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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기기기관관관지지지 폐폐폐 이이이형형형성성성증증증(((BBBPPPDDD)))환환환아아아 부부부모모모 교교교육육육 자자자료료료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교육 자료에 포함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기관
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어머니 5명,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10명
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지침서 4개의 고찰을 하였다.
교육 자료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2영역으로 확인되었는데,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질병 관련 영역과 미숙아 관리에 대한 영역이었다.질병관련 영역 속에 구
체적인 내용은 3항목으로 1)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정의,증상 및 합병증, 2)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에게 필요한 장비와 처치,그리고 3)기관지 폐 이형
성증(BPD)환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미숙아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퇴원 후 미숙아 돌보기였다.
개발된 교육 자료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학 전문의 1인,아

동간호학교수 1인,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간호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았으며,고등학
교를 졸업한 부모 1인에게 문장의 난이도 평가를 받아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교육 자료는 부록에 첨부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교육자료를 사용하여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간호중재로 한다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재
입원이나 합병증,그리고 부모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실무에서 일하는 경력간호사와 신규간호사뿐 아니라 학생실습 시 기관지 폐 이

형성증(BPD)의 체계적인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내용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단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부모 교육자료,미숙아 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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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생아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숙아의 출산율은 오
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대한신생아학회(2002)에 의하면 미숙아 출생률이 점점 증
가하여 전체 신생아 출생률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5%정도에 이른다.
신생아 집중치료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도 과거 생존이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출
생체중 1500gm미만의 극소 미숙아의 생존율이 90%이상으로 증가하였고,또한 과
거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24주미만의 미숙아도 약 30%의 생존율을 나
타낼 정도로 치료성적도 매우 좋아졌다(김성신 등,2002).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검사시설과 의료기의 발전,특히 1980년대부터 미숙아

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었던 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에 인공 폐 표면활성제
(Surfactant)를 사용하는 것이 지난 20년간 신생아 사망률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
로 간주되고 있다(최혁 등,1995).또한 미숙아의 생명보조 및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추어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발전은 미숙아의 사망률과 이환률을
더욱 감소시켰다(조결자,1996;Blackburn,1995).그러나 이러한 극소 저출생 체중
아의 획기적인 생존율 향상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미숙아 망막증,신경발달
장애,뇌성마비,성장장애 등의 후기 합병증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Hansen&
Corbet,1998)또한,신생아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의 만성 폐질환,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빈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폐 조직의 미숙,장기적인 인공호흡기 의존에 의한 높은 산소분압에서 오는 폐

조직의 섬유화,감염,과다한 수액공급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다양한 만성
적 폐 기능 장애가 온다(Allenetal,2003).이러한 만성 폐질환을 가진 아기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원 후부터 새로운 개념의 치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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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 등,2002).
이러한 만성적 폐 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문제인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들은 치료를 받고 퇴원하더라도 가정에서 계속적인 산소흡입 및 모니터링이 필요
한 경우가 많고,반복적인 호흡기 감염과 잦은 재 입원,성장발달 지연,그리고 사
망 등의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어 환아 자신만 아니라 부모와 치료자 모두에게 부
담을 주게 된다(김영돈,2001).그러므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보호자
에게 퇴원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일관된 교육내
용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부모를 교육함으로써 퇴원 후에 예상되는 간호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지금까지 미숙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 있고,구체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전

에 환아의 전반적인 특성과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육 요구를 조사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2.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퇴원 교육 자료를 개
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를 조사한다.
2.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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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1.기관지 폐 이형성증(bronchopulmonarydysplasia,BPD)

신생아 만성 폐질환은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distresssyndrome,RDS)으
로 인해 인공 환기와 산소투여를 받았던 미숙아가 지속적으로 산소 또는 인공 환
기기에 의존성을 보이는 만성 폐질환이다.이 질환은 미숙아들의 입원기간을 연장
시키고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반복적인 호흡기 감염,폐성심 등의 합
병증으로 미숙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최창원.2000).
심한 호흡곤란증후군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성 폐질환은 미

숙아들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합병증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생기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미성숙(immaturity),압력상해,산소독성
등이 만성 폐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의견
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최창원,2000).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검사시설과 의료기술의 발전,특히 1980년대부터 미숙아

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었던 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에 인공 폐 계면활성제
(Surfactant)를 사용하면서 2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최혁
등,1995).미숙아의 생명보조 및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추어진 신생
아 집중치료실의 발전은 미숙아의 사망률을 더욱 감소시켰다(조결자,1996;
Blackburn,1995).그러나 이러한 신생아 집중치료술의 발달은 극소 저출생체중아
의 획기적인 생존율 향상을 가져왔지만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미숙아 망막증,
신경발달 장애,뇌성마비,성장장애 등의 후기 합병증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Hansen& Corbet,1998)특히,신생아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의 만성 폐
질환,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빈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은 미숙아 폐 조직의 미숙과 장기적인 인공호흡기 의

존에 의한 높은 산소분압에서 오는 폐 조직의 섬유화 및 감염,과다한 수액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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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수준의 만성적 폐 기능 장애이다
(Allenetal,2003).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은 미숙아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만성 폐 질환으로

과거에는 생후 28일에 특징적인 방사선 소견과 함께 산소투여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되었으나 최근 극소 미숙아의 성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가 바뀌고 있다
(Allen et al,2003).1967년 Stanford Premature Infant Research Center의
Northway와 Porter에 의해 호흡곤란을 가진 미숙아에게 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이라는 진단이 처음 명명되었다.이후로 신생아 만성 폐질환은 심한 호흡
곤란증후군이 있었던 미숙아들에서 치료와 연관된 인자들인 산소독성,압력 상해
등에 의해 폐가 손상을 받아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다(Northway etal,1967;
Tooleyetal,1979;Rhodesetal,1983).그러나 최근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
해 호흡곤란증후군의 빈도가 감소하였고,폐표면활성제가 임상에 쓰이게 되면서
심한 호흡곤란증후군의 빈도가 감소하였고,폐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인공 환기
전략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폐질환의 발생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
다(Horbaretal,1989;Longetal,1991;Crowley,1995).그뿐 아니라 호흡곤란증
후군이 있었거나 경했던 경우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비전형적인 만성 폐질환의 빈
도가 증가하고 있다(O'Brodovichetal,1985;Heneghanetal,1986).따라서 아직
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인자들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발병기전에 관여하
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출생 당시의 재태연령과 출생체중과 가족력이나 유전
적 요인,동맥관개존증,폐 외 공기 누출,태변 흡인 증후군,선천성심질환,태내에
서의 선천성감염,병원내 감염,영양 불량 등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일으
키는 복합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Northwayetal,1967;Rojasetal,1995).최
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출생체중과 태내 주수가 낮을수록,체중 감소가 많을수록,
총 정맥영양 투여기간이 길수록,패혈증이 있었을 때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으
로의 이환율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심정섭 등,2004).
재태기간 30주 이하 미숙아가 생존한 경우 장기간 인공호흡기와 고농도의 산소

치료에 의존할 확률이 높다.특히 출생체중이 1000g이하인 미숙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생존의 가능성의 증가와 더불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될 확률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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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Allenetal,2003).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은 만성적인 가스교환장애로
장기간의 고농도 산소투여를 필요로 하고 폐 말단조직의 괴사 및 섬유증식성 변
화로 인해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증상을 가지게 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벗어나면 새로운 폐
조직이 발달하고 손상 입은 조직의 기능을 대치한다고 말한다.어린이들은 폐 조
직이 8살이 될 때 까지는 계속 발달되지만 대부분의 미숙아들의 폐는 그 보다 빨
리 치료되고,대부분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미숙아는 폐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생후 1-2년 정도에 호전된다.그러나,새로운 폐 조직이 생성되는 중
에도 어떤 아기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증상을 계속 보일 때가 있다(Allen et 

al, 2003).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환아의 증상은 빈호흡,빈맥,흉부함몰(chest
retraction),기관지 경련(bronchospasm)등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체중증가
불량,수유 장애,활동 감소 및 운동능력감소 등의 좀더 만성적인 전신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심한 경우 퇴원 후에도 수분 섭취 제한,이뇨제,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산소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등의 여러 호흡기 감염에 걸리면 상태가 악화되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중요하다(Hansenetal,1998).
이상의 내용을 통합해 보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지만 증상은 몇 년씩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하는 아기의 부모는 가정에서 증상 예방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교육의 효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bronchpulmonarydysplasia,BPD)을 가진 아기는 치료를
받고 퇴원하더라도 가정에서 계속적인 산소흡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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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과 잦은 재입원 횟수,성장발달지연,그리고 사망
등의 후유증을 보임으로써 환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치료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김영돈 외,2001).
대부분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미숙아는 폐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

라 1-2년 정도가 지나야 호전되므로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만성적 호흡관리를 필
요로 한다.따라서 이 환아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다는 것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성공적인 퇴원과정과 퇴원 후 지속적
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아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유연한 퇴원준비과정이 필요하다
(McCain,1990;Gennaroetal,1990).그러므로 의료진은 퇴원을 준비하는 단계에
서 환아와 가족의 필요성에 맞추어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이러한 퇴원 교육을 위하여서는 입원과 동시에 그 가족과 환아
의 필요와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시작되어야 한다.특별한 계획이 필요
하거나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을 조기에 찾아서 보호자를 교육하고 장기
적인 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Blackburn,1995).
Bent등(1996)은 소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하는 환아의 부모가 퇴원 후 스트레스,

불안감,무능력함 등을 느끼고 환아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보
고하였다.따라서 병원환경에서부터 퇴원 후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퇴원계획과 퇴원교육,추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lackburn,
1995).
Cunningham 등(1991)은 32주 이하의 미숙아 130명중 52%(68명)가 재입원 하였

고 이 중 2/3가 호흡기 질환으로 재입원 하였음을 보고하였다.인공환기요법이 길
수록,산소치료가 길수록,고도의 집중치료를 받은 환아가 재입원율이 높았고,기
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있는 환아가 없는 환아보다 재입원율이 높았다.우리나
라에서도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있는 환아에서 호흡기 감염이 잦음을 보고
하고 있다(박현주 등,1999;성인경 등,1994).또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있는 환아가 그렇지 않은 환아보다 더 자주 입원하였고,더 오래 입원하였다
(Cunningham etal,1991).
아동의 입원은 가족에게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Snowdon & K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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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조윤희(1995)는 입원한 환아의 어머니가 안쓰러움,불만족,괴로움 등을 경
험한다고 하였으며,조인숙(1992)은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한 결과,불
안점수가 높고,입원경험이 없는 군보다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불안이 더욱 높았
으며,입원 횟수가 증가할수록 불안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따라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보호자에게 퇴원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의 불안감을 저하시키고,교육 요구에 따른 간호사들의 일치된 교육내용을 설정하
여 일관성 있게 교육함으로써 퇴원후의 간호문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Bidder등(1974)에 따르면 미숙아 부모는 미숙아의 출산으로 인해 두 번의 위기

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아기의 출생과 그 직후 잠시 동안의 기간이고,두 번째
위기는 아기의 퇴원 직전에서부터 가정에 적응하는 초기단계까지의 기간이다.미
숙아 부모는 아기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신생아집중치료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아기의 관리를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가,퇴원과 함께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된 가정에서 아기 양육의 모든 책임을 담당하게 되므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된다(Kenneretal,1990).그리고 아기의 퇴원 후 미숙아 부모는 의료진으
로부터 버려지고 혼자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실은 이 때가 부모가 가장 지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Ladden,1990).
미숙아의 퇴원과 관련된 부모의 반응에 대해 Brooten등(1988)은 미숙아의 퇴원

