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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 현황 및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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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rmia and Related Factors in High-Risk Infants
Youngmee Ahn, Min Sohn, Namhee Kim, Narae Kang, Seungyeon Kang, Eunmi Ju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Maintaining body temperature is a key vital function of human beings, but little is known about how body temperature of highrisk infants is sustained during early life after birt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hypothermia in high-risk infants during their first
week of life and examine 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clinical attributors of hypothermia. Methods: A ret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was done from January 1, 2013 to December 31, 2015. Medical records of 570 high-risk infants hospitalized at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of a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were examined. Body temperature and related factors were assessed for seven days after
birth. Results: A total of 336 events of hypothermia (212 mild and 124 moderate) occurred in 280 neonates (49.1%) and most events
(84.5%) occurred within 24 hours after bir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hototherapy (aOR=0.28, 95% CI=0.10-0.78), Apgar
score at 5 minute (aOR=2.20, 95% CI=1.17-4.12), and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or small for gestational age (aOR=3.58, 95%
CI=1.69-7.58)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ibutors to hypothermia.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high-risk infants are at risk for
hypothermia even when in the NICU. More advanced nursing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prevent hypothermia of high-risk infants.
Key words: Hypothermia, Newborns,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서 론

표면적이 넓고 피하지방이 부족하며, 갈색지방세포에 주로 의존하는
빠른 대사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1] 열의 일정한 생산과 보존에 취약

연구의 필요성

하다. 체온 유지는 산소 소모와 직결된 현상이므로 출생 후 적정한 체

신생아는 출생 전 모체의 일정한 체온 환경에서 지내다가 출생과 함

온을 유지하는 것은 생후 초기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체온

께 외부 온도에 급격히 노출된다. 신생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

증은 신체가 생산할 수 있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소모할 때 발생하며
[2],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분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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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체온증은 경도(36.0~36.4 ℃), 중등도(32.0~35.9 ℃), 중증(32.0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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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구분된다[2].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환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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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2%에서 최대 85%까지 저체온증이 보고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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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제시하는 신생아 정상 체온의 하한선은
35.5~36.5 ℃, 상한선은 37.0~37.9 ℃이다[4]. 다만,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는 신생아의 체온을 36.5~37.1 ℃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1], 체온이
36.5 ℃ 미만의 경우에서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코크란 리뷰
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36.5 ℃ 미만을 저체온증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5-7]. 이에 따라 임상실무에서도 36.5 ℃ 미만인 경우 체온을 상승
시키기 위한 간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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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의 감소는 가벼운 대사장애부터 패혈증, 뇌출혈 등의 임상증상

큐베이터의 보온과 보습을 관리하기 위해 체온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

과 관련이 있다[2,8].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체온 향상을 위해 산소가

여 피부 온도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고 산소 소모량이 증가된다. 이는 혈액의 산소 분압과 산소포화

예방하고 있다[1,13]. 또한 인큐베이터 습도는 생후 3~7일까지는 70% 이

도 감소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대사성 산증을 야기한다[1,9]. 또한 저체

상 높게 유지하여 체온 유지와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온증으로 인해 혈액의 포도당은 열 생성에 소비되어 혈당 감소가 발생

있다[1,13].

할 수 있다[9]. 저체온증이 지속되면 성장을 방해하고 감염에 취약하

저체온증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출생 후 신생아의 체온변화[16],

게 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8,10]. 특히 중등도 저체온증은

신생아 이송과 저체온증의 발생 요인[17]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

뇌실질 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

으며, 중재 연구는 캥거루 케어[18], 물 주머니를 이용한 가온요법[19],

으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8,11].

