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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우리나나 미숙아의 발생빈도는 약 정도를 차지하7%

고 있으나홍창의 이들의 양육환경에 따라 성( , 1997))

장발달은 차이가 있다 성장발달의 지표가 되는 체중증.

가는 발달 장애의 위험성 감소와 입원경비 감소 등의 이

유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체중증가를 위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생후 신생아의 체중감소는 일반적으로 를5 10%～

보이며 생후 일 이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된다조결자7 ( ,

그러나 미숙아는 정상신생아 보다도 체중감소가1996).

심하며 회복속도도 느리다 따라서 이들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미숙아 환경온도 관리 맛사지 또는 자기,

요 사용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연(magnetic mattress)

구되고 있다(Browne, 2000; Cody, 1999; Gomella,

1999; Nelson, Heitman, & Jennings, 1986).

체온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적정한 체온유지는 열생산과 열손실 간의

균형으로 결정된다(Kimberlee, 1998; Nelson, 1997;

Rainmond & Taylor, 1986).

신생아기 열 손실율은 성인의 배에 이르는데 이는4

신생아의 생리적 특성이 신경계와 체온조절 중추기능이

미숙하고 피하지방 조직이 부족하며 성인보다 체중에, ,

비해 체표면적이 약 배정도 넓고 열 생산을 위해 필요3 ,

한 전율 기능이 결핍되기 때문이다홍창의(shivering) ( ,

1999; Nelson, 1997; Taeusch & Ballard, 1998; ).

신생아의 높은 열 손실은 이러한 신생아의 생리적 특

성뿐 아니라 증발 대류 복사 전도 등의 환경적 요인에, , ,

의해서도 촉진된다조결자( , 2000).

따라서 신생아 간호는 이러한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

고 열 손실을 증가하는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간호행위가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

출생 즉시 신생아를 닦아서 건조시키고 목욕 중에도 신,

체의 노출을 최대로 줄이며 보육기를 미리 섭씨, 32～

로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보육기의 사용 시에34 ,℃

는 보육기 문을 최소한 적게 열고 산소는 미리 가습화

한다 또는 노출된 체표면적을 줄여 준다거나 저울과 같. ,

은 차가운 기구는 따뜻한 포로 싸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

하도록 해주고 침대나 보육기의 위치는 외벽이나 공기,

정화기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거나 풀라스틱 거품바구니,

나 이중문으로 된 보육기를(Plastic Bubble Blanket)

사용하거나 보육기 안쪽에 열 판 을 놓는(Heat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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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열기구나 보호막 등을 이용한 보온방법이 고려되

어야 한다(Gomella, 1999; Kimberlee, 1998).

또한 생화학적 열 생산에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온도의 적은 감소에도 신생아의 산소 요구량은

배 이상 증가되며 신생아의 저 체온상태가 지속되면2 ,

대사율 증가로 인한 산소요구량 증가로 저산소증 저혈,

당증 대사성 산혈증이 초래되므로 신, (Nelson, 1997),

생아가 정상체온을 유지하면서 산소 소모가 최소인 중립

온도 환경 을 유지할 수 있도(Thermoneutral Range)

록 환경적 중재를 고려한 간호는 신생아 간호에서 필수

적이다(Taeusch & Ballard, 1998).

한 냉 손상은 체표면적이 넓고 건강하지 못한 미숙아

에게서 더욱 심하다 이 때문에 신생아 간호는 전통적으.

로 신생아의 출생 즉시 피부를 건조시키고 담요로 따뜻

하게 감싸 왔으며 최근에는 신생아의 보온을 위해 보육

기 복사히터 이동용 투명 아기 백, (Radiant Heater),

및 상두 복사 보온 기 등이 이용되고 있다(Paul, 1995).

중립 피부온도를 잘 유지하여 아기의 체온이 정상 범위

에 있는 경우라 할 찌라도 폐혈증이나 뇌 손상 소화장,

애 또는 복사온열기의 복사 범위를 벗어나 누워 있는,

경우에 말초순환 장애를 일으켜 사지 특히 발이 차가운,

경우가 있다.