전 주에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한편 임지영(1997)
은 아기의 퇴원이 결정되고 퇴원이 가까워지면서 미숙아 부모는 아기의 퇴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함께 나타낸다고 하였다.이들은
아기에 대한 애정을 긍정적인 정서로 표현하고,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로는 아기의
예후나 가정에서의 아기 양육에 대한 불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에 아기의
퇴원과 관련된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간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숙아 퇴원 후 가정에서 첫 주 동안의 고위험 미숙아 어머니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McKim,1993),전체 대상 어머니의 48%가 가정에서의 첫 주가 힘들었다고
하였고,미숙아에게 익숙해지기,부모역할에 적응하기,아기의 죽음이나 미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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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과 공포가 어려움을 느낀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첫 주 동안 미숙아 어머니의 어려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
인이 미숙아의 출생 시 체중과 재태연령,입원일수,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무호
흡 경험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출생 시 체중과 재태연령이 낮고,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 그리고 입원 시 무호흡 경험을 가졌던 미숙아의 부모에게는 미숙아의 퇴원
후 첫 주 동안 아기에게 보다 주의 깊은 간호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부
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성질환아는 식이 제한,일상 활동 제한,투약 및 처치 등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치며,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만성질환아의 부모는 아동의 상태
를 매일 조절하고,병원에서의 처방을 따라야 할 주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이런
절차들로 인해 환아의 부모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처방을 따르는
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Fieldingetal,1999).Coyne(1997)은 이들 부
모들이 아동을 돌보는 데 정보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문제 발생 시 상담할 기회가
없음을 절감한다고 하였다.또한,만성 질환아 어머니는 아동 양육에 대한 일차적
인 책임과 함께(백현실,1990;우미영,1998;서종숙,1993)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오랜 간호의 결과 극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였다(조
영숙 등,1992).
병원은 정보를 얻는데 제한점이 많은 환경이고,의료진들도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므로,각 가정에 맞는 개별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Snowdon 등
(1997)은 퇴원하는 환아의 부모는 환아의 질병,환아가 받아온 치료 등에 대해 알
고자 하였으며,아울러 질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알고자 하였다.그리
고 정서적 지지를 받고자 하였는데,이는 아동의 입원 자체가 여러 가지 스트레
스를 주었기 때문이었으며,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부모들이
만족스러워 하였으며,또한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환아의 경우 부모는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지지와 간호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본 단위이다(이미현,1985).또한 부모는 아동의 전체적 환경을 재구조화하고 계
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상황에 따라 제한적이나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
으며,다양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환아가 도움을 원할 때 충족시켜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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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조경미,1991).특히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의
유무와 불편감을 알아내어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
하며,식이와 식습관을 조절하여 건강과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인물이다.또한,부
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얻는 효과는 부모가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자신
의 아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강화할 수 있다(Owanetal,1987).또한 양육자로
서 아이에 대한 관찰의 기회를 제공받고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Field,1981).
한편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는 가장 높은 것이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이고,그 다음으로 퇴원 후 가정 간호로,간호사의 교육활동 중요도와 어머니
의 요구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Drake(1995)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미숙아부모
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퇴원교육의 내용과 실제 미숙아 부모의 관심과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미숙아의 부모를 위한 퇴원교육을 준비하기 위
해서는 대상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이와 같은 차이는 간호사에게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도 서로의 비중이 달
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
만성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모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아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환아를 돌보면서 정보 및 상담할 기회의 부족을 경험
하고 있다(Coyne,1997).미국의 장애아 관리 위원회는 만성질환아의 가정간호는
병원의 처방 치료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여러 기관 및 단체의 도
움 및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만성질환아 가정 간호의 목적은 환아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 시키고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 생존하도록 준비하는 것
으로 입원 기간 및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은 간호사의 독자적이자,전문적인 중요한 기능으로서 환자가 새로운 스트

레스에 적응하고 질병과정 중에 새로운 경험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계
획된 간호과정의 한 부분이며,교육요구는 대상자가 새로운 상황과 검사,질병의
경과에 대처하고,미래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
에 적응 혹은 대처할 방법을 알고자 하는 요구를 말한다(남혜숙,1989).
Kruger(1991)는 일반간호사,간호관리자,간호교육자의 세 그룹에서 1,23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환자교육에 대한 책임과 수행수준을 조사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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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 그룹 모두가 환자교육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높게 인식 하였으나
환자교육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면서 환자교육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자교육 중 특히 퇴원 시점에서의 퇴원교육이란 환자와 가족이 병원에서 가정

으로 되돌아 갈 것에 대한 준비를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다.이는 퇴원 후 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환자에게는 자기간호 방법을,그 가족
에게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유숙자,1991).퇴원계획의 목적은 각
환자의 퇴원 시 요구를 확인하고 적절한 환자교육과 의뢰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
에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이광미,1995),퇴원하는 환자의 간호목표
는 가정에서 자가 간호 수행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환자교육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책임이며 독립적인 기능

의 하나로서 퇴원 시 환자들은 많은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교육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회복과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미숙아의 퇴원시점을 포함하
여 간호중재를 적용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퇴원 후 1주까지 또는 1개월까지 사
회적 지지나 모아 상호작용 증진 등의 포괄적인 간호중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들이다(권미경,1998;이인혜,1999;임지영,1997;정경화,1999).그러나
미숙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특히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과 같은 만성질
환아의 퇴원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들의 퇴원 시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간호하

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둘째,필요한 설비와 공급이 안전하게 되
고 셋째,최소한의 약물 치료로 조정하고 넷째,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어야하고
다섯째,가족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합한 문서화된 퇴원 지시와 교육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Allen et al,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폐 이형
성증(BPD)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전 체계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전
반적인 미숙아의 특성 및 돌보기에 대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
모 교육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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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진단 받고 퇴원하는 미숙아 부모의 퇴
원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퇴원 교육 자료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퇴원 교육 내용 선정과 퇴원 교육 자료 개발의 두 단계를 갖고
있다.
1) 퇴원 교육 내용 선정

(1)문헌 고찰을 통한 부모 대상 교육 내용 선정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아동 관리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4개의 문헌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2003)의
Statementonthecareofthechildwithchroniclungdiseaseofinfancy
andchildhood와 EarlyHumanDevelopment(2005)의 Managementofinfants
with bronchopulmonary dysplasia in North America와 Early Human
Development(2005)의 Management of infants with bronchopulmonary
dysplasiainGermany와 UniversityofWisconsinChildren'sHospital(2001)
의 BronchopulmonaryDysplasia.GainingandGrowing을 종합하여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의 주제를 확인하였다.

(2)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 확인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에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진단을 받고 퇴원한
환아 부모 5명을 임의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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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심층 면담하여 퇴원 시 어려웠던 점과 교육이 필요했던 주제를 확인하
였다.
이를 위해 미숙아의 출생력,입원력,질병력,그리고 어머니의 분만력을
포함한 환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아기의 질병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가정에서 부모님이 아기를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등과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하여 부모면접을
실시하였다.

(3)간호사가 제안하는 부모 대상 교육 내용 확인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10인을 대상으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을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2)교육 내용 개발
(1)교육 자료 개발
문헌 고찰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와 간호사로부터 분석한 교
육 요구를 기초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2)내용 타당도와 정확도 검증
만들어진 교육 자료 초안은 아동간호학 교수 1인,신생아학 전공교수 1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간호사 1인,신생아 집중치료실 책임간호사 1인 총
4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3)내용 난이도 확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
환아 부모 1인에게 문장의 이해 정도와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 교육 자료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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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교육 내용 주제 선정

1)문헌 고찰을 통한 교육 내용 선정

문헌의 경우 만성호흡기질환 영아와 아동의 관리 논문(American Journalof
RespiratoryandCriticalCareMedicine,2003)에서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
환아 부모들에게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정의,합병증,치료,예후 및 산소요법 &
모니터,기관지 확장제,영양(수유),신체적,정서적 발달,이뇨제,스테로이드,기
도 및 기관 절개술 간호,장기적인 인공호흡기 간호,부모교육의 필요성,가족간
호,미숙아 간호,예방접종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북미의 기관지
폐이형성증 영아 관리(EarlyHumanDevelopment,2005)와 독일의 기관지 폐이형
성증 영아 관리(EarlyHumanDevelopment,2005)에서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정의,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치료,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예후,산소요법과 모니
터,기관지 확장제,영양(수유),신체적,정서적 발달,이뇨제,스테로이드,장기적
인 인공호흡기 간호,부모교육의 필요성,가족간호,미숙아 간호,예방접종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Wisconsin대학 소아병원(2001)에서 발표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극복과 성장”

에서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정의,산소요법과 모니터,기관지 확장제,영양(수
유), 신체적,정서적 발달,이뇨제,스테로이드,부모교육의 필요성,미숙아 간호
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 모두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부모에게는 기관지 폐 이

형성증의 정의,산소요법과 모니터,기관지 확장제,이뇨제,스테로이드,부모교육
의 필요성,미숙아 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기관지 폐 이형성증
의 치료,영양(수유),신체적,정서적 발달,예방접종은 3개의 문헌에서 교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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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였다.문헌에서 제시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교육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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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문헌고찰에 정리한 교육 요구 내용

*Statementonthecareofthechildwithchroniclungdiseaseofinfancyand
childhood(AmericanJournalofRespiratoryandCriticalCareMedicine,2003)

**ManagementofinfantswithbronchopulmonarydysplasiainNorthAmerica
(EarlyHumanDevelopment,2005)

***ManagementofinfantswithbronchopulmonarydysplasiainGermany
(EarlyHumanDevelopment,2005)

****BronchopulmonaryDysplasia.GainingandGrowing.Universityof
WisconsinChildren'sHospital(2001)

American
Journal.
(2003)*

North
America
(2005)**

Germany
(2005)***

W.C.H.
(2001)****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정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합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치료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예후
산소요법과 모니터
기관지 확장제
영양(수유)
신체적,정서적 발달,
이뇨제
스테로이드
기도 및 기관 절개술 간호
장기적인 인공호흡기 간호
부모교육의 필요성
가족간호
미숙아 간호
예방접종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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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

(1)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퇴원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하여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으로 진단 받고
퇴원한 아기의 부모 5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8세였으며,최종학력은 대졸이 2명이고,고졸이 3명이었다.아기의 성별은
남아 2명,여아 3명이었으며,출생 주수는 27주부터 29주 4일이었고,출생 시
체중은 960gm부터 1540gm 이었다.4명의 아기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1명의 아기는 자연분만을 시행하였다.5명의 아기 모두 집에서 엄마가 돌보고
있었다.

(2)환아 질병 관련 특성
5명의 아기 모두 퇴원 후 무호흡으로 응급실에 온 경험이 있으며,이 중
2명의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재입원을 한 경험이 있었다.산소포화도를 볼
수 있는 모니터는 5명의 아기 모두 가지고 퇴원하였으나,산소탱크는 3명의
아기만 가지고 퇴원하였다.1명의 아기는 네블라이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퇴원하였고 또 다른 1명의 아기는 퇴원 후 이뇨제를 복용하였다.

(3)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 내용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가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 <표2>와 같다.
모니터와 산소관리에 대해 5명(100%)의 어머니가 모두 자세히 알고 싶어 했
으며,무호흡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기를 원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어떤 질병인지를 3명(60%)의 어머니가 알기를
원했고,어떤 경우 병원에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명(100%)의 어머니 모두
알기를 원했다.네블라이저 사용법에 대해서는 네블라이저를 사용하는 1명
(20%)의 어머니가 알기를 원했다.미숙아의 육아방법에 대해서는 3명(60%)의
어머니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다.이 외에도 아기가 미숙아인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으며,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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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지그룹을 원했다.

