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세요...

자녀의 체온 재기
아기가 아플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아마도 "아기의 체온이 얼마이고, 어떻게
측정했죠?"일 것입니다. 체온계와 체온 측정 방법이 다양하므로 연령별로 적합한
추천사항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체온계가 보통 유용합니다. 디지털 체온계는 정확성, 신속성, 용이성,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며 또한 엉덩이(항문), 입(구강), 겨드랑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항문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체온계는 다른 신체 부위
측정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 미만의 아기
항문을 이용한 측정이 가장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아기가 3개월 미만이고 체온이
100.4°F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의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이 나이의 아기가 열이 날
때에는 감염 또는 질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문을 이용한 측정법: 체온계를 씻은 다음, 찬물로 헹굽니다. 끝 부분에 바셀린을
바르십시오. 아기를 바로 눕혀 무릎을 구부리거나, 엎드려 눕힙니다. 아기가 가만히
있도록 붙잡고 항문으로 1/2-1인치 깊이로 체온계를 삽입합니다. 체온계에서 삑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 빼내어 체온을 읽습니다.
4세 미만의 어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나이 아이들은 항문을 통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겨드랑이를 통한 측정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겨드랑이를 이용하면 항문에 비해 체온이 2도까지도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이용한 측정법: 아이의 상의를 벗깁니다. 겨드랑이가 건조한지 확인하세요.
겨드랑이 사이에 체온계의 뾰족한 끝을 댑니다. 아이의 팔을 내려 겨드랑이에
밀착시킵니다. 체온계에서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 빼내어 체온을 읽습니다.
4세 이상의 어린이
이 나이 또래의 어린이들은 구강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체온을 측정하면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측정치가 나올 때까지 아이가 가만히 체온계를 물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강을 이용한 측정법: 체온계를 씻은 다음, 찬물로 헹굽니다. 체온계의 뾰족한 끝을
아이의 혀뿌리 밑에 넣습니다. 체온계에서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입을 다물게 하고 기다린
후 빼내어 체온을 읽습니다.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자녀의 체온을 재는 기타 방법
• 귀 체온계도 빠르고 편안하게 측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이마 체온계는 아이의 이마에 체온계를 훑고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측정치의
신뢰도는 높을 수 있지만,가격이 비쌉니다.
• 열 스트립과 노리개 젖꼭지 체온계는 미국소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본 정보는 베이비센터(BabyCenter)가 수정 및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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