이에 간호사들은 의학적 처치를 잘 하더라도 신생아들

의 열 소실을 최소화하여 한냉손상으로 인한 기초대사율

상승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체중증가에 방해받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정상 신생아의 머리는 체표면적 중 를 조산아20.8% ,

에서는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생아 체표면적 중 머23% ,

리는 신생아 열생산의 를 차지함과 동시에 상대적으44%

로 열손실이 가장 많은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머리를 통

한 열손실을 줄여 주는 것은 추위에 반응하는 대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므로 머리를(Rowe, 1983)

보온시켜 주는 간호 행위는 신생아의 열손실을 감소시켜

주는 좋은 간호방법일 수 있다(Stothers, 1981).

정춘희는 머리에 스타키넷을 씌워 보온 후 체(1999)

온변화를 보았을 때 정상체온으로서의 회복시간은 실험

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온변화의 정

도는 두군간에 차이가 있어서 실험군이 덜 하강0.24℃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머리보온을 통해 신생아의 체온변화

를 확인한 연구는 있으나정춘희( , 1999; Aikens, 1977;

Chaput, 1979; Hey & Jon, 1987; Stothers, 1981).

특히 신체보온을 통한 체중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본 연구는 체중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간호사들

의 인력을 덜 필요로 하고 손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인

환경조성 중 머리와 발에 모자와 양말을 씌워주어 보온

시키므로써 에너지 소모를 적게하여 체중증가를 보이는

방법을 모색하고저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숙아에게 적절한 체온유지를 하

도록 하므로써 그것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의 머리와 발 보온이 체중변

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목적을 갖는다.

미숙아의 머리와 발 보온 간호가 체중증가에 미치는1)

영향을 파악한다.

미숙아의 머리와 발 보온 간호가 생리적 체중 감소량2)

과 체중감소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가설3.

출생후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 실험군은 착용하지 않1)

은 대조군 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체중증가량이 클

것이다.

출생후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 실험군은 착용하지 않2)

은 대조군 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생리적 체중 감소량

이 적을 것이다.

출생후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 실험군은 착용하지 않3)

은 대조군 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출생 시 체중으로의

회복이 빠를 것이다.

용어의 정의4.

머리와 발 보온 간호 신생아의 체표면적중 머리와1) :

발을 통한 열 손실을 줄여 주기 위한 간호정춘희( ,

로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있으나 압박성이1999) ,

없는 순면 재질의 원통형으로 제작된 모자를 아기 두

위 크기에 맞추어 머리에 씌워주고 면으로 된 아기,

양말을 발 크기에 따라 신겨주는 것이다 동시에 벗.

겨졌을 때 수면시를 제외하고는 다시 착용하며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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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변 혈액 등의 오물에서부터 위생적인 관리를,

해 줌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미숙아의 체중증가1.

재태기간에 따른 미성숙은 성장 발달상의 결함을 발생

시키는 요인이 되며 미숙으로 인한 발달(Cohen, 1978)

상의 차이는 특별한 장애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생후

만 세 말경에 없어진다2 (Behrman & Vaughan, 1983).

그러나 출생직후에 고 위험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미

숙아는 정상적인 성장발달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박영애 출생시 체중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 , 1985),

향을 미친다 는 사실이 보고되면(Medoff-Cooper, 1982)

서 미숙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

실의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Blanchard, 1991).

이자형과 하영수 는 미숙아와 환경 사이에 원활(1981)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응능력을 향상시

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따라서 최대한 성장,

발달을 이루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미숙아 간호의 목표

라고 하여 미숙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신생아 집,

중치료실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숙아의 정상적인 성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도 미숙아의 체중증가 방법은 수유에만 의존해 왔다

이군자 그러나 미숙아는 소화능력의 미성숙으( , 1999).

로 인하여 적절한 영양보충이 어렵고 빠는 힘이 약할 뿐

아니라 빠는 것과 삼키는 것의 조정이 어렵다 또한 구.

토와 흡인이 잘 일어나고 연동운동이 느려 수유량을 증

가시키기가 힘들 뿐 아니라 수유를 정지 시켜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미숙아의 체중과 발달상태에 따른 다양한.