미숙아의 머리 및 발에 보온을 적용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10]. 국외의

한편, 미숙아나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LBW)를 포함한 고

경우에는 LBW를 대상으로 저체온증의 위험 요인, 사망률, 결과 등을

위험신생아의 경우에는 건강한 만삭아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조사한 연구가 있었으며[5,7,8], 중재 연구는 미숙아나 LBW에게 폴리에

미숙아나 LBW는 만삭아에 비해 체표면적 비율이 더 넓고 피부의 각

틸렌 제제의 랩 적용[15], skin-to-skin care[20], 예열된 trans-warmer 매트

질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이 많으며, 열 생산

리스 적용[21] 등이 있었다.

에 필요한 갈색지방의 성숙과 분포가 제한적이다[1,12]. 또한 고위험신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도 여전히 신생

생아는 치료를 위해 기관내관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중심정맥관 삽

아 저체온증은 발생하고 있으며, 출생 초기 체온관리는 중요한 간호로

입, x-ray 촬영, 흡인 등의 처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위험신생아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 발생 정

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의 속성뿐 아니라 처치를 하면서 외부 환경에

도와 양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저체온증은 환경 온도와 중

더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 열 손실 가능성이 높아져 건강한 만삭아에

재에 따라 다양한 발생 변이를 보이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

비해 저체온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9]. 극소저체중출생아(Very

에서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 발생 및 관련 현상은 매우 유의미한 탐

Low Birth Weight, VLBW)를 대상으로 한 일 연구에서는 출생 후 약

색 영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태

50%의 저체온증을 보고했는데[11] 이는 출생 시 체중이 체표면적과 체

이다. 이에 본 연구는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생후 초기 저체

온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표적인 신체 지수(body index)임을 보여주는

온증 양상 및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임상적 특성과의 관계를 탐색

것이다. 또한 LBW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입원 당시 체온이 36.5 ℃

하고자 수행되었다.

미만일 경우, 체온이 1 ℃ 감소하면 사망률이 28% 증가하고 후기발현
패혈증(late-onset sepsis)이 11%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5]. 이와 같이
신생아의 저체온증과 관계 있는 위험 요인은 출생체중, 재태기간, 분만
형태, 5분 아프가 점수가 낮음 등이 있었다[5,8].
저체온증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킴으로
신체 모든 기능에 병리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분만실 온도를 올려주거나 출생 직후 최대한 빨
리 몸에 묻어 있는 양수를 닦아주고 따뜻한 포로 감싸주며, 모자 또는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위험신생아의 생후 초기 저체온증 양상과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 양상을 탐색한다.
둘째,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과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임상
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담요를 이용하여 체표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저체온증을 예방하

연구 방법

고 체온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간호이다[13,14]. 또한 고위
험신생아는 중성온도환경(neutral thermal environment)을 유지하여 산
소 소모량을 최소한으로 하며[1,9,13], 특히 재태기간 28주 미만 미숙아
또는 VLBW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멸균 폴리에틸렌 랩이나
백을 이용하여 몸을 감싸주어 인큐베이터를 여닫을 때 열 손실을 방

연구 설계
본 연구는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저체온증의
양상과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후향적 종적 조사연구이다.

지하기 위한 간호를 적용하기도 한다[9,15]. 또한 고위험신생아가 신생
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에 도착하기 전에

연구 대상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린넨 등을 사용하기 전 미리 가온하여 신생아

연구 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연

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13,14]. 미숙아나 LBW의 경우 인

구병원에서 출생하여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였다. 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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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이내에 사망 또는 전원을 하는 경우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극

36.5 ℃ 미만을 보인 대상자는 383명, 36.4 ℃ 미만의 저체온증을 가진

단의 값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외

신생아는 28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

부병원 출생의 경우 해당 병원 간 환경 차이와 입원하는 과정에서 체

에 따라 저체온증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이

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연구에서

용하였다. 저체온증과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임상적 특성과의 관

제외하였다. 그 밖에 제외되는 대상자는 생후 3일 이내 건강문제 중 피

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교차분석, T 검정, 일원분류 분산분석과 사후

부손상, 뇌실질 내 출혈, 허혈성 뇌 손상 등을 가진 경우로 이는 체온조

분석,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에 영향을 미

절 기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160427-1A)을 받
은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병원에서 출생하여 NICU에 입원한

