
in the emergency room and to evaluate the guidelines by applying them to practic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methodological design. referring to th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draft of guidelin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found from the critical literature analysis. Then, the draft was modified by an expert group and a pilot 
application. The final draft was evaluated by the expert group using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 Finally, 
the final guideline and algorithm were completed. Results: The guideline includes 39 recommendations for the care of febrile 
children in the emergency room. Conclusion: The clinical guidelines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system-
atic and scientific guidelines for the care of febrile children in the emergency room.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
ute to improving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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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발열은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

원하는 소아환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Lee, Kim, & Ko, 

2004). 이중 발열로 병원을 1회 이상 재방문하게 되는 경우 또한 

53.5%로(Kwok & Jang, 2006) 높게 보고되고 있어 응급실에서 발

열 소아환자의 관리는 응급실 간호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중요

한 중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발열은 감염이나 염증 반응의 징후로 몸 안의 면역체가 박테리

아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

면에서 볼 때, 발열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열

은 과도한 대사항진을 유발하고 수분소실을 증가시켜 탈수의 위

험성을 높이며 불편감을 유발하게 된다(Avner, 2009). 따라서 소

아 열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 자체의 감소가 아니라 발열로 

인한 소아환자들의 불편감을 해소시켜 안위감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한편 발열은 특성상 급성적으로 나타나나 발열의 원인이 되

는 질병, 발열의 과정이나 기간 등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 일부 

소아환자에게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간

호사는 소아환자의 발열로 인한 불편감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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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관리를 제공하고 심각한 질병의 위험성이 예측되는 경우 신

속한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Joanna Briggs Institute 

[JBI], 2001;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2007; Watts, Robertson, & Thomas, 2003).

그러나 응급실에 소아환자가 발열로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발

열로 인한 불편감을 사정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상태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보다는 신속한 열 감소를 위해 해열제가 먼저 투여되고, 

진료 후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에 발열 소아환자 내원 시 예진구역에

서는 활력징후, 해열제 복용 여부, 해열제 복용 시간 확인이 초기

사정 시 이루어질 뿐, 발열로 인한 불편감 사정은 간호사마다 선택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발열로 인한 불편감을 사정하는 경

우에도 객관적인 평가도구 없이 간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실은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

고 정확한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응급

실에서 발열로 내원한 소아환자의 열관리를 위해서는 초기에 발

열로 인한 불편감을 객관적으로 사정하고, 그에 근거한 간호중재

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열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방법으로 해열제 투여, 미

온수 스폰지 목욕, 옷 벗기기, 환기 등이 있는데, 이중 해열제 투여

와 미온수 스폰지 목욕이 흔히 사용되는 중재이다. 그러나 해열제

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투여가 고려되어야 하

며(NICE, 2007), 호주의 간호연구 기관인 JBI (2001)에서는 열관리

를 위해 해열제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편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 80% 이상의 간호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고 보고될 정도 흔히 적용되고 있는 중재법(Avner, 2009; JBI, 2001; 

Thomas et al., 1994; Watts et al., 2003)이지만, 대부분의 간호학, 의

학 자료에서 미온수의 온도, 적용 시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며 관련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

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온수 스폰지 목욕과 관련된 순수실험연

구들에서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 해열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

우와 비교 시 해열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떨림, 울음 등 소아의 

불편감을 유발하여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Alves, de 

Almeida, & de Almeida, 2008; Sharber, 1997; Thomas, Vijayku-

mar, Naik, Moses, & Antonisamy, 2009).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

기에 앞서 국내 4개 종합병원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모든 병원에

서 미온수 스폰지 목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임상실무와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와의 괴리를 감소시키

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가장 타당한 과학적 근거의 체계적 평가와 

합성에 기초하여 주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소아의 열관리를 위한 가

이드라인으로는 2007년 영국 보건의료의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지원단체인 NICE에 등재된 ‘소아의 열성 질환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나 ‘소아의 열성 질환 가이드라인’은 간호학 보다는 의학적인 