<표2>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 내용

3)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제안하는 교육 내용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간호사 경력은 평균 8년 6개월이었으며,이중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7년 8개월이었다.간호사의 직위는 일반간호사 4명,주
임간호사 6명이었으며,교육정도는 전문대졸 3명,대졸 3명,대학원 재학 3명,
대학원 졸업이 1명이었다.

(2)간호사가 제안하는 교육 내용
간호사 10인이 제안하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교육 내용
은 <표3>과 같다.모니터와 산소에 대한 교육(100%),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증상 및 징후 합병증 등에 대한 교육(80%),
응급 상황 시 대처법(무호흡 시 대처법)(80%),수유교육(기도 흡인 시 대처
법)(70%),가래 뽑는 방법(60%)과 체위 배액법(60%),네블라이저 사용법
(30%),투약(40%)등이었다.또한 미숙아에 대한 기본적인 간호에 대한 설명

내 용 실수 (%)
모니터와 산소관리 5(100)
무호흡 시 대처법 5(100)
병원에 와야 하는 경우 5(100)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60)
미숙아 간호 3(60)
네블라이저 사용법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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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도 필요하다고 하였다.이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미숙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표3>간호사가 제안 하는 교육 내용

이상의 문헌 고찰,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 내용 조
사,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제안하는 교육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주제를 선정
하였다.결과적으로 문헌 고찰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수는 16항목,기관지 폐 이형
성증(BPD)환아 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 6항목,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
사가 제안한 교육 내용은 9항목이었다.교육주제는 이 항목들 중에서,4개의 문헌
모두에서 제시한 내용과 환아 부모들이 원한 내용,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제안한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중복되는 교육 내용은 <표4>와 같
다.이 중에서 선정된 교육 주제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정의 및 합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에게 필요한 장비와 처치,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환아의 응급상황,미숙아 간호에 대한 부분이었다.

내 용 실수 (%)
모니터와 산소관리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응급 상황 시 대처법(무호흡 시)
수유교육(기도 흡인 시 대처법)
미숙아 간호
가래 뽑는 법
체위 배액법
투약
네블라이저 사용법

10(100)
8(80)
8(80)
7(70)
7(70)
6(60)
6(60)
4(4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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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중복되는 교육 내용

내 용 문헌고찰
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 내용

간호사가
제안하는 교육 내용

기관지 폐 이형성증
의 정의 및 처치
산소요법과 모니터
기관지 확장제
영양(수유)
투약
인공호흡기간호
부모교육의 필요성
가족간호
미숙아 간호
예방접종
응급상황
가래 뽑는 법
체위 배액법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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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 자료 개발

문헌 고찰,환아 부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에 의한 교육요구 내용 분석
결과는 중복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호내용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교육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교육 자료에 포함된 내용
큰 영역 중 항목 소제목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정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정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증상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합병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
환아에게 필요한 장비와 처치

산소요법과 모니터
네블라이저 사용법
투약
기도내 분비물 제거법
수유하는법

기관지 폐 이형성증
환아의 응급상황

무호흡
서맥
기도흡인

미숙아 간호 미숙아 돌보기

체온
환경
수면시간
목욕
아기경련
외래방문
예방접종
미숙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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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정의

1.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심장 질
환으로 오랫동안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던 아기에게 생기는 만성 폐
질환입니다.오랜 기간동안 높은 농도의 산소와 인공호흡기의 높은 압력은 아
기의 폐와 기도에 손상을 입힙니다.이병은 특히 미숙아에게 많이 있습니다
(홍창의,2004;Allen et al, 2003).
이 병이 있는 아기는 숨을 빨리 쉬고,힘들게 쉬며,숨소리가 거칠고,쌕쌕거
립니다.그리고 호흡기 감염이 자주 오고 피부가 파랗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수유가 어렵기 때문에 체중이 잘 늘지 않습니다.많은 아기가 산소가 필요합니
다(홍창의,2004).병이 좋아지면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농도와 압력이 줄긴 하
지만 손상된 폐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인공호흡기가 처음에는 필요합니
다.인공호흡기를 성공적으로 떼게 되면 이후에는 마스크나 코에 연결하는 대
롱을 이용하여 산소를 수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공급 받습니다(홍창의,2004;
Allen et al, 2003).
이 병을 가진 아기들은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이뇨제등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며,수분섭취를 억제합니다.경우
에 따라서는 산소를 계속 사용하면서 퇴원하는 아기도 있습니다(홍창의,2004;
Allen et al, 2003).
아기가 성장하면서 새롭고 건강한 폐 조직이 발달되어 증상이 없어지는데 대
부분은 생후 1년쯤에 산소를 떼게 됩니다(Allen et al, 2003).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기는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의 위험이 높
고,이 때문에 퇴원 후에 재입원 할 수도 있습니다(Allen et al, 2003).

2.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아기에게 나타나는 증상



- 22 -

1)숨 쉴 때 가슴이 함몰 됩니다.(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매번 숨 쉴 때마다 아기의 가슴이 심하게 당겨집니다.갈비뼈 사이와 갈비뼈
아래에서 (또는)목 바로 앞에 있는 가슴 가장 위 부분에서 피부 안쪽으로 함
몰된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증상은 가끔씩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홍창호, 2004; Bancalaria et al, 2005;
Palominoetal,2005).

2)호흡수가 증가합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이들은 숨 쉬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을 가졌거나 열이 있을 때,또는 방이 너무 따뜻하거나 옷을 많이
입혔을 때 그렇습니다.아기가 건강한 상태일 때 숨 쉬는 회수를 세어서 기본
적인 호흡수를 측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60초 동안 꽉 차게 세는 것
이 중요합니다.정확히 재기 위해서 아기가 잠자는 동안에 재면 좋습니다(홍창
의,2004;Bancalariaetal,2005;Palominoetal,2005).

3)쌕쌕거리며 숨을 쉴 수 도 있습니다.
아기가 숨을 내쉴 때 고음의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이것은 공기를 내보내
기 위하여 폐가 힘들게 일할 때 생깁니다.쌕쌕거리는 소리는 아기가 아플 때,
필요 이상의 점액 물질이 있을 때,또는 폐에 염증이 있거나,담배 연기와 같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납니다.쌕쌕거리며 숨쉬는 것이 가끔 또는 매일 들
리기도 합니다(홍창의,2004;Bancalariaetal,2005;Palominoetal,2005).

☞ 위와 같은 증상들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입니다.그러나 퇴원하는 날 보다 가슴이 더 깊이 들어가거나,숨쉬는 게
빨라지거나,쌕쌕거리는 소리가 커지면 빨리 병원에 와야 합니다.

3.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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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흡기 감염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심각한 호흡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
기도 감염 또는 ‘감기’는 폐렴 같은 훨씬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홍창의,2004;Allen et al, 2003; Bancalaria etal,2005;Palomino etal,
2005).
2)수유와 영양 문제
아기는 호흡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그래서
특별한 영양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기
는 건강한 아기들보다 1.5-2배의 칼로리가 더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아기의 분
유나 모유의 수유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Johnsonetal,1998).

3)위식도 역류
위에 있는 우유를 토하는 위식도 역류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
기에게 흔한 일입니다.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기는 횡격막을 당
기는 근육을 사용하면서 숨을 힘들게 쉽니다.그러면 횡격막은 위장의 윗부분
에 있는 근육을 당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위장은 열려 있는 상태가 되
고 위장 안의 음식물이 올라와 식도,입,코 그리고 때때로는 폐로 들어가게 됩
니다.이것은 병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Johnson etal,
1998;Bancalariaetal,2005;Allen et  al, 2003).

4)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SyncytialVirus=RSV)
RSV는 아기들에게 있어 하기도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바이러스는 모세
기관지염의 75%,그리고 폐렴의 25%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어른과 3살이
넘은 어린이에게 RSV는 단순한 감기증상을 나타내지만,매우 어린 아기들이나
호흡기 합병증을 가진 미숙아들에게 RSV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Alle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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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V의 예방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RSV의 접촉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아기의 건강
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사람들이 많은 곳,담배, 불필요한 사람들의 방문
을 금지하고,무엇보다 손씻기가 중요합니다.

제 2장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에게 필요한 장비와 처치

1.산소요법과 모니터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기는 산소 농도를 적정한 수준까지 스스
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24시간 호흡 보조가 필요
할 수도 있고,먹을 때나 잠잘 때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홍창의,2004;
Allen et al, 2003; Bancalariaetal,2005;Palominoetal,2005).폐가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필요한 산소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1)산소 요법 시 주의 사항
① 가습을 해줍니다.
고농도의 산소는 기도점막을 건조하게 하여 기도점막의 장애를 더욱 악화
시킵니다.그러므로 가정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기도점막의 건조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Allen et al, 2003).
☞ 가습기를 틀 때 기본주의 사항
-물을 매일 갈고
-가습기 청소를 매일 하고
-물은 가능하면 끓였다 식힌 물을 사용하고
-환기를 잘 시켜야합니다.
②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면서 신중히 투여합니다(Allen et al, 2003; 

Bancalariaetal,2005;Palominoetal,2005).
*산소포화도는 92%정도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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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소요법을 하는 주위에 화기와 담뱃불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
므로 금합니다.산소탱크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밸
브의 개폐 및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2)산소요법 기구
① 산소자동발생기(Oxygenconcentrator)와 산소탱크(Oxygentank)
산소를 고농축시켜 지속적으로 공급 하는 기기입니다.

②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oximeter)



- 26 -

동맥혈을 채취하지 않고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혈중 산소포화도와 맥박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③ 산소포화도측정용 센서(Pulseoximetersensor)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사용법 >
부착위치 -손가락,손바닥,발가락,발바닥
부착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한 후 부착합니다.
두 가지 센서의 위치는 부착부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도록 부착합니다.
센서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조이지 않도록 조심하여 피부
에 확실하게 고정시킵니다.고정한 부위가 눌려서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혈액
순환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적어도 2시간에 한번
씩은 부착부위를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모니터를 끌 때 >
아기가 성장하면서 뇌에 있는 호흡기관이 발달하여 점점 규칙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아기가 무호흡이나 서맥(맥박이 60초 동안 80회 미만인
경우)이 있다면 의사는 무호흡과 서맥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질 때 까지
모니터를 사용할 것입니다.모니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주 동안 무호흡
과 서맥 현상이 없거나,부모님들이 아기에게서 모니터를 떼는 것에 대해 편
안하게 느낄 때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제거합니다(Allen et al, 2003;            

        Bancalariaet.al,2005).

2.네블라이저 사용법

호흡기 치료는 폐에서 나오는 점액을 묽게하고 기도를 확장함으로써 미숙아
의 호흡 능력을 개선시켜 숨쉬기를 좀더 편안하게 합니다.이런 치료에는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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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네불라이저,용량측정 가능한 흡입기와 스페이서 등이 있습니다.분무(연
무)약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하는 컴프레서가 필요합니다.물약이
네블라이저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컵에 담기면 컴프레서가 약을 안개와 같은
분무 상태로 바꾸어주어 컴프레서와 네블라이저 양쪽으로 연결된 마스크를 통
해 숨을 쉬면서 약을 폐로 보내게 됩니다.10-15분 동안 아기가 흡입할 수 있
도록 코와 입 가까이에 대어줍니다(홍창의, 2004; Allen et al, 2003;                 

     Bancalariaetal,2005;Palominoetal,2005).

3.투약

1)이뇨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아기들은 폐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거나,높은 칼로리의 수유로 인해 갑자기 몸무게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의 아기들은 호흡 곤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몸에 있는 여분의 물을 빼주어 아기의 숨쉬는 것을 쉽게 해주기 위해 퇴원
시 먹는 이뇨제를 가지고 퇴원하기도 합니다(Bancalariaetal,2005).