수유방법이 발달되어 왔으나 수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

중증가는 가장 이상적인 발육형태인 자궁내 성장곡선과

일치하지 않는 발육형태를 보여주고 있다홍창의( , 1997).

체중변화는 출생시 체중 신장 두위 흉위 등의 기본, , ,

적인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그 후 성장을 비교하는데 사

용된다 모든 신생아는 출산후 첫 시간 안에 세포외액. 48

의 손실로서 출생체중의 를 소실한다 일반적으로4 7% .～

모유영양아는 정도 체중감소가 있으나 인공영5 10%～

양아는 로 조금 적다 이와 같은 체중감소는2 6% . 1～

를 넘지 말아야 하며 출생 후 주 지나면 체중0 12% , 1～

이 늘기 시작하여 개월일 때 다시 하루 씩6 20 30gm～

증가한다김민희( , 1997).

그러나 모든 미숙아의 체표면적은 성인의 배에4 5～

달하며 복사 증발 대류 전도에 의한 체온소실은 만삭, , ,

아 보다 높다 또한 생리적 체중감소가 만삭아. 5 10%～

에 비해 에 달하며 미숙아 체중증가 곡선에 의15 20%～

하면 체중에 따라 은 일 부터 은2500gm 8 , 1500gm 13

일 부터 은 일부터 체중이 늘기 시작한다최, 1000gm 17 (

중환, 1994) .

최근 수유와 더불어 미숙아의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Browne, 2000; Cody, 1999; Gomella,

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일정한 체1999) .

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저 체온으로 인해 초래되는 저산

소증 저혈당증 대사성 산혈증 및 성장 지연 등 여러 가, ,

지 심각한 증상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Taeusch &

에 사용된다Ballard, 1998) .

신생아의 머리와 발의 보온과 체중변화2.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내 대사를 계속해,

야 하기 때문에 일정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하여야 한

다 신생아도 주변 온도가 변하여도 의 체온을 비교. 37℃

적 잘 유지하나 적응 할 수 있는 외부온도의 폭은 어른,

보다 적다 신생아가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데 관여하는.

조건으로는 기초대사 수유효과 활동성 추위에 대한 반, , ,

응 등이다 기초대사는 비 전율성 열생성으로서 수유 후.

시간에 잠을 잘 때 최소대사량을 산출 할 수 있다1 2 .～

체온이 정상인 상태이며 열 발생을 위한 산소 소모량이

최소가 되는 공기온도인 중립온도 환경에서는 전체대사

의 를 기초대사가 차지한다김민희80% ( , 1997).

갓 태어난 신생아의 머리는 주요한 열 생산기관이며,

동시에 전체 산소 소모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열 손실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이 사(Chaput, 1979), ,

지 몸통의 앞쪽이며 가장 낮은 부위는 뒤쪽 몸통이다, , .

따라서 머리를 통한 열 손실과 산소 소모량 감소 방법은

머리 보온이다정춘희( , 1999).

저 체중아들은 체중에 비해 체표면의 비율이 높고 피.

하지방이 적으며 갈색지방의 축적이 적어, norepine-

과 를 충분히 이동시키phrine FFA(free fattic acid)

지 못하므로 체온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열 합성 및 성.

장을 위한 영양소 공급에 대한 충분한 칼로리 섭취도 불

가능하며 페의 문제로 인한 산소 소모도 어떤 아기에게

는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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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체중아들이 급성으로 저 체온증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수축을 유발하고 이것이 혐기성 대사를 일으켜 대사

성 산독증을 초래한다 이는 폐혈관 수축을 초래하고 저.

산소증 저혈당증 대사성 산독증을 유발한다 미숙아는, , .

만성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칼로리 소실로서 극

심한 산소 소모를 필요로 하게되며 체중증가를 불가능

하게 한다 (Kimberlee, Michael and John, 1998).

또한 추위는 저 체중아나 만삭아의 중추신경계 장애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므로 이런 아기들은 복부체온 보다

가 높게 인큐베이터를 설정하고 천천히 덥혀 준다1.5℃

(Kimberlee, et al., 1998).

