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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하이드로겔 패드 부착방법의 냉각속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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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rapeutic hypothermia has been recommended as a standard treatment of cardiac arrest patients 

after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drop patient’s core body temperature below 

33.5oC. We compared the cooling rate of the conventional cooling method using cold saline bladder irrigation with 

the commercial hydrogel pad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patients.

  Methods: We collected data retrospectively from the Samsung Medical Center hypothermia database. The conven-

tional method group was cooled with IV infusion of 2,000 ml of 4oC cold saline and cold saline bladder irrigation. 

Patients in the hydrogel pad group had their body temperature lowered with the Artic Sun
Ⓡ

 after receiving 2,000 

ml of 4
o
C cold saline intravenously. The induction time was defined as time from cold saline infusion to the esoph-

ageal core temperature below 33.5oC. The esophageal temperature probe insertion to the target temperature time (ET 

to target BT time) was defined as the time from the esophageal probe insertion to the core temperature below 

33.5
o
C. We compared these times and cooling rate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Eighty one patients were enrolled. Fifty seven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hydrogel pad group and 24 

patients were in the conventional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of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The induction time of the conventional group (138 min., IQR 98－295)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hydrogel pad group (190 min., IQR 140－250). The ET to target BT time of the conventional group (106 min., 

IQR 68－249)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hydrogel pad group (163 min., IQR 108－222). The cooling rate of the 

conventional group (0.93
o
C/hr., IQR 0.58－2.08) was lower than that of the hydrogel pad group (1.05

o
C/hr., IQR 

0.74－1.96).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induction time, the ET to target BT time and the 

cooling rat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of the cooling rate of the hydrogel pad and conven-

tional method on the induction time of therapeutic hypothermia in Patients with OHCA. The conventional cooling 

method can be used as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o lower OHCA patient’s core body temperature during the 

induction phase of therapeutic hypother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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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 심정지 환자는 성공 인 심폐 소생술로 인해 자발

순환이 회복되더라도 산소성-허 성뇌손상으로 인한 사망

률  이환율이 매우 높다.[1,2] 치료  체온 요법은 최근 

자발순환 회복 후 의식수 이 혼수상태인 환자에서 신경학

 후를 개선하기 한 표 치료법으로 AHA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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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ssociation)와 ERC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에

서 권고되고 있다.[3,4] 체온 요법은 일반 으로 심체온

을 32－34°C로 유도하여 낮추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일반 으로 심정지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체온 유도가 생존율과 신경학  후에 좋을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3-5]

  체온 유도의 방법으로는 일반 으로 4°C의 차가운 생

리 식염수를 체 당 30 ml로 주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냉

각담요(cold blankets)나 냉각 매트리스(cold mattress)를 사용

하는 방법, 얼음 팩(ice packs)을 액와와서혜부에 는 방법, 

냉각 식염수를 통한  세척이나 방  세척 등이 통상 인 

보조  방법으로 사용된다.[3-5] 한, 체표에 부착하는 방

식으로 사용하는 하이드로겔 패드(hydrogel pad)와 심 

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내 카테터(endovascular cathe-

ter)가 체온 유도, 유지(maintenance), 재가온(rewarming)을 

해 상업 으로 시 되고 있다. 이  하이드로겔 패드를 

이용한 방법은 비침습 이며  내 카테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색 증 등의 합병증이 없다는 에서 많이 사용되

나 고가의 장비와 재료가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3,5,6]

  하지만, 이러한 체온 유도의 다양한 방법  냉각 효율

성의 우월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방법은 아직 없다. 몇몇 연

구에서 상업  하이드로겔 패드와  내 카테터 간의 

체온 유도의 냉각 효율성에 하여 연구되었으나, 그 상 

환자 수가 매우 거나 그 상 환자가 심정지 환자가 아

닌 경우가 있어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있다.[4,7] 한, 

최근  내 카테터와 얼음 팩 사용 등의 통상  보조  

방법 간의 체온 유도의 냉각 효율성에 하여 연구되었

으나, 각 군이 30명 이하의 비교  은 수의 환자를 상

으로 하 다.[8,9] 한편, 하이드로겔 패드와 통상  보조  

방법 간의 체온 유도의 냉각 효율성의 비교에 하여는 

아직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자들은 병원  심정지 환자 치료  체온요법 

유도에 있어 냉각 식염수 주입 후 보조  방법으로 시

인 하이드로겔 패드를 사용한 군과 냉각 매트리스, 얼음 

팩, 냉각 식염수를 통한 방  세척의 통상  보조  방법을 

사용 한 군간의 체온 유도 속도를 비교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본원 체

온요법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수집한 환자의 정보를 후향

으로 분석하 다.