2)항염증제 또는 소염제
이런 아기들은 폐에 염증이 쉽게 생기고 한번 생기면 잘 낳지 않으며,폐렴
등의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기관지 폐이형성증(BPD)환아들의 폐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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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에 완전히 자라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염증제 또는 소염제를 가지고 퇴원하기도 합니다(Bancalariaetal,2005).

3)스테로이드
폐가 운동하는 것을 도와주어 아기가 숨쉬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 모든 약은 우유에 타서 먹이시면 됩니다.다만,많은 양의 우유에 넣으면 그
우유를 다 못 먹었을 때 약도 제 양을 먹지 않은 것이니 소량의 우유에 타
서 먹이시고 나머지 우유를 먹이십시오.

4.기도 내 분비물 제거법

1)흉부 물리 요법 (Chestphysiotherapy)
흉부 타진법은 다양한 자세에서 아기의 가슴과 등을 3분에서 5분 정도 특별
한 컵으로 가볍게 톡톡 두들기거나,손을 컵 모양으로 오므려서 가슴과 등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입니다.톡톡 두들기면서 생긴 진통이 흉벽을 통해
전달되어 점액이 떨어지면서 소기관지에서 기관지로 옮겨가게 됩니다.그럼
아기가 분비물 때문에 기침을 하면서 뱉어내거나 삼키게 됩니다.분무 치료나
흡입기 치료를 한 다음에 시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Allen et al, 2003).

2)가래 뽑는 법
아기가 코가 자주 막히고 코에서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많은 것은 비공이 작
기 때문에 막히기가 쉽고 코 점막이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아기의 경우는 젖을 먹을 경우 코로 호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코가 막힐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쉽게 오고 많이 보채게 됩니다.
아기가 코가 막히는 대부분의 이유는 코 점막의 자극으로 인해 코에 분비물
이 많아지거나 코 점막이 부어 있기 때문입니다.어른 같으면 비공이 크기 때
문에 불편이 없지만 아기의 경우는 비공이 작아 점막의 조그만 변화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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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그렁한 소리가 나거나 코가 막히는 것입니다.
코 점막에 자극을 주는 요인으로는 찬 공기,심한 기온차 등도 있지만 아기
가 토할 때 코를 통해 젖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코
가 막혔을 때는 뚫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기의 코 점막을 오히려 자
극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우선 공기 압력을 이용한 기구로 뽑아주는
데 이것은 간편하긴 하지만 공기압력이나 기구가 닿아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아기의 코에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또 면봉을 사용하면
코 점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손바닥으
로 등을 두드려서 가래가 잘 나오게 해줍니다.
몸 안의 기관지는 경사가 있으므로 누워만 있으면 가래가 한쪽으로 고
이게 되니까 몸을 엎드리거나 옆으로 하는 등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어 가래
가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 줍니다(임상간호사회,2005).

5.수유 하는 법

1)우유 먹이기
모유는 보통 2시간,분유는 3-4시간 간격으로 수유합니다.아기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배고픔을 느낄 때 수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유양 또한
아기마다 다르고 수유 후 1시간 이내 먹으려 보채면 5-10cc정도씩 늘립니다.
우유를 먹이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우유를 먹으면서 얼굴이 파래지는
지,산소수치가 떨어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천천히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유를 먹입니다(Johnsonetal,1998;채선미,2001).

① 인공수유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소독된 우유병,분유,물(끓여 식힌 38-40C정도)을 준비합니다.
-타는 양의 반 정도 물을 붓고 분유와 섞은 후 나머지 물을 넣어 섞습니
다.(물20cc:분유 한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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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편안하게 안고 입 주변에 우유 몇 방울을 입술에 떨어뜨려 입을
벌리도록 하여 꼭지를 혀 위에 놓이도록 넣어줍니다.
-꼭지 안은 우유로 채워 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② 모유수유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기의 몸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편안하게 안습니다.
-젖을 조금 짜서 아기의 입술에 바릅니다.
-아기의 입속에 유륜의 검은 부분이 모두 들어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유두는 아기의 혀 위에 놓이도록 합니다.
-한쪽 유방에 10-15분 정도 충분히 젖을 빨리고,반대쪽 유방을 먹이도록 합
니다.
*젖병으로만 수유하던 아기가 퇴원 하여 성공적 모유수유를 하는 데는 수주
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경우 4Kg이 될 때까지 미숙아 분유와 번갈아 먹이는 경우도 있
습니다.
**모유는 냉장상태에서 48시간,냉동상태에서 3개월 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모유는 냉장고에서 서서히 녹이는 것이 좋으며,녹인 모유는 중탕으로
데웁니다.
☺ 한 번 녹인 모유는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2)트림시키기
① 아기를 똑바로 세워 안아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어깨 위에 놓이도록 합
니다.그리고 엄마의 한 손과 팔로 아기의 머리와 등을 지지하면서,다른 손
으로 아기 등을 위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가볍게 두드리거나 문질러 줍니다
(채선미,2001).
② 아기를 엄마의 무릎 위에 옆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힙니다.엄마의 한 손으
로 아기의 가슴을 잡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아기의 턱을 지지합니
다.아기의 가슴을 잡고 있는 손 쪽으로 아기의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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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아기의 등을 두드리거나 문지릅니다(채선미,2001).
③ 계속 트림을 시켜도 하지 않을 때는 엎드려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실시합
니다.

3)딸꾹질
수유 도중 혹은 트림 후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냥 두면 없어집니다.
젖병에 물을 넣어 빨리거나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엄마의 젖을 잠시 빨
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장 꼭 알아야 하는 응급 상황들

1.무호흡 시
무호흡발작이란 20초 이상의 호흡정지나 혹은 서맥,청색증,창백,무기력 등
을 동반하면서 10초 이상의 호흡정지를 말합니다.아기들은 놀램,움직임,배변,
수유 시 연하운동 등과 연결하여 10초미만의 짧은 호흡정지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짧은 호흡정지는 자연히 회복되며 서맥이나 저산소혈증이 나타나지는 않
습니다.무호흡은 미숙아에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주기성 호흡과 구별해야
합니다.
무호흡은 저산소혈증,저혈압,뇌혈류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일으켜 뇌성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홍창의,2004;Allen et al, 2003; Bancalariaetal,2005).

<무호흡 알람에 대한 반응>
① 아기가 호흡운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느끼십시오.
② 호흡운동이 느껴진다면 아기가 호흡은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그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아기의 몸 전체의 색깔이나 근육의 움직임 정도
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얕은 호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호흡운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아기가 창백하거나 회색이거나 파래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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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깔이 좋지 않으면 부드럽게 만지거나 필요하다면 등이 바닥에 닿게
한 다음 양 발을 들어올려 양손으로 발바닥을 약간 세게 때려도 좋습니다.
절대로 아기를 세게 흔들지 마세요.아기들은 머리 가누기가 되지 않아 강한
흔들림 때문에 머리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구강 대 구강 호흡법을 시도하고,병원으로 바로
오십시요.

☀ 구강 대 구강 호흡방법
① 아기를 똑바로 눕힌 다음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힙니다.
②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제거합니다.
③ 숨을 힘껏 들이 마시고 아기의 가슴이 불룩해질 때까지 숨을 불어 넣습니
다.이 때는 아기의 코와 입에 한꺼번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④ 아기가 숨을 내쉬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확인 합니다.
⑤ 5초에 한번씩 숨을 불어 넣습니다.

2.서맥이 나타날 때
아기의 심장 박동이 그 나이의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를 서맥이라고 합
니다.태어났을 때는 100회/분,교정나이 1-3개월 사이는 80회/분 이하로 떨어
지면 서맥입니다(홍창의,2004;Allen et al, 2003; Bancalariaetal,2005).

<서맥 알람에 대한 반응>
① 큰 소리로 아기를 부르면서 부드럽게 자극하고 아기를 만져주고 필요하다
면 발바닥을 때려주세요.절대로 아기를 흔들지 마세요.아기들은 머리 가누
기가 되지 않아 강한 흔들림 때문에 머리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② 손가락으로 아기의 입을 확인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③ 산소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1분에 1-2리터 정도 산소를 증가시켜줍니다.
호흡이 살아나면 다시 산소를 평소대로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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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도 흡인 시
아기가 급하게 우유를 삼키거나 우유를 토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기의 얼굴이 파래지면 아기가 숨을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기
의 얼굴을 옆으로 돌린 후 아기에게 자극을 주어 숨을 쉬도록 해 줍니다.아기
가 모니터를 달고 있다면 산소포화도를 살펴보고 산소 공급을 받고 있다면 평
소의 수치보다 좀더 높게 올려줍니다. 만약,토하는 아기를 들어서 품에 안게
되면 입안의 이물질이 폐로 넘어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옆으로 눕혀
줍니다.아기가 숨을 쉬지 않거나 숨쉬는 모습이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는 상태
가 지속되면 병원으로 오십시오(홍창의,2004;Johnsonet.al,1998).

4.병원에 와야 하는 경우
① 평소보다 얕은 숨을 빠르게 쉴 때
② 아기의 가슴이 푹푹 파이는 정도가 심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③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④ 얼굴이나 손,발등이 파래지며 청색증을 보일 때
⑤ 아기가 자는 듯한 기면상태를 장시간 보일 때
⑥ 평소보다 더 많은 기침을 할 때
⑦ 아기가 심하게 토하거나 먹는 양이 줄고,잘 먹지 않는 양상이 지속될 때

☞ 이런 경우에는 곧 병원으로 오십시오.

제 4장 미숙아 관리

1.미숙아란?
출생체중이 2,500gm 이하이거나 재태기간(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를 통
칭하여 미숙아라고 정의합니다.미숙아는 저출생체중아나 조산아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출생 시 신체 장기가 미숙하여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나



- 34 -

사망률이 높습니다.특히 호흡기 질환,뇌실내출혈,감염 및 괴사성 장염 등에
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신생아 집중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되어 출생체중이 1,000gm 이하인 경우에도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홍창의,2004).
미숙아는 출생후 자궁외 환경에 대한 생리적인 적응이 잘 되지 않으며,피부
는 얇고 피하조직이 적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인
큐베이터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호흡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호
흡이 불규칙할 수 있으며,폐의 미성숙으로 인한 유리질막증이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수유가 잘 진행되지 못하여 영양결핍이 발생하기도 하고,면역기능이
불완전하여 세균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홍창의,2004).

2.미숙아 돌보기

1)체온
체온은 아기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전자체온계를 아기의 겨드랑이에 1-2분 정도 끼운 후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체온을 확인합니다.
겨드랑이에서 측정하여 36.5-37.5℃ 범위를 정상체온으로 봅니다(채선미,
2001).

☞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체온을 측정합니다.
38℃이상이면 우선 아기의 옷을 벗기고 방을 서늘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아기의 몸을 닦아 주거나,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아이를
앉히도록 합니다.
단,과거에 얼음물이나 알코올을 이용하여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오히려
아기의 혈관을 수축시켜 몸 안의 열을 발산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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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나면서 조금 큰 아동은 오한(춥다고 떠는 경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절대 두꺼운 이불로 덮어주거나 찬물로 닦아주지 마세요.
오히려 열을 더 상승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추워하고,파랗게 청색증이 나타날 때는 얇은 이불을 살
짝 덮어주세요.
20-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환아가 몸을 떨고 추워하는 것이 나아지면 그
때 미온수로 닦아줍니다(임상간호사회,2005).