중립온도 환경의 설정은 체중에 따른 환경온도 범위로

서 의 아기는 중환아 침대를 첫1000 1200gm 0 12～ ～

시간은 시간은 시간은35 , 12 24 34.5 , 24 96℃ ～ ℃ ～

를 만들고 은 각각34.5 ±0.5 1200 1500gm 3℃ ℃ ～

를 은 각각4 , 33.8 , 33.5 , 1501 2500gm 33.℃ ℃ ℃ ～

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3 , 32.8 , 32.3 ±1.0℃ ℃ ℃ ℃

있다 또 미만에서 일간은. 1500gm 5 14 33.5 , 2-3～ ℃

주는 주는 주는33.1 , 3 4 32.6 , 4 5 32 , 5 6℃ ～ ℃ ～ ℃ ～

주는 를 유지한다 은 일에31.4 . 1501 2500gm 5 14℃ ～ ～

주에 주에 주32.1 , 2 3 31.7 , 3 4 31.4 , 4 5℃ ～ ℃ ～ ℃ ～

에 주엔 의 온도를 설정한다30.9 , 5 6 30.4℃ ～ ℃

(Neonatology on the web/ duncan@cerf.net,

1998)

그러나 임상에서는 개인의 상태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유지가 상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으

므로 기본설정 위에 환자의 체온이 를 유36.5 36.9～ ℃

지하여 기초 대사량과 산소 소모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조절하여야 한다.

열 소실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로는 건강아인 경우 재

빨리 물기를 제거하고 싸주며 분만장에서 체온은 36.5℃

를 유지하도록 하며 모자를 씌운다 비교적 안정적인 미.

숙아는 인공호흡을 하더라도 빠리 모자를 씌우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체온이 안정되면 담요를 덮어 준다. .

아픈 아기인 경우에는 아기를 잘 닦고 덥힌 인큐베이

터로 운반하며 체온중립환경의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한

다 또는 중환인 경우는 자동조절이 되는 온열방사기에.

누이고 열과 수분소실을 위해 인 프라스틱Saran Wrap

으로 씌워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프라스틱 열방지.

용 후드를 씌워 온도의 변화로 오는 무호흡을 방지한다.

자동조절 온열기는 과열되거나 감염과 관련된 저체온

증이나 고체온증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불감성

수분소실을 일으켜 탈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숙아에서 무호흡을 방지(Kimberlee, et al., 1998).

하고 열과 수분소실을 방지하면 체중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출생체중은 나이 체중과 체표면적의 비율 영양상태, , ,

질병상태 등과 더불어 기초대사에 필요한 영양공급에 관

여하는 인자이다 많은 신생아는 총 에너지의 를 신. 40%

체활동에 쓰며 활동이 적은 아기는 를 쓴다 신체, 17% .

활동은 나이 주변온도 성숙도에 따라 다르며 체혈이나, , ,

혈관주사 시 최고의 활동성을 보이고 이 때에는 약 배, 3

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출생시 신생아의 직장 온도는 로 모37.5 37.8℃～ ℃

체보다 높지만 분만 후 의 외기에 노출되므23 25℃～ ℃

로 따뜻하고 젖은 피부가 복사 대류 전도 증발을 통해, , ,

의 열 손실과 의 체온 손실0.2 /kg/min 0.3 /min㎉ ℃

이 일어난다김민희( , 1997).

추위에 노출되면 신생아의 체온은 몸의 심부에서 피부

로 피부에서 외부로 일어나며 전도를 통한 체온소실은, ,

메트리스 옷을 통하여 또한 따뜻한 흡기공기가 호기시, ,

외부로 배출되면서 일어난다 복사는 피부에서 주변으로.

일어나며 자외선의 특수한 파장에 의하여 열이 소실된다.

증발은 피부와 호흡기 점막에서 불감시 수분상실 때와

발한시 일어난다김민희( , 1997).

이러한 관점은 간호사들이 인큐베이터의 아기들을 간

호하기 위해 문을 열 때에도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주입

하거나 찬 손으로 피부접촉을 하거나 하여 급격한 열 소

실을 초래 할 위험을 준다는 점에서 미숙아들이 가장 적

게 열 소실의 위험에서 예방되도록 다시 말해 혈관수축,

으로 인한 순환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함은 매우 중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 체온을 예방하면 결국 체중증가.