중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클리닉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에 근거한 간호 또한 요구되는 응급실 상황에서 간호실무 가이드

라인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선의 근거(best evidence)를 활용하여 가

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열관리 간호중재를 선별하여 응급실 상황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아환자 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

써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를 위한 간호실무의 질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에 내원한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용어 정의

발열 

발열이란 심부온도가 38℃ 이상으로 상승된 상태로서 내인성 

발열물질에 의해 체온조절중추의 기준점(set point)이 상승된 것

이 원인이며 체온조절 기전 자체에는 장애가 없는 경우로(Avner, 

2009), 본 연구에서는 고막 체온이 38℃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이란 특정 임상환경에서 간호사

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지침으로, Kim (2010)이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과

정에 사용한 Th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SIGN)

의 단계를 적용하여 개발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열로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환자의 열관리를 위한 근

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 기관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No. 2011-01-050-002)을 받았다. 연구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

년 5월까지로, 연구 절차는 Kim (2010)이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 사용한 

개발단계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가이드라인 초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는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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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소아 청소년과 병동 간호 관리자 1명, 아동간호학 교수 2

명, 소아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명의 

총 10명이 대상이 되었다.

가이드라인 시범적용을 위한 대상자는 2011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8℃ 이상의 발열을 주호소로 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체류시간이 2시간 이상인 3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의 소

아 환자 전수 27명이었다. 이중 보호자가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비밀

보장 등을 설명 받고 연구참여에 서면동의 한 27명의 소아 환자에

게 본 가이드라인이 시범적용 되었다.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질 평가는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

드라인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간호학 교

수와 임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이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

사로 총 2명이 대상이 되었다.

연구 도구

가이드라인 초안 평가도구 

가이드라인 초안 평가도구는 Park (2006)이 한국노인의 변비예

방 지침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Kahn 등(2000)이 양

극성 장애의 약물치료에 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정

한 R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의 의료기술

의 적절성 평가도구를 재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이드

라인 각 항목은 적절성, 적용가능성, 효과성에 대해 9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9점은 ‘매우 그렇다, 항상 중재로 선택’, 8-7점은 ‘대부

분 그렇다, 종종 첫 번째 중재로 선택’, 6-4점은 ‘보통이다, 때때로 

두 번째 중재로 선택’, 3-2점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거의 중재로 

사용하지 않음’,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절대로 중재로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발열로 인한 불편감과 심각한 질병 위험성 평가도구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서 소아환자의 발열로 인한 불편감과 심

각한 질병 위험성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로 McCarthy 등(1982)이 

개발한 Yale Observational Scale (YOS)을 사용하였다. YOS는 울

음의 특성, 부모에 대한 반응, 의식의 변화, 피부색, 탈수정도, 자극

에 대한 반응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하여 1

점은 정상, 3점은 중정도, 5점은 심각함의 3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

며, 최소 6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YOS 항목 중 한 항목에서 3점 이상인 경우 발열로 인한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YOS 10점 이상인 경우 집중적

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Bang과 Chaturvedi (2009)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YOS 10점을 기준으로 심각한 질병 위험

성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민감도 77%, 특이

도 88%, 측정자 간 일치율은 88-95%였으며(McCarthy et al., 1982) 

본 연구에서 측정자 간 일치율은 96.2%였다.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질 평가 도구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질 평가는 Park (2006)이 시설노인의 

비 약물적 변비관리에 대한 근거중심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에서 사용했던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

tion (AGREE) 도구를 사용하였다. AGREE 평가도구는 가이드라인

의 범위와 목적, 이해당사자의 참여, 개발의 엄격성, 명확성과 표

현, 적용성, 편집의 독립성 등 6개 영역, 23개 문항과 전반적인 평가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정도를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최종적으

로 6개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각 표

준영역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점수는 여러 가이드라인들을 비

교,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며 특정 점수를 기

준으로 가이드라인의 질이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발열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실무전문가 집단의 가이드라인 초안 평가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셋째, 가이드라인의 임상적합성 확인결과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이중 목표체온까지 걸린 소요시간은 평균과 표준편

차, 범위로 산출하였다. 