2)환경
미숙아는 만삭아보다 체온조절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퇴원 시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많이 나아졌지만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아직 적응하는 단계이므
로 보온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들 방의 온도는 22-24℃,습도는 40-60%가 적당합니다.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으면 아기 방에 냉방기를 트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기에게 직접 찬바람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냉방기의
필터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난방을 시작할 때에는 적절한 습도유지를 위해 방안에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
등으로 조절해줄 수 있으며 가습기는 자주 청소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임상
간호사회,2005).

3)아기의 수면시간
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잔다고 할 만큼 잠을 많이 자나,생후 6-8주가 되면
수면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어떤 아기들은 낮과 밤의 수면에서 일정한 주기를 나타내 밤에는 4-6시간을
계속해 자기도 합니다.그러나 대개는 생후 4개월이 되서야 밤새 깨지 않고
잠을 자며,6개월경에는 14시간 정도로 수면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더 규
칙적이 됩니다.그러나 규칙성은 아기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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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셔도 됩니다(채선미,2001).

4)목욕
목욕물의 온도는 38-40℃정도가 적당하며,보통 팔꿈치를 담가보아 따뜻한 정
도면 됩니다.
수유전후 30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도록 하며,아기의 체온이 37.5도 이상이
거나 콧물이 나고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목욕 시킬 때에는 차가운 바람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목욕 전 방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필요한 모든 물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
다.목욕 시간은 5-10분 정도로 가능한 빨리 합니다.
목욕 후 배꼽은 건조시킨 후,면봉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 배꼽 주위를 소독
합니다.또한,배꼽이 떨어져도 2-3일정도 더 소독해주어야 합니다(임상간호
사회,2005;채선미,2001).

5)아기 경련
소아기에는 경련의 원인이 될만한 인자들이 많고 뇌가 발달 과정에 있어 해
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이므로 경련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신생아 경련의 원인은 어떤 다른 연령보다도 다양합니다.
아기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눈이 돌아가고 손발을 떨면서 경련하는 증상을
보일 때,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먼저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아기가 물
건들로부터 상처 입는 것을 피하게 하고,아기가 구토를 할 경우에는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몇
분동안 손발을 어떻게 떠는지 등을 꼼꼼히 관찰한 후 경기가 끝나면 병원을
찾아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임상간호사회,2005;채선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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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원 후 아기 돌보기

1)외래 방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퇴원한 아기들은 1주-2주 이내에 소아과 외래를 방
문하여 성장과 발달이 목표에 맞게 잘 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몸무게를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고 가끔 빈혈
및 무호흡 등으로 퇴원 후에도 약을 복용하는 아기는 소아과 외래 방문 시에
약의 복용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임상간호사회,2005).

2)퇴원 후 아기돌보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오래 입원해 있던 관계로 아기와의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몸무게가 작아서 먹이기도 쉽지 않고,힘들고 애처로워 보여서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그래서 퇴원 초기에는 아기도 엄마
도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외래를 더 자주 방문해야 해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상 신생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다만
면역성이 약한 것을 고려하여 오는 사람마다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안아주고 만지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면
많은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임상간호사회,2005).

4.예방접종

1)엄마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경우,가능하면 12시간 이내에
B형간염 면역 글로불린(HBIG)과 함께 부위를 달리하여 B형간염 백신을 접
종합니다(늦어도 1주일 이내에 접종). B형간염 백신은 제품에 따라
0,1,6개월 또는 0,1,2개월 방법으로 3회 접종합니다.엄마의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상태를 모를 때에는 출생 시 B형간백신을 접종하고,엄마의 결
과가 양성이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을 가능하면 2일 이내,늦어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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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근육 주사합니다.엄마가 B형간염 표면항원 음성인 경우,처음 접
종을 2개월부터 접종하여도 좋습니다.

☀ 다음은 예방접종표입니다.

2)개량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 백신
3)경구용 소아마비 혼합 백신
4)홍역의 유행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부터 홍역 단독 백신을 접종합니다.
5)홍역,볼거리,풍진 혼합 백신
6)12-15개월에 접종하고,4-6세에 추가 접종합니다.
7)14-16세부터 매 10년마다 접종합니다.(1998년부터)

♣ 예방접종표는 일반 만삭아를 기준으로 정한 표입니다.
따라서 미숙아의 예방접종은 아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특이한 경우가 아

0~1주 B형 간염 1)1)1)1)

0~4주 BCG

2개월
B형 간염 2) 2) 2) 2) DTaP 3) 3) 3) 3) 

소아마비 4)4)4)4)

4개월 DTaP,소아마비

6개월  5)5)5)5) DTaP,소아마비

12~15개월 MMR  6)6)6)6)

18개월 DTaP

3세 일본뇌염 7)7)7)7)

4~6세 DTaP,소아마비,MMR

14~16세 성인용 Td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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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입원기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접종 시기는 퇴원 후 외래 진료시에
아기의 상태를 보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정하시면 됩니다(대한소아과
학회,2002).

5.아기의 운동

� 운동의 목적
미숙아들의 운동은 엄마의 태중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움직임과 부족한
자세의 조절을 도와주며 중력에 대항하기 위한 근육 힘을 키워줍니다.또한 몸
의 중심부로 팔과 다리를 모아줌으로써 안정성과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전정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무엇보다
엄마와 아기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부족한 피부접촉을 증진시켜줍니다.

� 운동의 방법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지켜주세요。

운동 시행 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기가 우유를 먹고 30-40분 정도 지난
후 적당히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운동할 때 항상 아기
의 상태를 관찰하며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아기와 대화하면
서 하는 것이 좋은데,예를 들어 “자,우리 운동할까?엄마가 팔을 올려줄게!"
혹은 “엉덩이를 들어볼까?"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며 아기가 자기의 몸이 움직
이는 것을 느끼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열
이 나거나 아플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아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힘을
줄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해줍니다.운동을 마친 후에는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꼬옥 안아주는 것과 같은 아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팔운동
한 손은 아기의 가슴에 한 손은 아기의 팔꿈치를 잡고 팔을 귀 쪽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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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며 귀 앞쪽까지 올려줍니다.또한 동시에 어깨관절에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과 관절의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 엉덩이 운동
두 손으로 엉덩이를 감싼 상태에서 엉덩이를 몸 쪽으로 올려줌으로써 몸을 가
운데로 모아줄 수 있고 엉덩이를 올린 상태에서 2-3초 유지하는데 이로 인해
복근에 힘이 들어가며 척추근육의 이완을 통한 몸통,등 쪽 근육의 충분한 이
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다리운동
한 손은 반대쪽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몸 쪽
으로 구부려줌으로써 미숙아에게서 볼 수 있는 다리의 과도한 구부러짐을 막
아줄 수 있습니다.두 다리를 동시에,혹은 교대로 구부려줄 수 있는 데,이를
통해 원활한 다리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보다 좋은 자세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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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료 위에서 굴리기
아기를 보료에 눕힌 후 머리를 약 15도 정도 올려준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5-10회 씩 움직여줍니다.

� 몸통운동
미숙아를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아기가 편하게 유지하고 있
는 상태에서 조금씩 앞뒤로 몸을 굴려줍니다.이는 몸통의 이완을 유도하고,중
력이 직접 아기에게 작용하여 아기가 놀라는 것을 막아주며,몸을 가운데로 모
아 자신의 몸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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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논논논 의의의

미숙아 퇴원을 위한 교육 자료가 각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마다 마련되어 있으
나,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상 신생아 관리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미숙아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더욱이 미숙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별로 구별된 퇴원 교육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는
실제 오랜 기간의 호흡기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신생아나 호흡기 문제가 없는 미
숙아와는 달리 주의 깊은 산소포화도 감시와 수유곤란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
환율이 높게 나타나(홍창의,2004)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들도 환아의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다른 환아들보다 많은 간호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환아의 퇴원이 다가오면서 이런 특성을 가진 환아의 부모들
은 환아관리에 대한 지식부족과 경험부족으로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
연하다고 본다.이에 본 연구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를 위한 교
육 자료를 개발하여 환아 부모에게 정형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문헌고찰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면담결과 퇴원 후 환아에게

나타나는 무호흡이나 산소치료,모니터 사용법등의 직접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고,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또한 모니터와 산소에 대한 교육,기관지 폐 이
형성증(BP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증상 및 징후 합병증 등에 대한 교육,응급
상황 시 대처법,수유교육,가래 뽑는 방법과 체위 배액법 ,네블라이져 사용법등의
일차적인 직접간호에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기
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관리에 있어서 환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따라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
의 환아에게 수행되는 직접적이고도 기본적인 간호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
과적이고,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만성호흡기질환 영아와 아동의 관리 논문(AmericanJournalofRespiratoryand

CriticalCare Medicine,2003),북미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 영아 관리(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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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Development,2005),독일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 영아 관리(EarlyHuman
Development,2005),Wisconsin대학 소아병원(2001)의 자료를 종합해보면,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부모에게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정의,산소요법
과 모니터,기관지 확장제,이뇨제,스테로이드 등의 투약과 부모교육의 필요성,미
숙아 간호에 대한 교육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기관
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부모들의 교육 요구 조사결과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제시한 교육내용과 많이 일치되어 진다.그러나 외국의 경우처럼 가정
간호나 지역사회 보건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아의
부모들이 흡인이나 기계사용,투약,응급처치 등에 있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
이 부족하므로 퇴원하기 전 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에 의하여 실제
기술이 숙련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로 되어진다고 할 수 있
겠다.
또한,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응급 상황 시 대처법등 아
기 기본 간호와 미숙아 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에 중점을 두었으나,문헌고찰
이나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들은 퇴원 후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
와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다.퇴원 전 충분히 환아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가정에서 환아를 직접 돌볼 때 환아의 부모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미숙아 퇴원 후 가정에서 첫 주 동안의 고위험 미숙아 어머니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McKim,1993),전체 대상 어머니의 48%가 가정에서의 첫 주
가 힘들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에서 하듯이 부모를 위한 퇴원교육을 위해서는 정
서적 지지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퇴원 후 환아 부모의 심리적,실제적인 어
려움에 대한 중재로는 다양한 추후관리 프로그램 적용을 계획할 수 있다.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들이 퇴원 후 언제라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전화방문을 통해 환아 관리를 한다든지,환아 부모들의 자신감 상승과 불안감
감소를 위해 같은 질환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을 만들어 연결해 주고,추후 관리하
는 등의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간호업무상 접하는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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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대한 접근도 필요로 되어진다.현재 우리나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운영
현황을 볼 때 실제 환아 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간호사들이 많은 시간
을 환아 부모 1인에게 개별적으로 할애해야 되는바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 집중치
료실의 간호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간호사 1인당 담당 환아 수는 낮번 간호사의
경우 5.3명,밤번 간호사의 경우 7.3명으로 미국 기준 간호사 1인당 1～2명에 비해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영희,2003).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
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들에게 적
절한 교육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교육이 간호업무외의 일
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수의 증가나,교육 전담간호사의 구성 등 의료기관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의 부모에게 체계화 된 교육

자료로 퇴원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일관
된 교육내용을 제공함으로서 퇴원후의 간호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재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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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결 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요구를 파악하여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하나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고찰에서의 교육 내용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정의,기관지 폐 이형

성증(BPD)의 합병증,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의 치료,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의 예후,산소요법과 모니터,기관지 확장제,영양(수유),신체적,정신적 발
달,이뇨제,스테로이드,기도 및 기관 절개술 간호,장기적인 인공호흡기 간호,부
모교육의 필요성,가족간호,미숙아 간호,예방접종 등 16항목이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가 원하는 교육 내용은 모니터와 산소관리

법,무호흡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법,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 어떤 질병인
지,병원에 와야 하는 경우,네블라이져 사용법,미숙아의 전반적인 간호에 대한 6
항목과 불안감 관리,지지그룹 형성이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인지한 교육내용은 모니터와 산소에 대

한 교육,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증상 및 징후 합병증
등에 대한 교육,응급 상황 시 대처법(무호흡 시 대처법),수유 교육,가래 뽑는 방
법과 체위 배액법,네블라이져 사용법,투약,미숙아에 대한 기본적인 간호 등 9항
목이었다.
이상의 문헌 고찰,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 내용 조사,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제안하는 교육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주제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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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또한 교육주제는 4개의 문헌 모두에서 제시한 내용과 부모들이 원한 내용,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제안한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으로 기관지 폐 이형
성증(BPD)의 정의,기관지 폐 이형성증(BPD)환아에게 필요한 장비와 처치,기관
지 폐 이형성증(BPD)의 합병증,미숙아 간호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교육 자료
를 개발하였다.