를 잘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머리와 발에 모자와 양말을 동시에 착용시켜주

는 것은 열 손실을 감소시켜 보온이 유지되도록 함이며

체중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머리와 발의 보온간호가 미숙아의 체중증가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6 3

- 401 -

사전조사 사후조사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대조군 Yc1 Yc2

Ye1 X Ye2

보온관련 처치X :

그림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연구< 1>

연구 대상 및 표집방법2.

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한K

미만의 미숙아로 머리와 발 보온이 행해지지2000gm

않았던 년 월부터 동년 월까지 미숙아 명을1998 1 8 29

대조군으로 상기 가지 보온이 행해지기 시작한, 2 1998

년 월부터 년 월 사이의 대상선정 기준에 맞는9 1999 5

미숙아 명 전수를 실험군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30

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수가 출생 직후 분에 점 분에1) Apgar 1 5 9 , 5～

점인 아기5 10～

출생시 체중이 미만인 아기2) 1200gm 2000gm～

재태기간이 주 미만인 아기3) 37

신생아 중환아실의 온열복사기나 인큐베이터에 입4)

원한 아기

선천성 기형이 없는 아기5)

비강 및 구강수유를 하는 아기6)

입원기간이 일 이상인 아기7) 15

연구도구3.

병록일지 년도 월부터 동년 월까지대조군1) : 1998 1 8 ( ),

그리고 머리와 발 보온 방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환아실험군1998 9 1999 5 ( )

병록일지를 분석도구로 이용하였는데 각 환아는 생후

일간의 병록일지 내용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15 .

체중계 국내 사가 제작한 체중계로 체중의2) : CAS mg

까지 표시하는 전자 체중 계를 이용하였다.

모자 머리 보온 방법으로 탄력성이 있고 압박감은3) :

없는 이중으로 된 면사의 재질로서 아기마다 이마

에서 뒤통수를 덮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양말 발목을 덮는 시중의 아기용 면양말을 사용하4) :

였다.

5) 미숙아 체중기록 곡선표(Gird for recording

세로면에는weights of preterm): 500 3200gm～

의 체중이 척도로 칸이 구분되어 있고 가로50g 55 ,

면에는 생후 일 까지의 출생일 수가 각 일 척1 50 1～

도로 칸으로 구분된 체중별 요일별로 표시된 실선50 ,

의 정상 체중곡선표를 사용하였다.

실험처치4.

실험과정1)

먼저 입원하는 모든 미숙아는 사전에 덥혀 놓은 인큐

베이터나 온열방사기에 눕혀 보온을 유지하며 신생아의

일반적인 입원처치를 하되 체중은 미리 준비된 전자체중

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분이었다10 .

입원한 미숙아는 중증도에 따라 계속해서 온열방사기

에 두고 간헐적 혹은 계속적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활력

증후가 안정될 때까지 온열방사기에서 지켜보다가 인큐

베이터로 바로 넣었다 온열 방사기나 인큐베이터에 있.

는 실험군은 대조군과 달리 모자와 양말을 착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한 의학적 처치는 질병에 따라 동

일하였으며 보온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간호는 종전대,

로 개인의 상태에 따라 수유종류와 방법 등을 선택적으

로 사용하였다.

신생아실 물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실험군이나 대조

군이 동일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1) 23℃～

겨울에는 를25 26 29℃ ℃～ ℃ 유지하였다.

실내 습도는 를 유지하였다(2) 40% 50% .～

목욕은 미만의 미숙아는 부분목욕을 하(3) 2000gm

였고 담요 침대 메트리스 기저귀 등의 신생아, ,

보온 용품은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제품을 이

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2)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 미숙아의 체중측정 절차는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입원시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그,

후 매일 시를 기준으로 수유 전에 모자 양말 기저귀0 , ,

를 벗긴 후 알몸으로 전자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착된 카테터는 그대로 두되 두 명의 간호사가 부착 카

테터를 손으로 들어 무게를 주지 않고 빨리 초 잰(2 3 )～

후 침대에 다시 눕혔다.