넷째, 확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 평가는 범위, 평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단계: 임상문제 확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범위 선정 

연구자의 경험과 실무 간호사의 의견, 전문가의 조언, 관련 문헌

을 바탕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에 관한 임

상문제를 도출한 후 응급실에서 발열 소아환자의 사정, 중재, 보

호자 교육에 대한 권고를 가이드라인의 구성범위로 정하였다. 가

이드라인 적용 대상자는 해열제의 약효 발현시간이 2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에 내원한지 2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의 발열 소아 환자로 정하였다.

2단계: 체계적 문헌 고찰과 비평적 분석

근거확인을 위해 PubMed, CINAHL, The Cochrane library, 

American Academic of Pediatrics (AAP) 등의 국외 검색엔진과 국

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국내 검색엔진을 활용하였

다. 주요 검색어는 ‘Febrile child’, ‘Fever in children’, ‘Fever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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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ment’, ‘Tepid sponging’, ‘Fever assessment’, ‘발열’, ‘소아’, ‘열 

관리’, ‘미온수 스폰지 목욕’, ‘소아 열과 해열제’ 등이었으며, 총 68

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중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거나 논문 주

제가 임상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여 총 39편의 논문

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실험연구 12편, 체계적 고찰 9편, 코

호트 연구 3편, 조사연구 5편, 가이드라인 1편, 전문가 의견 9편이

었다. 각각의 논문은 SIGN의 근거등급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연구

의 설계와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비평적 분석과정을 적용하였다. 

평가기준은 각 항목에 대한 평균으로 대부분 만족할 경우 ++, 모

두 만족하지 않으나 연구결과를 무효화할 치명적 단점이 없는 경

우 +, 치명적 단점이 있는 경우 −로 최종 평가 하였다. 비평적 분석

과 근거의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2인이 각각 1차

로 분석한 후에 2차로 모여 함께 평가하였으며, 일치하지 않은 부

분은 논의나 재검토 과정을 거쳐 근거의 질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가 이루어진 논문은 SIGN의 근거 등급체계를 활용하여 최

종 근거등급을 결정하였다.

3단계: 권고형성 및 권고강도 결정

근거등급이 결정된 논문들은 근거분석 요약표를 활용하여 임

상질문별로 근거를 분류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근거분석 요약

표는 저자, 연도, 연구설계, 근거등급, 대상자수, 대상자 특성, 실험

중재, 조사기간, 측정변수, 효과크기, 연구결과 요약이 포함되었다. 

임상질문별로 정리된 최종 근거 요약표에 축적된 근거에 따라 임

상질문을 해결하는 권고를 형성하고 형성된 권고에 해당하는 연

구들을 SIGN의 근거등급에 따라 수량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권

고의 강도를 결정하였다. 각 권고의 강도는 SIGN에서 제시한 A, B, 

C, D등급의 권고강도를 활용하였다.

4단계: 가이드라인 초안 및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임상질문과 그에 따른 근거등급 및 

권고 강도를 참고로 하여 총 7개의 권고사항과 40개의 세부권고

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전체 과정의 흐름을 순서적으로 인지하고 응

급실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5단계: 실무전문가 집단의 평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구성하는 각 권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 권고사항의 평균은 적절성 8.0, 적용가능성 7.9, 효과성 

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이 적절성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부권고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2 4주 미만의 영아는 전자

체온계로 액와체온을 측정한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 범위

인 3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 없

는 권고안으로 제시되어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

였다. 또한 ‘3.1 소아환자의 발열과 관련된 건강상태는 YOS를 이

용하여 사정한다’는 적용 가능성에서 5.5점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

나, 교육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면 임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 세부권고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5.2 주위 온도를 낮추거나 부채질을 하는 행위는 발열 소

아환자의 열관리에 도움이 된다’와 ‘5.3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 소

아환자의 불편감을 유도하므로 소아 열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은 

아니다’는 의료인나 부모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미온수 스폰지 목욕과 관련된 권고는 평가자