2.제 언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교육,임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연구 측면에서 본 교육 자료를 적용한 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실험 연구
의 실시를 제언한다.
2)간호 교육 측면에서 본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간호사나 실습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교육하고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환
경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언한다.
3)임상 측면에서 환아 가족의 교육이 지속적이며,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경력간호사를 통해 본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4)교육 방법에서 시청각 교육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개
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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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기기기관관관지지지 폐폐폐 이이이형형형성성성증증증(((BBBPPPDDD)))환환환아아아 부부부모모모교교교육육육 자자자료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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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퇴원을 퇴원을 퇴원을 퇴원을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 이형성증 이형성증 이형성증 환아의 환아의 환아의 환아의 모든 모든 모든 모든 것것것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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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책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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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퇴원을 퇴원을 퇴원을 퇴원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의 퇴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정치 않던 아기의 이른 출산과 더불어 아기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입원

으로 부모님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아기의 퇴원을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젠 

혼자 힘으로 아기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계

실 것 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아기는 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

입니다. 즉, 아기의 출생 직후 맞이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이라는 환경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부모님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아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가정환경과 새롭게 주어진 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

다.

부모님의 이러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의 적응과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퇴원 전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부모님의 아기 퇴원 준비와 퇴원 후 아기 돌보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차례대로 한가지 씩 부모님의 요구에 따

라 아기의 퇴원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    응급 응급 응급 응급 시 시 시 시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집중치료실   집중치료실   집중치료실       ☎☎☎☎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    
    소아과 소아과 소아과 소아과 외래 외래 외래 외래                             ☎☎☎☎    
    의 의 의 의 료 료 료 료 기          기          기          기                  ☎☎☎☎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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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 . . .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BPD)(BPD)(BPD)(BPD)의 의 의 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 1. 1. 1.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BPD) (BPD) (BPD) (BPD) 이란이란이란이란????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이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곤란 증후군이

나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던 아

기에게 생기는 만성 폐질환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높은 농도의 산

소와 인공호흡기의 높은 압력은 아기의 폐와 기도에 손상을 입힙니

다. 이병은 특히 미숙아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 아기는 숨을 빨리 쉬고, 힘들게 쉬며, 숨소리가 거

칠고, 쌕쌕거립니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이 자주 오고 피부가 파랗

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수유가 어렵기 때문에 체중이 잘 늘지 않

습니다. 많은 아기가 산소가 필요합니다. 병이 좋아지면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농도와 압력이 줄긴 하지만 손상된 폐로 호흡하기 위

해서는 산소와 인공호흡기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성공적으로 떼게 되면 이후에는 마스크나 코에 연결하는 대롱을    

이용하여 산소를 수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공급 받습니다.

                       

이 병을 가진 아기들은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스테로이드

와 기관지 확장제, 이뇨제등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며, 수분섭

취를 억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를 계속 사용하면서 퇴원하

는 아기도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새롭고 건강한 폐 조직이 발달되어 증상이 없

어지는데 대부분은 생후 1년쯤에 산소를 떼게 됩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기는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

의 위험이 높고, 이 때문에 퇴원 후에 재입원 할 수도 있습니다.

2. 2. 2. 2.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BPD) (BPD) (BPD) (BPD)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나타나는 나타나는 나타나는 나타나는 증상증상증상증상

1) 1) 1) 1) 숨 숨 숨 숨 쉴 쉴 쉴 쉴 때 때 때 때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함몰 함몰 함몰 함몰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 . .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매번 숨 쉴 때마다 아기의 가슴이 심하게 당겨집니다. 갈비뼈 사

이와 갈비뼈 아래에서 (또는) 목 바로 앞에 있는 가슴 가장 위 부

분에서 피부 안쪽으로 함몰된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가끔씩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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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호흡수가 호흡수가 호흡수가 호흡수가 증가합니다증가합니다증가합니다증가합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이들은 숨 쉬는 횟수가 많아

지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을 가졌거나 열이 있을 때, 또는 방이 너

무 따뜻하거나 옷을 많이 입혔을 때 그렇습니다. 아기가 건강한 상

태일 때 숨 쉬는 회수를 세어서 기본적인 호흡수를 측정해 놓을 필

요가 있습니다. 이때 60초 동안 꽉 차게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재기 위해서 아기가 잠자는 동안에 재면 좋습니다.

3) 3) 3) 3) 쌕쌕거리며 쌕쌕거리며 쌕쌕거리며 쌕쌕거리며 숨을 숨을 숨을 숨을 쉴 쉴 쉴 쉴 수 수 수 수 도 도 도 도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아기가 숨을 내쉴 때 고음의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공

기를 내보내기 위하여 폐가 힘들게 일할 때 생깁니다. 쌕쌕거리는 

소리는 아기가 아플 때, 필요 이상의 점액 물질이 있을 때, 또는 

폐에 염증이 있거나, 담배 연기와 같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

납니다. 쌕쌕거리며 숨쉬는 것이 가끔 또는 매일 들리기도 합니다.

☞ 위와 위와 위와 위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증상들은 증상들은 증상들은 증상들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BPD) (BPD) (BPD) (BPD) 환아에게 환아에게 환아에게 환아에게 나타날 나타날 나타날 나타날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증상입니다증상입니다증상입니다증상입니다. . . .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퇴원하는 퇴원하는 퇴원하는 퇴원하는 날 날 날 날 보다 보다 보다 보다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더 더 더 더 깊이 깊이 깊이 깊이 들어들어들어들어

가거나가거나가거나가거나, , , , 숨쉬는 숨쉬는 숨쉬는 숨쉬는 게 게 게 게 빨라지거나빨라지거나빨라지거나빨라지거나, , , , 쌕쌕거리는 쌕쌕거리는 쌕쌕거리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커지면 커지면 커지면 커지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병병병병

원에 원에 원에 원에 와야합니다와야합니다와야합니다와야합니다....

3. 3. 3. 3.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BPD)(BPD)(BPD)(BPD)의 의 의 의 합병증합병증합병증합병증

1) 1) 1) 1) 호흡기 호흡기 호흡기 호흡기 감염 감염 감염 감염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심각한 호흡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도 감염 또는 ‘감기’는 폐렴 같은 훨씬 심각한 감염

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2) 2) 2) 2) 수유와 수유와 수유와 수유와 영양 영양 영양 영양 문제 문제 문제 문제 

 아기는 호흡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양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을 가진 아기는 건강한 아기들보다 1.5-2배의 칼로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기의 분유나 모유의 수유양을 증가시킬 필

요가 있습니다.

3) 3) 3) 3) 위식도 위식도 위식도 위식도 역류 역류 역류 역류 

 위에 있는 우유를 토하는 위식도 역류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

(BPD)을 가진 아기에게 흔한 일입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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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아기는 횡격막을 당기는 근육을 사용하면서 숨을 힘들게 

쉽니다. 그러면 횡격막은 위장의 윗부분에 있는 근육을 당기게 되

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위장은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 위장 안의 

음식물이 올라와 식도, 입, 코 그리고 때때로는 폐로 들어가게 됩  

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4) 4) 4) 호흡기 호흡기 호흡기 호흡기 세포 세포 세포 세포 융합 융합 융합 융합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Respiratory (Respiratory (Respiratory (Respiratory Syncytial Syncytial Syncytial Syncytial Virus Virus Virus Virus = = = = 

RSV)RSV)RSV)RSV)

 RSV는 아기들에게 있어 하기도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바이러

스는 모세기관지염의 75% 그리고 폐렴의 25%를 일으키는 원인입

니다. 어른과 3살이 넘은 어린이에게 RSV는 단순한 감기증상을 

나타내지만, 매우 어린 아기들이나 호흡기 합병증을 가진 미숙아들

에게 RSV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 RSV의 예방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RSV의 접촉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아기

             

                       

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담배,  불

필요한 사람들의 방문을 금지하고, 무엇보다 손씻기가 중요합니다.

 

    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폐 폐 폐 폐 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이형성증(BPD) (BPD) (BPD) (BPD) 환아에게 환아에게 환아에게 환아에게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장장장장

비와 비와 비와 비와 처치처치처치처치

1. 1. 1. 1. 산소요법과 산소요법과 산소요법과 산소요법과 모니터모니터모니터모니터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을 가진 아기는 산소 농도를 적정한 수

준까지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호흡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먹을 때나 잠잘 때만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폐가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필요한 산소양은 줄

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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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요법 요법 요법 요법 시 시 시 시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사항사항사항사항

 ① 가습을 해줍니다.

   고농도의 산소는 기도점막을 건조하게 하여 기도점막의 장애를  

   더욱 악화 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  

   하는 경우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기도점막의 건조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를 가습기를 가습기를 가습기를 틀 틀 틀 틀 때 때 때 때 기본주의 기본주의 기본주의 기본주의 사항사항사항사항

     - 물을 매일 갈고

     - 가습기 청소를 매일 하고 

     - 물은 가능하면 끓였다 식힌 물을 사용하고

     - 환기를 잘 시켜야합니다. 

 ②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면서 신중히 투여합니다.

    * 산소포화도는 92 %정도로 유지하세요.

 ③ 산소요법을 하는 주위에 화기와 담뱃불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  

  

                       

 험이 있으므로 금합니다. 산소탱크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폭발   

  의 위험이 있으므로 밸브의 개폐 및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2) 2) 2) 2) 산소요법 산소요법 산소요법 산소요법 기구기구기구기구

 ① 산소자동발생기(Oxygen concentrator) 와 산소탱크(Oxygen 

tank)

  산소를 고농축시켜 지속적으로 공급 하는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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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oximeter)

   동맥혈을 채취하지 않고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혈중 산소포화도  

   와 맥박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③ 산소포화도측정용 센서(Pulseoximeter sensor)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 사용법 > 

  부착위치 - 손가락, 손바닥, 발가락, 발바닥

  부착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한 후 부착합니다.

 

                       

  두 가지 센서의 위치는 부착부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도록 부착  

  합니다.

  센서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조이지 않도록 조심  

  하여 피부에 확실하게 고정시킵니다. 고정한 부위가 눌려서 발가  

  락이나 손가락에 혈액 순환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 세심한 관찰  

  이 필요하며, 적어도 2시간에 한번씩은 부착부위를 바꾸어주어  

  야 합니다.