1) 체온 요법 데이터 베이스 

　본원은 1년간 약 100 의 병원밖 심정지가 내원하며, 직

 내원 는 자발순환 후 원 된 환자 약 50 에서 체

온 요법을 시행한다. 체온 요법 데이터 베이스는 체온 

요법 시행 환자에 한 Utstein style에 따른 정보와 체온 

치료에 한 정보로 체온 유도 방법, 체온 치료의 시작 

시 (4°C 생리 식염수 주입 시   보조  방법 시작 시

), 기 고막 체온, 식도 체온계(esophageal temperature 

probe)의 삽입 시간  기 식도 체온에 의한 심 체온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체온요법

  자들은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서 자발 순환이 회복된 

직후 구두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심정지 상태로 본원에 직  내원한 환자와 자발 순환 후 

본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모두 상에 포함되었다. 체온 

요법의 제외 기 은 1) 출 성 쇽, 외상, 악성 종양의 진행 

는 패 증에 의한 심정지, 2) 심정지 에 기  여명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3) 기능  수행 척도(The functional per-

formance scale) 3  이하,[10] 4) 주요 수술(두부, 흉부, 복부 

는 ) 내 7일, 5) 자발 순환 회복 후 12시간이 경과한 

경우, 6) 심정지 시간이 추정이 불가능한 목격되지 않은 심

정지, 7) 뇌 산화 단층촬 에서 두개강 내 출 , 8) 임신

이었다. 

  체온 요법의 유도는 4°C의 생리 식염수(약 30 ml/kg)를 

30분간 정맥 주입하는 것으로 시작하 다. 식도 체온계가 

삽입된 이후에는 보조 인 방법을 추가 으로 사용하 다. 

추가 인 방법으로는 하이드로겔패드(Artic SunⓇ gel pad 

and temperature regulation system, Medivance, USA)를 일차

으로 사용하 고, 타 환자에게 이미 사용하는 경우 등 하이

드로겔 패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냉각 매트리스(Blanket 

rollⓇ, Cincinnati sub-zero product Inc, USA), 얼음 팩, 4°C 냉

각 식염수를 통한 방  세척의 통상  보조  방법을 사용 

하 다. 하이드로겔 패드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 다. 

체온 유도의 목표 체온은 심 체온(식도 체온)으로 33.5°C

이하 고, 이후 33 ± 0.5°C로 24시간 동안 유지하 다. 유지

기간 이후 하이드로겔 패드의 경우 시간당 0.15°C, 통상  

보조  방법의 경우 시간당 0.25°C 이하의 속도로 36.5°C까

지 재가온하 다. 한, 자발 순환 회복 후 72시간 동안은 

체온을 37.5°C 이하로 유지하 다. 

  체온 요법 동안 오한(shivering) 방지를 해 간헐 으로 

페치딘(pethidine, 25 mg; max.100 mg/day), 마그네슘(magne-

sium sulfate, 2 g iv,  마그네슘 농도가 3 mg/dl 이하인 

경우)을 정맥 투여하 다. 근이완제는 기 발생하는 경련

을 감출 가능성 때문에 원칙 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체온 요법 유도 시 함께 뇌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 율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 다. 

  체온 요법 동안 역학  안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심 정맥압(Central venous pressure, CVP) ≥ 8－12 mmHg,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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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the time variables in the therapeutic hypothermia. ETP: esophageal temperature prob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BT: body temperature.

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 ≥ 75 mmHg, 말  

액 산소 포화도(Peripheral oxygen saturation, SaO2) ＞ 94%, 

동맥내 이산화탄소 분압(PaCO2) ＞ 40 mmHg, ＜ 50 mmHg. 

역학  안정을 해 일차 승압제로는 도 민(Dopamine, 

10 μg/kg/min으로 시작; 최  30 μg/kg/min)을 사용하 고, 

이차 승압제로는 노르에피네 린(Norepinephrine, 5 μg/min

으로 시작; 최  200 μg/min)을 사용하 다. 이후 바소

신(vasopressin)의 사용이나 IABP (Intra-aortic balloon pum-

ping) 는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de-

vice)의 사용은 담당의의 단에 따랐다. 