자료 분석 방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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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산pc-SPSS program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온간호를 받은 실험군과 보온간호를 받지 않은1)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증은 검정을 이용하여x²

분석하였다.

2) 가설 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을 이용하였다ANOVA) .

.Ⅳ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1. .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아기의

성별 재 태기간 아프가 점수 분과 분 입원기간 출, , 1 5 , ,

생후 금식기간 출생 시 체중 일 수유 량 광선요법 유, , 1 ,

무 광선요법 기간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 분만 형태, , , ,

임신 중 합병증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x2 를-test

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어 두

군은 동질 하였다 표< 1>.

보온 처치의 효과 분석2.

출생후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 실험군은 착용하지1) "

않은 대조군 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체중증가량이

클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표 와 같이 일 간" < 2> 15

의 기간 변화에 따른 일 체중증가는 두 군간에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두 군의 일(F=2306.224, P=.000), 1

체중증가 양상이 기간 간에도 유의한 차이(F=

가 있으며 두 군과 기간 간에37.559, P=.000) ,

교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692,

를 보여 가설 은 지지되었다P=.001) 1 .

일간 측정한 일 평균 증가량은 실험군이15 1

대조군이14.2963 ± 8.9354, 14.0230 ±

또한 일간 일 평균 체중 감소량은10.4811, 15 1

실험군이 대조군이20.2222 ± 13.7766,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26.5517 ±13.2507,

성을 나타냈다 표< 2>.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1> (N=59)

일반적특성 실험군(30) 대조군(29) 값X² 값P

미

숙

아

성별
남(%)

여(%)

10(33.3)

20(66.7)

16(55.2)

13(44.8)
2.853 .077

재태기간주( ) 32.40±2.45(28 37)～ 32.79±2.31(29 37)～ 9.786 .4459

아프가점수 분(1 ) 6.50±1.13(3 9)～ 5.96±1.23(3 9)～ 5.286 .508

아프가점수 분(5 ) 8.10±0.95(6 10)～ 7.86±1.32(5 10)～ 5.517 .356

입원기간일( ) 29.03±10.99(15 50)～ 30.55±11.65(17 50)～
17.388 .867

출생후 금식기간일( ) 1.83±1083(0 6)～ 3.27±4.28(0 15)～
7.688 .741

출생시 체중(g) 1727±229.5(1200 1980)～ 1756.89±250.1(1240 2000)～
35.32 548

수유량 일( / )㎖ 164.05±73.52(18.10 290)～ 158.22±95.51(0 288)～

56.99 .475
광선요법 유 24(80) 24(82.8)

2.09 .351
광선요법 무 6(20) 5(17.2)

15.23 .507광선요법일수( ) 4.78±3.05(0 12)～ 4.44±3.30(0 13)～

어

머

니

어머니 연령세( ) 29.4±3.89(23 38)～ 28.3±4.0(21 37)～ 9.78 .459

분만형태
정상분만

제왕절개

14(46.7)

16(53.3)

16(55.2)

13(44.8)
.427 .347

임신중 합병증
유

무

6(20)

24(80)

4(13.8)

25(86.2)
.404 .388

각 수치는 빈도 혹은 평균 표준편차임 는 혹은 범위임± . ( ) % . P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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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후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 실험군은 착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출생후 생리적 체중감소량이 적

을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표 과 같이 일간" < 3> 9

두 군간의 체중감소 양상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

고 두 군의 기간 간에(F=2302.520, P=.000),

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0.778,

두 군과 기간 간의 교호작용에도 통계P=.000),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2.354, P=.017)

가설 도 지지되었다 즉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2 .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출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체중감소가 적었음을 보여 주었다.

출생 후 모자와 양말을 착용한 실험군은 착용하지3) “

않은 대조군 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출생 시 체중

으로의 회복이 빠를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표” < 4>

와 같이 두 군간 과 기(F=2118.979, P=.000) ,

간 간 에는 통계적인 유의(F=48.184, P=.000)

성을 보였으나 두 군과 기간 간의 교효작용상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F=1.002, P=

가설 은 기각되었다 표.731) 3 < 4>.

Ⅴ 논 의.