36.4 ℃ 미만의 저체온증을 보인 280명 중 132명(47.1%)은 여아였으며,

신생아의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의무기록 검토와 자료 수

166건(59.3%)은 제왕절개로 출생하였고, 평균 재태기간은 33.03 ± 3.99

집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출생

주, 출생체중은 평균 1940.09 ± 766.14 gram이었다. 5분 아프가 점수는

직후부터 생후 7일까지의 체온과 관련된 자료였다. 생후 7일까지로 기

평균 7.17± 2.03점,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256건(91.4%)이었다. 건강문

간을 정한 이유는 고위험신생아의 경우 최소한 생후 7일까지 인큐베

제는 미숙아(81.4%),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23.6%), 호흡곤란/청색증

이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열 손실을 감소시키고 체온을 유지를

(15.7%), 자궁 내 성장제한 또는 재태기간에 비해 작은 영아(Intra-Uter-

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1]. 또한 생후 첫 일주일은 외부 환경에

ine Growth Retardation/Small for Gestational Age, IUGR/SGA, 14.6%) 순

의해 체온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집중적인 관찰과 간호가

이었다. 또한 광선치료를 받은 경우는 6건(2.1%),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은 경우는 71건(25.4%)이었다. 고위험신생아의 입원 위치는 인큐베이터

저체온증의 양상은 빈도(frequency), 정도(degree), 시기(time)로 구분

(84.6%), 방사보온기(10.0%), 침상바구니(5.4%) 순이었다.

하여 파악하였다. 빈도는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정상 체온으로 회복되
기 전 가장 낮은 경우를 저체온증 발생 1 (event 1)로 하였다. 정상 체온

저체온증의 양상

으로 회복한 이후 저체온증을 보이는 경우에도 발생(event)으로 보고

총 대상자 570명 중 생후 7일동안 36.5 ℃ 미만을 보인 경우가 총 383

수집하였다. 저체온증은 WHO의 기준에 따라 36.5 ℃ 미만으로 정의

명, 625건 발생하였다. 이 중 36.4 ℃ 미만의 저체온증은 280명, 336건이

하였으나[2], 연구병원에서 사용된 체온계(Microlife electronic ther-

었다. 336건 중 경도 저체온증은 212건(63.1%), 중등도 저체온증은 124

mometer MT200, ONBO Electronic Co., Ltd., China)의 측정 오차가 ±

건(36.9%), 중증 저체온증은 한 건도 없었다. 고위험신생아 체온의 범

0.1 ℃임을 고려하여 36.4 ℃ 미만을 저체온증으로 정하였다. 또한 신생

위는 33.6~36.3 ℃로, 평균 35.89 ± 0.49 ℃이었다. Figure 1과 같이 저체온

아의 체온이 36.0~36.3 ℃인 경우는 경도 저체온증(mild hypothermia),

증의 발생 시기는 생후 1시간 이내가 76.5%로 가장 많았으며, 84.5%가

32.0~35.9 ℃는 중등도 저체온증(moderate hypothermia), 32.0 ℃ 미만은

생후 24시간 이내에 관찰되었다. 그러나 중등도 저체온증은 91.1%가

중증 저체온증(severe hypothermia)으로 구분하였다. 저체온증의 시기

생후 한 시간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그 중 58.9%는 생후 20분 내 발생

는 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저체온증이 발생한 시간을 분단위로 기술

하였다.

하였다.
저체온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으로 고위험신생아

저체온증과 관련요인

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출생체중, 재태기간을 조사하였으며, 환경적

저체온증의 빈도와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임상적 특성과의 관

특성으로 분만형태, 신생아가 있는 위치, 광선요법과 인공호흡기 적용

계를 살펴본 결과(Table 1), 성별, 출생체중, 분만형태, 신생아가 있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고위험신생아의 임상적 특성으로는 아프가 점

위치, 인공호흡기 적용, 출생 시 건강문제에 따라서, 경도 저체온증과

수, 출생 시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였다.