3) 자료 수집  분석 

  연구 기간 동안 본원 체온 요법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

된 병원 밖 심정지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병원 내 심정

지 환자의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 고, 체온 유도 시 근

이완제를 사용한 경우 체온 유도에 향을  수 있으므

로 제외하 다. 같은 이유로 체온 유도 시 ECMO를 사용

한 경우도 제외하 다. 한, 식도 체온계를 삽입한 시 에

서 심 체온이 33.5°C 이하인 경우도 제외하 다.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환자의 기본 정보  심정지 정보, 

체온 유도시의 GCS (Glasgow Coma Score)를 제외한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각 장

기부  비율(Organ failure rate)을 취합하 다. 장기부 은 

각 장기의 SOFA 수가 2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다.[11] 

한, 체온 유도에 한 정보, 환자 후에 한 정보를 

취합하 다. 본 연구에 있어 몇몇 시간 변수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 류 시간(No flow time)”; 심정지 후 심폐

소생술이 시작된 시 까지의 시간, “ 류 시간(Low flow 

time)”; 심정지 동안 흉부압박을 시행한 시간으로 기본심폐

소생술 시간과 문심폐소생술 시간이 모두 포함, “ 기 고

막 체온(Initial tympanic temperature)”; 체온 요법 유도시작 

시 (4°C의 생리 식염수 주입시 )의 고막 체온. “유도시간

(Induction time; Cold saline infusion to target temperature 

time)”; 4°C 냉각 식염수주입부터 심 체온이 33.5°C 이하

가 된 시간. “보조  방법 유도시간(Esophageal temperature 

probe insertion to target temperature time)”; 식도 체온계 삽입

(보조  방법 시작)부터 심 체온이 33.5°C 이하가 된 시

간(Fig. 1). 환자 후에 한 정보는 심정지 후 1개월의 생

존 여부와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CPC) 수를 사용

하 다.[10]

  자들은 보조  방법에 따라 하이드로겔 패드를 사용한 

하이드로겔패드군과 통상  보조  방법을 사용한 통상  

유도군으로 분류하여 체온 유도의 시간  체온 하강 속

도를 비교하 다. 한, 양 군간의 기본 정보  심정지 정

보, 후의 차이를 비교하 다. 통계  방법으로는 명목 변

수의 경우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 고, 명

목 변수의 개수와 백분율로 표시하 으며, 연속 변수의 경

우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고 t 검

정(t test)를 사용하 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 앙값

(IQR, interquartile range)으로 표시하고 콕슨 순  검정

(Wilcoxon rank-sum)을 사용하 다. 통계 로그램으로는 

STATA 11.0 (StataCorp, Texas, USA)을 사용하 다. 본 연구

는 본원 임상시험윤리 원회의 승인(IRB file no. 2012-06- 

051)을 받았다. 



정가  외 10인：Effect of Hydrogel Pad and Conventional Method on Therapeutic Hypothermia  221

Hydrogel Pad group (n = 57) Conventional group (n = 24) p value

Initial body temperature (Tympanic (°C)) 35.9 ± 1.2 35.3 ± 1.32 0.04

Induction time (IQR) (min) 190 (140－250) 138 (98－295) 0.41

Core body temperature (Esophageal (°C)) 36.5 ± 1.3 35.9 ± 1.21 0.06

Esophageal temperature probe insertion to target temperature

 time (IQR) (min)

163 (108－222) 106 (68－249) 0.40

Cooling rate (IQR)(°C/hr)  1.05 (0.74－1.96)   0.93 (0.58－2.08) 0.43

Table 2. Body Temperature, Induc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Both Groups 

Hydrogel Pad 

group (n = 57)

Conventional 

group (n = 24)
p value

Age   50.7 ± 17.6   53.9 ± 16.2 0.44

Gender Male (%)    34 (59.6)    15 (62.5) 0.81

Weight (kg)   61.7 ± 11.4   63.8 ± 12.7 0.46

Height (cm)  164.9 ± 8.1  166.7 ± 9.2 0.39

Arrest cause (%) 0.64

  Cardiac    39 (68.4)    15 (62.5)

  Respiratory    17 (29.8)     9 (37.5)

  Other     1 (1.75)     0 (0)

Bystander CPR (%)    17 (29.8)     9 (37.5) 0.49

  AED apply (%)    34 (59.6)    21 (87.5) 0.01

  AED shock (%)    20 (35.1)    13 (57.2) 0.11

No-flow time (min)   10.6 ± 9.4    9.2 ± 9.6 0.57

Low-flow time (min)   24.0 ± 15.7   23.1 ± 14.6 0.81

  BLS time (min)   11.3 ± 8.7   12.0 ± 8.3 0.73

  ACLS time (min)   12.7 ± 13.8   11.1 ± 13.0 0.63

Initial rhythms (%) 0.50

  VF    23 (40.4)    12 (50.0)

  PEA    22 (38.6)     6 (25.0)

  Asystole    12 (21.1)     6 (25.0)

Organ failure rate*

  Heart (%)    34 (59.6)    19 (79.2) 0.09

  Liver (%)     0 (0.0)     1 (4.2) 0.12

  Lung (%)    35 (61.4)    14 (58.3) 0.79

  Kidney (%)     6 (10.5)     3 (12.5) 0.79

  Coagulation (%)     2 (3.9)     2 (9.1) 0.37

SOPA score (IQR)     5 (3－7)     6 (4－7) 0.51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No-flow time: from col-

lapse to chest compression time; Low-flow time: BLS time + 

ACLS time; SOP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except GCS (Glasgow Coma Score) at hypothermia induction; 