신생아 집중간호단위 내에 있는 미숙아에게 스트레스

를 주는 환경적 요인들은 고통 치료과정 저 체온 너무, , ,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 등이다 이러한 미숙아의 환경적.

취약성은 계속적인 간호와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신

경학적 발달적 혹은 심리사회적 의미와 영향요소의,

분석 등 다면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특히 출생 전후의,

환경적 요소는 성장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즉 미숙아는 정상 신생아와는 달리 보육기 내에서 생

활해야하는 특수 환경이기 때문에 미숙아를 위한 간호활

동은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그의 적응능

력을 도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최대한 성장발달

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의 당면한 문제는 질병이K

있거나 없는 미숙아들의 체중증가가 정상체중곡선에 거

의 못 미치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계획을 검토하고 영양문제도 검토되었으나 현 병원

의 수준에서는 과 수유의 준비 과정을 병원 전체의TPN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변경할 수 가 없었으며 부족한 간,

호인력으로 그들의 투여방법을 달리 할 수 도 없었다.

따라서 또다른 중요요소인 체온유지 방법을 우선적으로

달리하였다.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보육기 내의 미숙아들을 간호하

기 위해 문을 열 때마다 아기들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

유입과 찬 손으로 피부접촉을 할 때의 급격한 열 손실,

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미숙아들에게 간호사의 영역에서 족자적으로 행할 수 있

는 모자와 양말 착용을 권장하여 시간 동안 보육기 외24

그림<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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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등에 의한 열소실을 예방

하는 한 보온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실험군의 경우 대조,

군 보다 체중증가 양상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온관련 처치를 받은 실험군이 보온관련

처치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일간의 실험기간 중15 1

일 체중증가 및 일 체중증가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1

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의 직장체온이 정상범위 내로,

유지될 때 생존율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보고와 적정온,

도의 환경유지는 고 위험 영아에게 열 생산 산소소모,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영아의 요구 량을 최소화 시키므

로써 성장을 도와준다최중환 홍창의( , 1994; , 1999;

는 연구와 일치되Gomella, 1999; Kimberlee, 1998)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체중증가가 잘 됨은 미숙아의 건강상태는 물론 미숙아

가 일찍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가족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으며 병원은 더 많은 환아를 치료할,

수 있으므로써 병원과 환아 상호간의 윤리적 경제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모자와 양말을.

착용해 주었을 때 만족해하는 부모들과 아기에게 맞는

패션을 엄마가 직접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자부

심을 나타내는 모습도 머리와 발 보온 간호과정에서 얻

은 정신적 측면의 부수적 효과라고 사료된다 여기에는.

간호사들이 모자와 양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수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착용시키려는 많

은 관심과 노력에 대한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자와 양말을 착용하여 보온이 된 미숙아는

그렇지 않은 미숙아에 비해 생후 일간 생리적 체중감소9

가 적었음이 본 연구결과 확인되었으나 출생 시 체중으

로의 회복 일에 관하여는 가설이 지지 받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미숙아는 정상아 일보다 생리적 체중(6 7 )～

감소가 생후 일 정도로 길다는 결과김민희9 10 ( ,～

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모자와 양말 착용으로 보1997) ,

온이 된 실험군의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대조군 보다 생

후 일부터 체중 감소 폭이 훨씬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3

있었음은 특이 할 만 하였다.

이는 머리와 발 보온이 신생아의 체내 대사를 계속하

기 위한 일정범위 체온 유지의 필요성 김민희( , 1997)

에 일치하였으며 주요한 열 생산기관이며 산소 소모량,

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신생아의 머리 및 사지

를 보온하여 증발 및 대류에 의한 열(Chaput, 1979)

소실을 최소화정춘희 할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 , 1999)

하고 있다 즉 불감성 수분 소실의 가 피부를 통하여. 2/3

일어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여 수분(Gomella, 1999) ,

소실과 열량 소모를 적게 하므로써 생리적 체중감소가

적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표 에서 생리적 체중감소는 미숙아는< 3>

만삭아에 비해 배 이상으로 에 달한다는 김민2 15-20% (

희 이론과 일치하지 않고 평, 1999; Gomella, 1999)