중등도 저체온증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미숙아인 경우, 광선
요법을 받은 경우, 5분 아프가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IUGR/SGA가

자료 분석 방법
조사기간 동안 NICU 입원한 신생아는 총 579명이었는데, 이 중 3일
이내 사망한 대상자가 총 9명이고, 570명 중 생후 7일 동안 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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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χ2 = 6.17, p = .020; 광선요법: χ2 = 6.03, p = .015; 5분 아프가 점수: χ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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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equency of hypothermia in high-risk infants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임상적 특성에 따른 체온 정도의 차이를

프가 점수 7점 미만인 경우(35.79 ± 0.58 ℃와 35.94 ± 0.43 ℃; t = 6.65,

살펴본 결과(Table 2), 성별, 아기의 위치, 출생 시 건강문제의 유무에 따

p = .010), IUGR/SGA인 경우(35.72 ± 0.53 ℃와 35.92 ± 0.47 ℃; t = 7.08,

라 체온의 평균값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출생체중, 재태기간, 분만

p = .008), 광선요법을 하지 않은 경우가(36.12 ± 0.33 ℃와 35.87± 0.49 ℃;

형태, 광선요법, 인공호흡기, 5분 아프가 점수, IUGR/SGA의 경우에는

t = 8.83, p = .003), 각각 상대적 경우보다 더 낮은 체온을 보였다.

체온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었다. 출생체중 1,000 gram 미만 신생아(Ex-

본 연구 결과에서 저체온증의 발생 시간을 확인한 결과 생후 24시간

tremely Low Birth Weight, ELBW)는 출생체중 1,000 gram 이상 신생아보

이내에 84.5%가 관찰되어 출생 시 첫날을 중심으로 출생체중, 재태기

다 체온이 더 낮았다(35.72± 0.61 ℃와 35.92± 0.46 ℃; t = 7.36, p = .007). 재

간, 5분 아프가 점수, 산소포화도와 체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태기간에 따른 체온의 차이는 28주 미만인 경우와 37주 이상인 경우가

(Table 3). 그 결과 각 요인과 체온의 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가장 낮았고, 32주 이상 및 37주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35.75 ±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출생체중: r = .17, p = .004; 재태기간:

0.59 ℃, 35.77± 0.54 ℃와 35.97± 0.38 ℃; F = 4.22, p = .006). 또한 제왕절개

r = .17, p = .005; 5분 아프가 점수: r = .22, p < .001; 산소포화도: r = .14,

를 한 경우(35.84 ± 0.52 ℃와 35.96 ± 0.43 ℃; t = 4.97, p = .026), 인공호흡기

p = .044). 특히, ELBW인 경우 체중과 체온의 상관관계 지수가 가장 높

를 적용한 경우(35.77± 0.60 ℃와 35.94 ± 0.42 ℃; t = 8.75, p = .003), 5분 아

았다(r = .66, p < .001).

508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 현황 및 관련요인

www.e-chnr.org

https://doi.org/10.4094/chnr.2017.23.4.505

Table 1. Comparison of Frequencies in Severity of Hypothermia by Characteristics of High-Risk Infants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Total

χ2 (p)

62 (40.0)
62 (34.3)

155 (46.1)
181 (53.9)

1.18
(.308)

186 (64.8)
26 (53.1)

101 (35.2)
23 (46.9)

287 (85.4)
49 (14.6)

2.48
(.149)

≥37
＜37

26 (48.1)
186 (66.0)

28 (51.9)
96 (34.0)

54 (16.1)
282 (83.9)

6.17
(.020)

Type of delivery

NSD
C/sec

97 (68.8)
115 (59.0)

44 (31.2)
80 (41.0)

141 (42.0)
195 (58.0)

3.39
(.068)

Placement*

Incubator
Radiant warmer

180 (63.6)
18 (51.4)