  <모니터를 끌 때 >

  아기가 성장하면서 뇌에 있는 호흡기관이 발달하여 점점 규칙적  

  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무호흡이나 서맥(맥박이   

  60초동안 80회 미만인 경우)이 있다면 의사는 무호흡과 서맥에  

  서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질 때 까지  모니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모니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주 동안 무호흡과 서맥 현상이   

  없거나, 부모님들이 아기에게서 모니터를 떼는 것에 대해 편     

  안하게 느낄 때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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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네블라이저 네블라이저 네블라이저 네블라이저 사용법사용법사용법사용법

 호흡기 치료는 폐에서 나오는 점액을 묽게하고 기도를 확장함으로

써 미숙아의 호흡 능력을 개선시켜 숨쉬기를 좀더 편안하게 합니

다. 이런 치료에는 분무 치료, 네불라이저, 용량측정 가능한 흡입

기와 스페이서 등이 있습니다. 분무(연무)약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전기로 구동하는 컴프레서가 필요합니다. 물약이 네블라이저라

고 부르는 플라스틱 컵에 담기면 컴프레서가 약을 안개와 같은     

분무 상태로 바꾸어주어 컴프레서와 네블라이저 양쪽으로 연결된 

마스크를 통해 숨을 쉬면서 약을 폐로 보내게 됩니다. 10-15분 동

안 아기가 흡입할 수 있도록 코와 입 가까이에 대어줍니다.

                       

3. 3. 3. 3. 투약 투약 투약 투약 

1) 1) 1) 1) 이뇨제 이뇨제 이뇨제 이뇨제 

 기관지 폐 이형성증(BPD) 아기들은 폐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거나, 높은 칼로리의 수유로 인해 갑자기 몸무게가 증

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아기들은 호흡 곤

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있는 여분의 물을 빼주어 

아기의 숨쉬는 것을 쉽게 해주기 위해 퇴원 시 먹는 이뇨제를 가지

고 퇴원하기도 합니다.

2) 2) 2) 2) 항염증제 항염증제 항염증제 항염증제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소염제소염제소염제소염제

 이런 아기들은 폐에 염증이 쉽게 생기고 한번 생기면 잘 낳지 않

으며, 폐렴 등의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관지 폐이형성증

(BPD) 환아들의 폐는 퇴원 시에 완전히 자라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염증제 또는 소염제를 가지고 

퇴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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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

 폐가 운동하는 것을 도와주어 아기가 숨쉬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 모든 약은 우유에 타서 먹이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양의 우유  

   에 넣으면 그 우유를 다 못 먹었을 때 약도 제 양을 먹지 않은  

   것이니 소량의 우유에 타서 먹이시고 나머지 우유를 먹이십시   

   오.

4. 4. 4. 4. 기도 기도 기도 기도 내 내 내 내 분비물 분비물 분비물 분비물 제거법제거법제거법제거법

1) 1) 1) 1) 흉부 흉부 흉부 흉부 물리 물리 물리 물리 요법 요법 요법 요법 (Chest (Chest (Chest (Chest physiotherapy) physiotherapy) physiotherapy) physiotherapy)  

 흉부 타진법은 다양한 자세에서 아기의 가슴과 등을 3분에서 5분 

정도 특별한 컵으로 가볍게 톡톡 두들기거나 손을 컵 모양으로 오

므려서 가슴과 등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톡톡 두들

기면서 생긴 진통이 흉벽을 통해 전달되어 점액이 떨어지면서 소기

관지에서 기관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아기가 분비물 때문에 

기침을 하면서 뱉어내거나 삼키게 됩니다. 

                       

분무 치료나 흡입기 치료를 한 다음에 시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

다.

2) 2) 2) 2) 가래 가래 가래 가래 뽑는 뽑는 뽑는 뽑는 법법법법

 아기가 코가 자주 막히고 코에서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많은 것은 

비공이 작기 때문에 막히기가 쉽고 코 점막이 약하고 예민하기 때

문에 쉽게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기의 경우는 젖을 먹을 

경우 코로 호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코가 막힐 경우에는 호흡곤

란이 쉽게 오고 많이 보채게 됩니다.

아기가 코가 막히는 대부분의 이유는 코 점막의 자극으로 인해 코

에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코 점막이 부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으면 비공이 크기 때문에 불편이 없지만 아기의 경우는 비공이 

작아 점막의 조그만 변화에도 그렁그렁한 소리가 나거나 코가 막

히는 것입니다. 

코 점막에 자극을 주는 요인으로는 찬 공기, 심한 기온차 등도 있

지만 아기가 토할 때 코를 통해 젖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도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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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막혔을 때는 뚫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기의 코 점막

을 오히려 자극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우선 공기 압력을 

이용한 기구로 뽑아주는데 이것은 간편하긴 하지만 공기압력이나 

기구가 닿아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아기의 코에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면봉을 사용하면 코 점막에 상처를 입

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려서 가래가 잘 나오게 해줍니다. 

몸 안의 기관지는 경사가 있으므로 누워만 있으면 가래가 한쪽으

로 고이게 되니까 몸을 엎드리거나 옆으로 하는 등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어 가래가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5. 5. 5. 5. 수유 수유 수유 수유 하는 하는 하는 하는 법법법법

1) 1) 1) 1)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먹이기먹이기먹이기먹이기

 모유는 보통 2시간, 분유는 3-4시간 간격으로 수유합니다. 아기

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배고픔을 느낄 때 수유를 하는 것이 좋습

니다. 수유양 또한 아기마다 다르고 수유 후 1시간 이내 먹으려 

보채면 5-10cc 정도씩 늘립니다. 

                       

우유를 먹이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우유를 먹으면서 얼굴

이 파래지는지, 산소수치가 떨어지는 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천히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유를 먹입니다.

① 인공수유

 -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 소독된 우유병, 분유, 물(끓여 식힌 38~40C 정도)을 준비합  

 니다.

 - 타는 양의 반 정도 물을 붓고 분유와 섞은 후 나머지 물을 넣  

 어 섞습니다. (물20cc:분유 한 스푼)

 - 아기를 편안하게 안고 입 주변에 우유 몇 방울을 입술에 떨어  

 뜨려 입을 벌리도록 하여 꼭지를 혀 위에 놓이도록 넣어줍니다.

 - 꼭지 안은 우유로 채워 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② 모유수유

 -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 아기의 몸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편안하게 안습니다.

 - 젖을 조금 짜서 아기의 입술에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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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입속에 유륜의 검은 부분이 모두 들어가 중앙에 위치하  

 도록 하고, 유두는 아기의 혀 위에 놓이도록 합니다.

 - 한쪽 유방에 10~15분 정도 충분히 젖을 빨리고, 반대쪽 유방  

 을 먹이도록 합니다.

  * 젖병으로만 수유하던 아기가 퇴원 하여 성공적 모유수유를 하  

  는 데는 수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의 경우 4Kg이 될 때까지 미숙아 분유와 번갈아 먹이  

   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모유는 냉장상태에서 48시간, 냉동상태에서 3개월 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모유는 냉장고에서 서서히 녹이는 것이 좋으  

   며, 녹인 모유는 중탕으로 데웁니다.

  ☺ 한 번 녹인 모유는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2) 2) 2) 2) 트림시키기트림시키기트림시키기트림시키기

 ① 아기를 똑바로 세워 안아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어깨 위에 놓  

  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한 손과 팔로 아기의 머리와 등을  

  지지하면서, 다른 손으로 아기 등을 위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가  

  볍게 두드리거나 문질러 줍니다.

                      

 ② 아기를 엄마의 무릎 위에 옆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힙니다. 엄  

  마의 한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잡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  

  로 아기의 턱을 지지합니다. 아기의 가슴을 잡고 있는 손 쪽으로  

  아기의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아기의 등을 두드리거  

  나 문지릅니다.

 ③ 계속 트림을 시켜도 하지 않을 때는 업드려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실시합니다. 

3) 3) 3) 3) 딸꾹질딸꾹질딸꾹질딸꾹질

 수유 도중 혹은 트림 후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냥 두면 

없어집니다.

젖병에 물을 넣어 빨리거나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엄마의 젖

을 잠시 빨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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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꼭 꼭 꼭 꼭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응급 응급 응급 응급 상황들상황들상황들상황들

1. 1. 1. 1. 무호흡 무호흡 무호흡 무호흡 시시시시

 

무호흡발작이란 20초 이상의 호흡정지나 혹은 서맥, 청색증, 창

백, 무기력 등을 동반하면서 10초 이상의 호흡정지를 말합니다. 

아기들은 놀램, 움직임, 배변, 수유 시 연하운동 등과 연결하여 

10초미만의 짧은 호흡정지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짧은 호흡정지

는 자연히 회복되며 서맥이나 저산소혈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호흡은 미숙아에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주기성 호흡과 구별해

야합니다. 

무호흡은 저산소혈증, 저혈압, 뇌혈류감소를 초래하고 결국은 저산

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일으켜 뇌성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

 

                       

<무호흡 알람에 대한 반응>

 

 ① 아기가 호흡운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느끼십시오.

 ② 호흡운동이 느껴진다면 아기가 호흡은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그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몸 전체의 색깔  

   이나 근육의 움직임 정도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얕은 호흡은   

   문 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호흡운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아기가 창백하거나 회색이거나 파  

   래지는 등 피부색깔이 좋지 않으면 부드럽게 만지거나 필요하다  

   면 등이 바닥에 닿게 한 다음 양 발을 들어올려 양손으로 발바  

   닥을 약간 세게 때려도 좋습니다. 절대로 아기를 세게 흔들지   

   마세요. 아기들은 머리 가누기가 되지 않아 강한 흔들림 때문에  

   머리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구강 대 구강 호흡법을 시도하고, 병원  

   으로 바로 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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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 구강 구강 구강 대 대 대 대 구강 구강 구강 구강 호흡방법호흡방법호흡방법호흡방법

① 아기를 똑바로 눕힌 다음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힙니다.

②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제거합니다.

③ 숨을 힘껏 들이 마시고 아기의 가슴이 불룩해질 때까지 숨을  

 불어 넣습니다. 이때는 아기의 코와 입에 한꺼번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④ 아기가 숨을 내쉬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확인 합니다.

⑤ 5초에 한번씩 숨을 불어넣습니다.

2. 2. 2. 2. 서맥이 서맥이 서맥이 서맥이 나타날 나타날 나타날 나타날 때때때때

 

아기의 심장 박동이 그 나이의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를 서맥

이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100회/분, 교정나이 1-3개월 사이

는 80회/분 이하로 떨어지면 서맥입니다.

                       

 <서맥 알람에 대한 반응>

① 큰 소리로 아기를 부르면서 부드럽게 자극하고 아기를 만져주  

 고 필요하다면 발바닥을 때려주세요. 절대로 아기를 흔들지 마  

 세요. 아기들은 머리 가누기가 되지 않아 강한 흔들림 때문에   

 머리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손가락으로 아기의 입을 확인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③ 산소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1분에 1-2리터 정도 산소를 증가  

 시켜줍니다. 호흡이 살아나면 다시 산소를 평소대로 내려줍니   

 다.

3. 3. 3. 3. 기도흡인시기도흡인시기도흡인시기도흡인시

 아기가 급하게 우유를 삼키거나 우유를 토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기의 얼굴이 파래지면 아기가 숨을 쉬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옆으로 돌린 후 아기에게 자극을 

주어 숨을 쉬도록 해 줍니다.

아기가 모니터를 달고 있다면 산소포화도를 살펴보고 산소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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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다면 평소의 수치보다 좀더 높게 올려줍니다.  

만약, 토하는 아기를 들어서 품에 안게 되면 입안의 이물질이 폐로 

넘어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옆으로 눕혀줍니다. 아기가 숨

을 쉬지 않거나 숨쉬는 모습이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는 상태가 지

속되면  병원으로  오십시오.

4. 4. 4. 4.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와야 와야 와야 와야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경우경우경우경우

 ① 평소보다 얕은 숨을 빠르게 쉴 때

 ② 아기의 가슴이 푹푹 파이는 정도가 심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을 보일 때

 ③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④ 얼굴이나 손, 발등이 파래지며 청색증을 보일 때

 ⑤ 아기가 자는 듯한 기면상태를 장시간 보일 때

 ⑥ 평소보다 더 많은 기침을 할 때

 ⑦ 아기가 심하게 토하거나 먹는 양이 줄고, 잘 먹지 않는 양상이  

 지속될  때

  ☞    이런 경우에는 곧 병원으로 오십시오.