간 편차가 적절성에서 2.44, 적용가능성에서 2.25, 효과성에서 2.47

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항목은 SIGN의 근거등급에 의하면 

높은 근거강도 1++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실무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1개의 세부 권고를 삭

제하여 총 7개의 권고사항과 39개의 세부권고로 구성된 가이드라

인을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소아의 정상 체온 범위와 발

열의 기준에 대한 권고 2개, 소아의 연령에 따른 정확한 체온 측정

방법에 대한 권고 5개, 소아환자의 발열과 관련된 건강상태 사정

에 관한 권고 3개, 열관리의 기본 목적에 관한 권고 2개, 물리적 해

열 방법에 관한 권고 4개, 해열제 사용에 관한 권고 10개, 가정에

서 열 관리를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권고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6단계: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먼저 가이드라인을 임상에 시범적용 하기 위하여 구조적 측면

을 보완하였다. 발열관련 환자상태에 따라 의사에게 즉시 알려 의

사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준에 대하여 진료과와 협의하였

다. 또한 발열과 관련된 건강상태 사정에 관한 의무기록 문구를 

보완하였고, 열에 대한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였다. 

이후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가이드라인과 알고리즘 사용법에 대하여 간호사 교육을 실

시하였다. 발열과 관련된 환자상태 사정을 위한 YOS는 소아를 담

당하는 5명의 간호사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인씩 짝을 지어 

의견교환 없이 YOS로 환자평가를 실시하고 간호사 간 신뢰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발열로 응급실에 내원한 총 27명의 소아환자에

게 적용되었다. 대상자는 여자가 63.0%였고 평균 연령은 18.2개월

이었다. 진단명은 급성 비인두염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기도 감염, 급성 위장염, 열성경련이 각각 14.8%로 동일하게 나

타났다. 내원 시 평균 체온은 38.96℃였으며 YOS 점수는 10점 이

상이 7명(25.9%)이었다(Table 1).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결과 가이드라인과 임상실무의 일치는 22

명(81.5%), 불일치는 5명(18.5%)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과 불일

치를 보인 5명은 체온이 37.8℃ 이하로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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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발열로 인한 불편감이 없어 의사의 판단 하에 귀가조치 

한 경우였다. 가이드라인 일치 22명 중 2명은 방문 초기 YOS 점수

가 10점 이상이고 비정상적인 활력징후가 측정되어, 예진 후 즉시 

의사에게 알려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머지 20명 중 2명은 상기도 감염, 1명은 상세불명의 열로 입원하

였고, 17명은 37.8℃ 이하로 열이 떨어져 귀가하였다. 가이드라인

과 일치했던 22명 중 내원 당시 의사의 집중적인 처치가 제공되었

던 2명과 입원조치 되었던 3명을 제외한 환자에서 목표체온 37.8℃

이하로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시간이었다. 귀가한 22

명의 환자 모두 48시간 이내 발열로 인한 재방문은 없었다(Table 2).

 

7단계: 가이드라인 및 알고리즘 확정

가이드라인 임상적합성 확인결과를 토대로 최종 7개의 권고와 

39개의 세부권고와 응급실 내원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 알고리

즘을 확정하였다(Figure 1). 

8단계: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 평가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질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명의 전문가가 AGREE를 사용하여 평가하

였다. 표준화 영역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영역

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편집의 독립성’ 영역이 83%로 가장 높았

으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영역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표준 점수는 64.3%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Pilot Study 
         (N=27)

Characteristic Category n (%) Mean (SD)

Sex Female 17 (63.0)
Male 10 (37.0)

Age (month) 18.2 (10.95)
Diagnosis Acute pharyngeal tonsillitis 7 (25.9)

Fever, unspecified 6 (22.2)
Upper respiratory infection 4 (14.8)
Acute gastroenteritis 4 (14.8)
Febrile convulsions 4 (14.8)
Other inflammatory disease 2 ( 7.4)

BT when arrive at 
  hospital (°C)

38.96 (0.62)

Score of YOS <10 20 (74.1)
≥10 7 (25.9)

BT=body temperature; YOS=yale observational scale.