103 (36.4)
17 (48.6)

283 (89.0)
35 (11.0)

1.97
(.196)

Phototherapy

No
Yes

184 (60.9)
28 (82.4)

118 (39.1)
6 (17.6)

302 (89.9)
34 (10.1)

6.03
(.015)

Artificial ventilator

No
Yes

157 (65.1)
55 (57.9)

84 (34.9)
40 (42.1)

241 (71.7)
95 (28.3)

1.54
(.258)

Apgar score
at 5 min

≥7
＜7

156 (66.7)
56 (54.9)

78 (33.3)
46 (45.1)

234 (69.6)
102 (30.4)

4.22
(.049)

Health problems
at birth

No
Yes

11 (44.0)
201 (64.6)

14 (56.0)
110 (35.4)

25 (7.4)
311 (92.6)

4.23
(.052)

IUGR/SGA

No
Yes

194 (66.9)
18 (39.1)

96 (33.1)
28 (60.9)

290 (86.3)
46 (13.7)

13.15
(＜.001)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mographic
factors

Gender

Environmental
factors

Clinical features

Hypothermia: n (%)

(N=336)

Mild (n=212)

Moderate (n=124)

Female
Male

93 (60.0)
119 (65.7)

Birth weight (gram)

≥1,000
＜1,000

Gestational age
(week)

*Bassinet was excluded; NSD=Normal spontaneous delivery; IUGR=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SGA=Small for gestational age.

저체온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이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 신생아의 체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임상적 특성이 저체온증에 미치는 영향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것은 신생아 간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체온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체온증의 발생 정도,

Adjusted odds ratio 분석 결과 성별, 출생체중, 재태기간, 분만형태, 신생

시기,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

아가 있는 위치, 인공호흡기 적용, 출생 시 건강문제에 따라 저체온증

는 3년간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생후 일주일 간 의무기록 조

의 위험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5분 아프가 점수가 7점 미만인 경

사를 통하여 저체온증의 양상과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

우에는 2.20배(aOR = 2.20; 95% CI = 1.17-4.12; p = .014), IUGR/SGA의 경우

다. 연구 결과 다음 네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에는 3.58배(aOR = 3.58; 95% CI = 1.69-7.58; p = .001) 중등도 저체온증을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저체온증의 양상(빈도, 정도, 시기)을 파악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았다. 반대로 광선요법을 받은 아기는 중등도 저체

하였다. 우선 저체온증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총 570명의 대상자 중

온증을 경험할 위험이 72% 더 적었다(aOR = 0.28; 95% CI = 0.10~0.78;

36.4 ℃ 미만의 저체온증을 보인 경우는 280명 신생아에서 336건이었

p = .015).

다. 저체온증을 보인 280명은 570명 아기의 49.1%에 해당하는 비율이
며, 이는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52.7%[19], 국외의

논 의

경우 56.2%[8], 44~51%[2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가 실시된 병원
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의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NICU에 입원한

신생아의 체온조절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궁 외 환경

고위험신생아의 약 절반 정도가 저체온증을 보였다. 이는 국ㆍ내외 다

에 적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지표이다. 저체온증은 산소 소모량

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저체온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

증가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극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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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Body Temperature at Hypothermia Events by Characteristics of High-risk Infants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Body temperature (℃)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mographic
factors

Gender

Female
Male

155
181

35.88 ± 0.45
35.90 ± 0.52

0.13 (.717)

Birth weight (gram)

≥1,000
＜1,000

287
49

35.92 ± 0.46
35.72 ± 0.61

7.36 (.007)

Gestational age (week)

＜28a
≥28, ＜32b
≥32, ＜37c
≥37d

55
76
151
54

35.75 ± 0.59
35.92 ± 0.53
35.97 ± 0.38
35.77 ± 0.54

4.22 (.006)
a, d＜c†

Type of delivery

NSD
C/sec

141
195

35.96 ± 0.43
35.84 ± 0.52

4.97 (.026)