균 정도에 그친 것은 수액요법으로 인한 결과라9-10%

할 수 있으며 첫 일간에 체중감소가 일 당 의, 4-5 1 <2%

소실이 있으면 수액의 과다처치를 의미하는 상태

를 초래하지 않은 적절한 체중감소가(Gomella, 1999)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생리적 체중 감소 후 출생 시 체중으로의 회복에 관하

여는 두 군간에 유의 성을 보여 주지 못하였지만 생후

일 보다 더 긴 기간을 그리고 더 많은 표본 수를 가15 ,

지고 연구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

유는 두 군 모두 일간의 측정 결과는 정상 체중 곡선15

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육기 내에 있는 미숙아들은 문의 여닫음과 검사 등

으로 일정한 체온중립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1

일에 최소 회 이상이 되며 이러한 적절치 못한 체온중10

립온도 유지는 말초순환 장애와 저 체온을 유발할 뿐 아

니라 소화장애를 일으켜 결국 체중증가를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숙아의 체중증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Barnard

& Bee, 1983; Field, Scafidi & Schanberg, 1990;

은 수유나 피부접촉에 대한Harrison & Yoon, 1991)

것들로 미숙아의 보온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적절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자형과 하영수 는 미숙아와 환경사이에 원활(1981)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응능력을 향상시키

고 최대한 성장발달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신생아집

중치료실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생리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미숙아들

이 산소 소모량을 적게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체온환경

유지는 물론 열 소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숙아들이 놓여,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체중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결론 및 제언.

결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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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리 및 발 보온이 미숙아의 체중증가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시차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한K

미만 재 태기간 주미만 일 이상 입원한2000gm , 37 , 15

미숙아로 머리와 발 보온이 행해지지 않았던 년1998 1

월부터 동년 월까지 명을 대조군으로 상기 가지8 29 , 2

보온이 행해지기 시작한 년 월부터 년 월1998 9 1999 5

사이의 미숙아 명 전원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여 다음과30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보온을 한 실험군은 보온을 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1.

체중증가가 더 많았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출생 후 생리적 체중 감소도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2.

더 적었다.

생리적 체중감소 후 출생 시 체중 회복정도는 실험군3.

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미숙아의 머리와 발의 보온 간호 중재는 미

숙아의 성장 발달을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언2.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미숙아 보온 간호 중재를 실무에서 계1)

속적으로 활용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개,

선 발전시키고 보온간호 중재에 대한 장기적인 연

구를 통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숙아를 보온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서로2)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온요법에 영향을 주는 미숙아의 특성에 대한 다3)

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별로 차이점을 찾

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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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remayurity, Thermal support

nursing intervention, Body

weight

The Influence of Thermal Head

and Feet Support on Early Stage

Weight Gain in Premature

Neonates

Paik, Seung Nam*Hong, Hye sung**

Sung, Mi Hae***Cho, Kyoul Ja****

Yhee, Hyun Joo*****

This i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n quasi experimental basis to

assess how the thermal head and feet support

influences on early stage weight gain in

premature neonates.

The clients were selected among the

premature infants with the weight under

2000gms and with the gestational period under

* Professor, Kyung Hee School of Nursing

** Head Nurse, NICU Kyung Hee Medical center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a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a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Nurse, NICU Kyung Hee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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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weeks, admitted over 15 days in K university

hospital, Seoul.

The control group of 29 were selected from

January 1998 to August 1998, who were

without head and feet thermal support, and the

experimental group of 30 were selected from

September 1998 to May 1999, who were with

the two thermal interven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follow,

1.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rmal

interventions showed more weight gain than

the control group without thermal interven-

tion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2. The physiological weight loss after birth

showed les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3. The recovery of the birth weight after the

physiologic weight los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sequently, the thermal head and feet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could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help the premature neonates' development.

With the results above we sh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1) A continuous application in the practice of

our thermal supportive intervention for the

premature neonates, a development of the

content through evaluation, and a

comparision of the results through a long

time study.

2) A neccessity of deveopment of various

study and cross comparision.

3) A neccessity of multi-angular study on the

premature infants'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thermal therapy and the study of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cl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