Table 3. Critical Appraisal of Guidelines

Domains
Number of 
questions

Range of 
score

Score
Domain-specific

standard 
scores (%)

Max=
Maxi-
mum

Min=
mini-
mum

Scope and purpose 3 24  6 17 61
Stakeholder involvement 4 32  8 22 54
Rigour of development 7 56 14 43 69
Clarity and presentation 4 32  8 23 58
Applicability 3 24  6 17 61
Editorial independence 2 16  4 14 83

Table 2. Pilot Test using Guideline           (N=27)

Characteristic Category n (%) Mean (SD) Range

Agreement Agreement   22 (81.5)
  of guideline Disagreement    5 (18.5)*
Time (hour) for 3.38 (2.17)† Min 1.28
  target BT 
  (≤37.8°C)

Max 9.72

Patient Admission due to    5 (18.5)
  outcomes   patient condition

Discharge after 
  fever management

  22 (81.5)

Revisit Yes    0 (0.0)
  due to fever No   22 (100.0)

*Although the temperature was over the target (37.8°C≥BT), the patient had 
been discharged under doctor’s decision; †The cases of high point of YOS 
and abnormal vital sign which needed intensive care due to guideline were 
excepted.
BT=body temperature.

Target: 3-60 month children

Notify to doctorHR, RR ↑or
Urine output↓

Arriving at ER
(BT ≥38°C)

Assess discomfort
: YOS ≥10

Taken
antipyretics

within 4 hour

Check
underlying

disease

Administration
antipyretics

Further manage
depend on the cause

of fever

Confirm dosage of
antipyretics with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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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 Remove outwear,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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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 oral hydration
• Assess discomfort, continuously
• Paren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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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

N

N

N

N

N

Y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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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lgorithm of febrile children care in emergency room.
HR=heart Rate; RR= respiration; ER=emergency room; BT=body tempera-
ture; YOS=yale observ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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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과정 중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단

계는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 부분이 여전히 과학적 근거와 임상

실무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였다. 세부 권고 중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 환자의 불편감을 유발하므로 소아 열관리

를 위한 권고사항이 아니다’와 ‘해열제는 열성경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적절성, 적용가능성, 

효과성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전문가 집단은 실제 임상에서 여러 해 동안 소아환자를 관리해 

온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되었으나, 본 권고사항은 자신들을 포함

한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최근 미온수 스폰지 목욕, 해열제 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미온수 스폰지 목욕과 적극적인 해열

제 사용의 부정적 측면이 높은 근거 등급으로 검증되었음에도

(Alves et al., 2008; Sharber, 1997; Thomas et al., 2009) 아직 임상

에는 열관리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발열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연구한 Chung과 Kim (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는데, 

간호사들은 아동의 발열에 대한 지식평가 결과 51%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해열제에 대한 정답률은 29%로 임상에서 근거중

심의 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미온

수 스폰지 목욕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들에서 해열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해열제와 더불어 미온수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 

해열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소아환자의 떨림 등 불편감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으나(Alves et al., 2008; Thomas et al., 

2009), 단지 16.7%의 간호사만이 미온수 스폰지 목욕 등은 몸의 

떨림을 유도하여 아동의 체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dwards 등(2007)은 소아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열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 후 간호사의 해열제 사용에 대한 인

식, 태도, 행위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소아환자의 열관

리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실무 간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근거중심의 소아환자 열관리에 대한 간호사 교육을 제시

하였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들은 근거중심의 열관리의 중

요성과 과학적 근거를 인지하여 해열제 사용 등 실제 열관리에 대

한 인식, 태도, 행위가 바뀌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후 임상적합성 확인단계에서 간호사 및 의

사 교육은 물론 관련 진료과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근거중심의 열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소아환자

의 열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제 가이드라인의 임상적합성 확인 단계에서 열이 38℃ 이하로 감

소하지 않은 5명의 환자가 특별히 발열로 인한 불편감이 관찰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귀가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간호사들

은 발열 소아환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보호자들

에게 정확한 과학적 근거 하에 열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안

심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가 열관리에 대

한 지식수준이 낮고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보호자

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Walsh, Edwards, Courtney, Wil-

son과 Monaghan (2005)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

할 수 있겠다.