Placement*

Incubator
Radiant warmer

283
35

35.89 ± 0.49
35.78 ± 0.54

1.76 (.186)

Phototherapy

No
Yes

302
34

35.87 ± 0.49
36.12 ± 0.33

8.83 (.003)

Artificial ventilator

No
Yes

241
95

35.94 ± 0.42
35.77 ± 0.60

8.75 (.003)

Apgar score at 5 min

≥7
＜7

234
102

35.94 ± 0.43
35.79 ± 0.58

6.65 (.010)

Health problems at birth

No
Yes

25
311

35.74 ± 0.48
35.90 ± 0.49

2.76 (.098)

IUGR/SGA

No
Yes

290
46

35.92 ± 0.47
35.72 ± 0.53

7.08 (.008)

Environmental
factors

Clinical features

n

(N=336)

M ± SD

t or F (p)

*Bassinet was excluded; †Tukey HSD analysis; NSD=Normal spontaneous delivery; IUGR=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SGA=Small for gestational age.

본 연구에서 저체온증을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결과 경도 저체온증

었다.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체온 양상을 확인한

은 63.1%, 중등도 저체온증은 36.9%였으며 중증 저체온증은 없었다. 미

다른 연구에서도 생후 24시간 이내에 저체온증이 발생한 비율이

숙아를 대상으로 저체온증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경도 저체온증

67.7%로 가장 높았으며, 생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조기 저체온증

이 67.3%, 중등도 저체온증은 32.7%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

(early hypothermia)은 67.6%, 생후 72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후기 저체온

한 결과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중증 저체온증은 없었으나 중등도 저

증(late hypothermia)은 46.2%로 생후 72시간 이내에 발생이 더 높았다

체온증이 전체 저체온증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고 하였다[23]. 그러므로 생후 첫날 특히, 생후 1시간 이내에는 체온을

Miller, Lee와 Gould의 연구에서는 VLBW를 대상으로 중등도 저체온

자주 측정하여 체온손실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생후 3일째 이

증이 뇌실질 내 출혈과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8]. 또

후에도 저체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체온 측정,

한 미숙아 대상 다른 연구에서도 경도 저체온증에 비해 중등도 저체

환아 모드의 체온 조절 장치 이용, 체온 저하 증상 관찰 등의 간호가 이

온증인 경우 뇌실질 내 출혈, 기관지폐이형성증 발병률이 높았으며 총

루어져야 한다.

재원기간도 더 길었다고 하였다[11]. 그러나 경도 저체온증이라고 할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약 절

라도 산소 소모량 증가, 대사성 산증, 저혈당, 심박출량 감소, 말초혈관

반 정도가 저체온증을 경험하였고, 그 중에서 약 40%는 중등도 저체

저항성 증가와 같은 신체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14] 체온

온증을 보였다. 그러므로 경도 저체온증 또는 중등도 저체온증이 발생

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 않도록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체온관리가 더 적극적으

생후 시간에 따른 저체온증 발생률은 생후 1시간 이내 76.5%, 생후

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등도 저체온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가진

24시간 이내에는 84.5%였다. 또한 생후 3일째 이후에는 8.3%가 관찰되

신생아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후 첫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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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Hypothermia and Related Factors at First Day after Birth

(N=279)
Hypothermia

Variables

Categories

n

Mild (n=164)

Moderate (n=115)

Total

r (p)

r (p)

r (p)

Birth weight (gram)

＜1,000
≥1,000, ＜1,500
≥1,500, ＜2,500
≥2,500
Total

37
44
139
59
279

.18 (.495)
-.10 (.622)
-.07 (.539)
.14 (.420)
.12 (.121)

.60 (.004)
-.11 (.659)
.09 (.547)
-.32 (.140)
.22* (.020)

.66 (＜.001)
-.18 (.257)
.07 (.434)
-.20 (.122)
.17†(.004)

Gestational age (week)