                       

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미숙아 미숙아 미숙아 미숙아 돌보기돌보기돌보기돌보기

1. 1. 1. 1. 미숙아란미숙아란미숙아란미숙아란????

 출생체중이 2,500gm 이하이거나 재태기간(임신기간)이 37주 미

만인 경우를 통칭하여 미숙아라고 정의합니다. 미숙아는 저출생체

중아나 조산아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출생 시 신체 장기가 미

숙하여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나 사망률이 높습니다. 특히 호

흡기 질환, 뇌실내출혈, 감염 및 괴사성 장염 등에서 오는 문제들

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생아 집중 치료기술의 발

전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되어 출생체중이 1,000gm 이하인 경

우에도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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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는 출생후 자궁외 환경에 대한 생리적인 적응이 잘 되지 

않으며, 피부는  얇고 피하조직이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게 됩

니다. 호흡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호흡이 불규칙할 수 있으며, 

폐의 미성숙으로 인한 유리질막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유

가 잘 진행되지 못하여 영양결핍이 발생하기도 하고, 면역기능이 

불완전하여 세균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2. 2. 2. 2. 미숙아 미숙아 미숙아 미숙아 돌보기돌보기돌보기돌보기

1) 1) 1) 1) 체온체온체온체온

 체온은 아기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입니다. 전자체온계를 아기의 겨드랑이에 1-2분정도 끼운 후 온도

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체온을 확인합니다. 

겨드랑이에서 측정하여 36.5-37.5℃ 범위를 정상체온으로 봅니

다.

☞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체온을 측정합니다. 

 38℃이상이면 우선 아기의 옷을 벗기고 방을 서늘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아기의 몸을 닦아 주거나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아이를 앉히도록 합니다. 

 단, 과거에 얼음물이나 알코올을 이용하여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  

 은 오히려 아기의 혈관을 수축시켜 몸 안의 열을 발산시키지 못  

 하도록 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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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나면서 조금 큰 아동은 오한(춥다고 떠는 경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두꺼운 이불로 덮어주거나 찬물로 닦아주지 마세요. 

 오히려 열을 더 상승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추워하고 파랗게 청색증이 나타날 때는 얇은  

 이불을 살짝 덮어주세요. 

 20-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환아가 몸을 떨고 추워하는 것이   

 나아지면 그때 미온수로 닦아줍니다(임상간호사회, 2005).

2) 2) 2) 2) 환경환경환경환경

 미숙아는 만삭아보다 체온조절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원 

시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많이 나아졌지만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아직 적응하는 단계이므로 보온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들 방의 온도는 22-24℃, 습도는 40-60%가 적당합니다.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으면 아기 방에 냉방기를 트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기에게 직접 찬바람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냉방기의 필터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난방을 시작할 때에는 적절한 습도유지를 위해 방안에 빨래를 널

거나 가습기 등으로 조절해줄 수 있으며 가습기는 자주 청소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3) 3) 3) 3)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

 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잔다고 할 만큼 잠을 많이 자나, 생후 

6-8주가 되면 수면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어떤 아기들은 낮과 밤의 수면에서 일정한 주기를 나타내 밤에는 

4-6시간을 계속해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생후 4개월이 되

서야 밤새 깨지 않고 잠을 자며, 6개월경에는 14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더 규칙적이 됩니다. 그러나 규칙성은 아기

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4) 4) 4) 목욕목욕목욕목욕

 목욕물의 온도는 38-40℃정도가 적당하며, 보통 팔꿈치를 담가

보아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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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전후 30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도록 하며, 아기의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콧물이 나고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목욕 시킬 때에는 차가운 바람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목욕 

전 방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목욕 시간은 5-10분정도로 가능한 빨리 

합니다. 

목욕 후 배꼽은 건조시킨 후, 면봉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 배꼽 

주위를 소독합니다. 또한, 배꼽이 떨어져도 2-3일정도 더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5) 5) 5) 5) 아기 아기 아기 아기 경련 경련 경련 경련 

 소아기에는 경련의 원인이 될만한 인자들이 많고 뇌가 발달 과정

에 있어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이므로 경련

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신생아 경련의 원인은 어떤 다른 연령보

다도 다양합니다. 

                      

아기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눈이 돌아가고 손발을 떨면서 경련

하는 증상을 보일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먼저 주위의 위험

한 물건을 치워 아기가 물건들로부터 상처 입는 것을 피하게 하고 

아기가 구토를 할 경우에는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고개를 옆

으로 돌려놓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분동안 손발을 어떻

게 떠는지 등을 꼼꼼히 관찰한 후 경기가 끝나면 병원을 찾      

아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3. 3. 3. 3. 퇴원 퇴원 퇴원 퇴원 후 후 후 후 아기 아기 아기 아기 돌보기돌보기돌보기돌보기

 

1) 1) 1) 1) 외래 외래 외래 외래 방문방문방문방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퇴원한 아기들은 1주-2주 이내에 소아과 

외래를 방문하여 성장과 발달이 목표에 맞게 잘 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몸무게를 고려

하여 시행하게 되고 가끔 빈혈 및 무호흡 등으로 퇴원 후에도 약

을 복용하는 아기는 소아과 외래 방문 시에 약의 복용에 관한 결

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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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퇴원 퇴원 퇴원 퇴원 후 후 후 후 아기돌보기아기돌보기아기돌보기아기돌보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오래 입원해 있던 관계로 아기와의 관계도 

잘 형성되어있지 않고 몸무게가 작아서 먹이기도 쉽지 않고, 힘들

고 애처로워 보여서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래서 퇴원 초기에는 아기도 엄마도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소아과 외래를 더 자주 방문해야 해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상 신생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면역성이 약한 것을 고려하여 오는 사람마다 안아

주거나 뽀뽀를 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안아주고 만

지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면 많은 질병을 막을 수 있습

니다. 

4. 4. 4. 4. 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

1) 엄마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 가능하면 12시

간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과 함께 부위를 달리하여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합니다(늦어도 1주일 이내에 접종). B형간염 

                       

백신은 제품에 따라 0,1,6개월 또는 0,1,2개월 방법으로 3회 접

종합니다. 엄마의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상태를 모를 때에는 

출생 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엄마의 결과가 양성이면 B형간

염 면역글로불린(HBIG)을 가능하면 2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근육 주사합니다. 엄마가 B형간염 표면항원 음성인 경우, 처음 접  

종을 2개월부터 접종하여도 좋습니다.

2) 개량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 백신 

3) 경구용 소아마비 혼합 백신 

4) 홍역의 유행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부터 홍역 단독 백신을 접

종합니다. 

5)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 

6) 12-15개월에 접종하고, 4-6세에 추가 접종합니다. 

7) 14-16세부터 매 10년마다 접종합니다.(19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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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예방접종표입니다.

♣ 예방접종표는 일반 만삭아를 기준으로 정한 표입니다. 

   따라서 미숙아의 예방접종은 아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기간동안 하지 않습니다. 

                      

접종 시기는 퇴원 후 외래 진료시에 아기의 상태를 보며 의사 선

생님과 상의하셔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5. 5. 5. 5.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운동운동운동운동

� 운동의 목적

 미숙아들의 운동은 엄마의 태중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움직임과 

부족한 자세의 조절을 도와주며 중력에 대항하기 위한 근육 힘을 

키워줍니다. 또한 몸의 중심부로 팔과 다리를 모아줌으로써 안정성

과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전정기관

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엄마와 아기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부족한 피부접촉을 증진시켜줍니다.

� 운동의 방법

  *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지켜주세요。

 운동 시행 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기가 우유를 먹고 30-40분 

정도 지난 후 적당히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0~1주 B형 간염 1)1)1)1)

0~4주 BCG

2개월
B형 간염 2) 2) 2) 2) DTaP 3) 3) 3) 3) 

소아마비 4)4)4)4)

4개월 DTaP,소아마비

6개월  5)5)5)5) DTaP,소아마비

12~15개월 MMR  6)6)6)6)

18개월 DTaP

3세 일본뇌염 7)7)7)7)

4~6세 DTaP,소아마비,MMR

14~16세 성인용 Td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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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할 때 항상 아기의 상태를 관찰하며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기와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자, 우리 운동할까? 엄마가 팔을 올려줄게!" 혹은 “엉덩이를 들어

볼까?"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며 아기가 자기의 몸이 움직이는 것

을 느끼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나거나 아플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힘을 줄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해줍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

는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꼬옥 안아주는 것과 같은 아기가 좋아하

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팔운동

 한 손은 아기의 가슴에 한 손은 아기의 팔꿈치를 잡고 팔을 귀 쪽

으로 천천히 올려주며 귀 앞쪽까지 올려줍니다. 또한 동시에 어깨

관절에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과 관절의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 엉덩이 운동 

 두 손으로 엉덩이를 감싼 상태에서 엉덩이를 몸 쪽으로 올려줌으

로써 몸을 가운데로 모아줄 수 있고 엉덩이를 올린 상태에서 2-3

초 유지하는데 이로 인해 복근에 힘이 들어가며 척추근육의 이완을 

통한 몸통, 등 쪽 근육의 충분한 이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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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운동

 한 손은 반대쪽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몸 쪽으로 구부려줌으로써 미숙아에게서 볼 수 있는 다리의 

과도한 구부러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다리를 동시에, 혹은 

교대로 구부려줄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원활한 다리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보다 좋은 자세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보료 위에서 굴리기

 아기를 보료에 눕힌 후 머리를 약 15도 정도 올려준 상태에서 

좌, 우로 천천히  5-10회 씩 움직여줍니다. 

                       

� 몸통운동

 미숙아를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아기가 편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앞뒤로 몸을 굴려줍니다. 이는 몸

통의 이완을 유도하고, 중력이 직접 아기에게 작용하여 아기가 놀

라는 것을 막아주며, 몸을 가운데로 모아 자신의 몸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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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EEEddduuucccaaatttiiiooonnnaaalllMMMaaattteeerrriiiaaalllfffooorrrPPPaaarrreeennntttsssooofffIIInnnfffaaannntttssswwwiiittthhhBBBPPPDDD

Ma,HongIm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methodologicalstudyistodevelopeducationalmaterials
fortheparentsofinfantswithbronchopulmonarydysplasia(BPD).Theareas
inneedof teachingwereidentifiedbyreview ofliterature,interviewswith5
mothersofbabieswithBPD,and10nurseswithover3yearsofexperiences
workingattheneonatalintensivecareunit. Twomajorareaswereidentified:
careandtreatmentofBPDandhomecareofprematurebaby.
The draftofthe teaching materialwas reviewed by 1 neonatologist,2

faculty members atthe college ofnursing,and 1 nurse atthe neonatal
intensivecareunitforcontentreliability. Also,amotherofchildwithBPD
whohasahighschooldiplomareadtheteachingmaterialforthesentenceand
contentdifficulty.
Therevised finalteaching materialin thisthesiscan beused in many

hospitals treating the children with BPD. However,some procedures and
equipmentsmaybedifferentfrom theonesdescribed in thismaterial,so,a
minorrevisionmaybenecessary. Thiseducationalmaterialwillbeusefulnot
only forthenursesworking withparentsofbabieswithBPD,butwillbe
beneficialtonew nursesandstudentnurses. Itisalsosuggestedthatthe
nurses working with the parents and children with BPD need to develop
teachingprogramsutilizingvariousteachingmethods.

keywords:Bronchopulmonarydysplasia,parentteachingmaterial,preterm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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