발열은 소아환자에 있어 복잡한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Jeong & Kim, 2010). 따라서 NICE (2007)에서는 고열이 있는 

소아의 경우 활력징후는 물론 모세관 충전시간 확인 등 정확한 신

체사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발열 소아의 심각한 질병 위험

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 for identi-

fying the Likelihood of Serious Illness)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소아환자의 발열로 인한 불편감을 사정하고 심각한 질병

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YO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사용이 쉽고 간편하여 의료인이 발열 소아환자의 상태를 신속하

게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제시되어 왔다(Bang & 

Chaturvedi, 2009).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30초 이내에 소아환자

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YOS 점수가 각각 

14점, 16점인 2명의 소아 환자는 대기 없이 주치의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되어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YOS는 발열 소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신속하게 사정해야하는 응급실 상황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서 적용 가능성

은 5.5의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YOS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은 총 7개의 권고 39개의 세부권고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 열관리를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권고는 13개 항

목으로 가이드라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아의 

발열에 대한 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지식에서 그 원인을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소아의 발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국내

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소아의 체온이 38℃만 

넘어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해열제 투여 등 적극적으로 열을 관

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oom, 2007; Jeong, Oh, & Kim, 2010; 

Walsh, Edwards, & Fraser, 2008). 부모들의 이러한 ‘열 공포(fever 

phobia)’는 의료진이 소아환자의 열관리 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서도 해열제를 투여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Walsh et al., 

2005). 따라서 부모들의 ‘열 공포’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내

용들이 교육되어야 함이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 피부색

깔, 활동정도, 탈수증상 등 소아의 건강상태를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El-Radhi, 2008; Jeong et al., 2010; Paul, Jones, 

Hendry, & Adair, 2007). 이는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에서 부모교육 

내용으로 체온계를 이용한 정확한 체온측정 방법, 비 약물적 열

관리 방법과 탈수증상의 관찰, 해열제 복용방법,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가



220   정민진·신현아·김윤희 외 3인

http://dx.doi.org/10.4094/jkachn.2012.18.4.214www.jkachn.or.kr

이드라인에 의해 열관리 후 귀가조치 되었던 22명의 환자 모두 추

후 발열로 인한 재방문이 없었던 점은 보호자 교육 시 열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열 공포를 해소하고 가정

에서의 적절한 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역할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가 평가를 받아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AGREE 

II)에 기초하여 전문가 2인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전

반적인 평가는 64.3%로 이는 Kim (2010)이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

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후 AGREE

를 이용하여 평가받은 73.0%보다 낮은 점수이다. 특히, 이해당사

자의 참여, 정확성과 표현 영역에서 60% 이하의 표준점수를 얻었

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응급실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진료

과 의사들이 환자치료에 관여하게 되나 일부 진료과의 참여로 가

이드라인 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확성과 

표현영역에서는 권고안을 모든 관련된 의료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의료환경, 실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다른 병원환경에 적용 시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응급실 

간호사가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를 최신의, 최상의 근거 하에 더

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아의 열에 대

해 의사, 간호사는 물론 보호자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은 그 효과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규모 대

상자에게 시범 적용만으로 진행하였음으로 소아 환자의 불편감, 

체류시간, 체온변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추후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의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이 발열소아환자의 

열관리 가이드라인으로써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열 소아환자의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신속한 평가와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응급실에서 발열로 인한 소아의 불편감을 사정하여 적절한 중재

를 제공하고 심각한 질병위험성을 예측하여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SIGN의 근거중심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을 참고

하여, 문헌의 비평적 분석단계를 거쳐 근거와 권고를 형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가이드라

인 초안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시범적용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

인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정, 중재, 보호자 교육

의 3개 범주 7개 권고 39개 세부권고로 구성된 발열 소아환자의 

열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의 신

속한 실무적용을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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