＜28
≥28, ＜32
≥32, ＜37
≥37
Total

39
58
130
52
279

-.13 (.632)
-.05 (.764)
-.06 (.577)
.14 (.515)
.04 (.623)

.54†(.008)
.50* (.019)
-.04 (.791)
.44* (.023)
.27†(.003)

.43†(.006)
.20 (.125)
-.12 (.162)
.39†(.004)
.17†(.005)

Apgar score at 5 min

＜7
≥7
Total

79
200
279

.37* (.025)
.11 (.220)
.09 (.250)

.12 (.454)
.04 (.756)
.22* (.017)

.21 (.058)
-.03 (.669)
.22†(＜.001)

SpO2 (%)

＜95
≥95
Total

120
79
199

-.07 (.593)
.20 (.186)
-.02 (.836)

.36* (.010)
.02 (.907)
.23* (.039)

.25†(.006)
-.02 (.889)
.14* (.044)

†

†

p < .05, †p < .01; SpO2=Saturation of peripheral oxygen.

*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Predict Occurrence of Moderate Hypothermia according to 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Clinical
Variables
(N=336)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mographic
factors

Gender

Environmental
factors

Clinical features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Female
Male

1.00
0.78 [0.50~1.22]

1.00
0.91 [0.55~1.51]

Birth weight (gram)

≥1,000
＜1,000

1.00
1.63 [0.88~3.00]

1.00
1.58 [0.70~3.54]

Gestational age (week)

≥37
＜37

1.00
0.48 [0.27~0.86]

1.00
0.51 [0.19~1.34]

Type of delivery

NSD
C/sec

1.00
1.53 [0.97~2.42]

1.00
1.12 [0.66~1.88]

Placement*

Incubator
Radiant warmer

1.00
1.65 [0.82~3.34]

1.00
1.44 [0.67~3.08]

Phototherapy

No
Yes

1.00
0.33 [0.13~0.83]

1.00
0.28 [0.10~0.78]

Artificial ventilator

No
Yes

1.00
1.36 [0.84~2.21]

1.00
1.18 [0.57~2.45]

Apgar score at 5 min

≥7
＜7

1.00
1.64 [1.02~2.64]

1.00
2.20 [1.17~4.12]

Health problems at birth

No
Yes

1.00
0.43 [0.19~0.98]

1.00
0.43 [0.11~1.59]

IUGR/SGA

No
Yes

1.00
3.14 [1.66~5.97]

1.00
3.58 [1.69~7.58]

*Bassinet was excluded;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NSD=Normal spontaneous delivery; IUGR=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SGA=Small for
gestation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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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

므로[24] 광선요법 시에는 인큐베이터에서의 온도 조절을 피부조절 모

인 체온관리가 필요하며, 약 15% 정도는 생후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저

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25], 저체온증 또는 고체온이 일어나지

체온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온의 관찰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

않도록 체온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 자

둘째, 고위험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출생체중과 재태기간

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에 비해 평균 체온이 더 낮았는데, 이는 다

이 저체온증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ELBW인 경우에 체중과 체온의 상

른 연구에서도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체온이 더 낮았음을

관관계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재태기간 28주 미만 미숙아인 경우에도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8,26]. 분만실과 수술실의 온도와 습도 조

저체온 정도가 심하였다. 이는 체표면적이나 생리적 성숙도가 체온조

절도 신생아의 체온조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만 후 고위

절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미숙아 또는 ELBW와

험신생아의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만실의 온도 조절의 기준

같은 고위험신생아의 경우에 체온조절 중추의 미성숙과 넓은 체표면

을 고위험신생아의 체중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체중이 적을수록 분만

적, 갈색지방세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온손실의 위험이 증가하게

실의 온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9,27]. 이와 같이 제왕절개로 분

된다[1,9,12]. 또한 NICU 입원 후 생명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처치로 인

만한 신생아는 수술실의 낮은 실내온도, NICU까지의 이동 시간 등으

하여 인큐베이터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로 인해 분만실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생하는 아기에 비해 저체온증의

생길 수 있어 이들의 체온이 손실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도가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고위험신

체온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생아의 경우에는 NICU에 도착 시 체온관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특히 VLBW 또는 ELBW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폴리에틸렌 랩 또는 백

있다.

으로 몸을 감싸주기, 모자 적용, skin-to-skin 중재, trans-warmer 매트리

넷째, 고위험신생아의 임상적 특성 중 5분 아프가 점수와 IUGR/

스 사용 등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중재를 적용해야 하며

SGA은 저체온증 발현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5분 아프가

[9,15,20,21], 본 연구가 진행된 NICU에서도 이와 같은 간호가 시행되고

점수가 7점 미만인 경우에 더 낮은 평균 체온값을 보였고, 더 높은 중

있었다.

등도 저체온증 빈도를 보였다. 또한 5분 아프가 점수와 체온은 양의 상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태기간에 따른 체온의 평균

관관계를 나타냈으며, 5분 아프가 점수가 7점 미만인 경우 중등도 저

값을 분석한 결과 재태기간 28주 미만 미숙아와 37주 이상 만삭아의

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2.20배 증가하였다. 이는 5분 아프가 점수가 낮

경우 평균 체온이 각각 35.75 ± 0.59℃와 35.77± 0.54℃로 가장 낮았다.

은 것과 저체온증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는 만삭아로 출생을 하였지만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NICU에 입원하

이다[8,26]. 아프가 점수는 출생 직후 자궁 외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를

게 되는 경우에는 만삭아라고 할지라도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높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5분 아프가 점수가 4점 미만인 경우에 사망 또

수 있다는 것이다. 저체온증에 관한 연구들은 미숙아 또는 LBW를 대

는 허혈성 뇌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28]. 5분 아프가 점수가 낮은 고위

상으로 시행된 것이 대부분이다[8-10,12,13]. NICU에 입원하는 만삭아

험신생아의 경우에는 저체온증 특히, 중등도 저체온을 경험할 위험이

의 경우에는 미성숙의 문제보다는 병리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을

높으므로 호흡, 감염, 영양 관리와 함께 생후 초기 체온관리를 적극적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체온조절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숙아뿐만 아니라 만삭아의 경우에도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
체온증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IUGR/SGA의 경우에는 중등도 저체온증을 더 경험하였으며, 평균
체온이 더 낮았다. 특히 IUGR/SGA의 경우에 반대의 경우보다 중등도

셋째, 고위험신생아의 저체온증은 환경적 특성 중 광선요법, 분만형

저체온증을 경험할 위험이 3.5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한 신

태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광선요법을 받는 경우 경도 저

생아와 IUGR 신생아의 건강문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저체온증 발생

체온증이 중등도 저체온증에 비해 더 많았으며, 광선요법을 받지 않은

비율이 각각 6%와 10%로 IUGR 출생아에서 저체온증 발생이 높았다

경우 체온의 평균값이 낮았다. 또한 광선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받지 않

[30]. IUGR/SGA의 경우 다양한 장 · 단기적인 건강문제를 가질 수 있는

는 경우에 비해 중등도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72% 감소하였다. 미숙

데 특히 출생 직후 대사적응 측면에서 호흡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혈당

아의 경우에는 체온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중재와 동시에 광선

이나 체온조절에 불안정을 보일 수 있다[29]. 상대적 체표면적이 넓을

요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결과 체온손실의 발생이 감소하

수록 대류, 복사, 전도 등에 의한 열 소실이 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1]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광선요법의 부작용을 줄

IUGR/SGA인 경우에 체온 유지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이기 위한 적극적 중재효과이므로 역으로 체온감시 기능의 효과를 반

고위험신생아의 체온조절은 출생 시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과 주

증하기도 한다. 더불어 광선요법은 오히려 고체온을 초래할 수도 있으

변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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