*The respective organ failure as the each SOP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were more than 2 at hypothermia 

induction.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Both Groups

Hydrogel Pad 

group (n = 57)

Conventional 

group (n = 24)
p value

 CPC score at 1 month (%) 0.95

   1 or 2 21 (36.8) 11 (45.8)

   3  8 (14.0)  3 (12.5)

   4 11 (19.3)  4 (16.7)

   5 17 (29.8)  6 (25.0)

 Survival at 1 month 

(%)
40 (70.2) 18 (75.0) 0.66

CP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Table 3. Survival and Neurologic Outcomes of Both Groups

결      과

  연구기간 동안 107명의 환자에서 체온 요법이 시행되

었다. 이  병원 내 심정지 환자 15명, 기 체온이 33.5°C

이하인 환자 1명, ECMO를 사용한 7명, 체온 유도 시 근

이완제를 사용한 3명을 제외한 81명이 연구 상에 포함되

었다. 이  57명은 하이드로겔패드군이었고, 24명은 통상  

유도군이었다. 양 군간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양군 

간 나이, 성별, 체 , 키 등의 인구학  변수의 차이는 없었

고, 심정지의 원인,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유무, 무 류 시

간, 류 시간, 기 심 도 리듬 등 심정지 변수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빈도는 통상  

유도군에서 87.5%로 하이드로겔 패드군 59.6%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나 자동제세동기에 의한 쇽의 유무는 통상  유

도군에서 57.2%, 하이드로겔 패드군 35.1%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 고막 체온은 하이드로겔패드군이 35.9 ± 1.2°C로 통

상  유도군 35.3 ± 1.3°C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보조  

방법이 사용된 시 에서의 심체온은 하이드로겔 패드군 

36.5 ± 1.3°C, 통상  유도군 35.9 ± 1.2°C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도시간은 하이드로겔패드군이 190분(IQR 140－

250), 통상  유도군이 106분(IQR 68－249), 보조  방법 유

도시간은 하이드로겔패드군이 163분(108－222), 통상  유도

군인 106분(IQR 63－249)으로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체온 하 속도는 하이드로겔패드군에서 1.05 (IQR 0.74

－1.96)°C/hr, 통상  유도군에서 0.93 (IQR 0.58－2.08)°C/hr

으로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1개월 후의 생존률  CPC 수는 하이드로겔패드군과 통

상  유도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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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심정지 환자에 있어 체온 요법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 체온 요법의 유도 과정에서 가장 효율

인 방법에 하여는 논란이 많다. AHA나 ERC지침에서는 

체온 유도에 있어 가장 먼  냉각 생리 식염수 주입 등

의 통상 인 방법을 권유하고 있으며, 시  인 하이드로

겔 패드나 내 카테터를 단독 혹은 보조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다.[3,4,12] 하지만, 냉각 속도에 있

어 가장 효율 인 체온 유도 방법에 하여는 명확한 답

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고 있

다.[3,4]

  냉각 생리 식염수 주입에 의한 체온 유도는 4°C의 생

리 식염수(약 30 ml/kg)를 30분간 정맥 주입하는 것으로 비

교  간단하고 비용이 게 든다는 장 이 있다. 몇몇 연구

에서 냉각 생리 식염수 주입의 효용성이 입증 되었

다.[2,13,14] 심정지 도 이나 자발 순환 회복 이후 즉각 인 

냉각 식염수 정맥 투입이 된 경우 부분 3시간 이내 목표 

체온으로 체온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하지만, 냉각 식염수 정맥 주입은 그 한계가 있고, 체온 

유도의 시작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에서 다른 보조 인 체온 냉각 방법이 필요하다. 보조 인 

냉각 방법으로는 냉각 매트리스, 얼음주머니, 냉각 방  세

척 등의 통상 인 방법과 상업 으로 시 되고 있는 하이

드로겔 패드,  내 카테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9,12]

  이에 자들은 치료  체온 요법의 유도 과정에서 냉

각 생리 식염수 정맥 주입 이후 보조  방법으로 냉각 매

트리스, 얼음 주머니와 냉각 식염수의 방  세척을 이용한 

통상  방법과 시  인 하이드로겔 패드의 효율성을 비

교하 고, 보조 인 방법으로 통상 인 냉각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하이드로겔 패드를 사용한 경우 체온 유도 시간

이나 냉각 속도에서 검정력은 약하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냉각 매트리스를 사용할 경우 체온 

유도까지 약 8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냉각 매트리

스 단독으로의 냉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6-8] 하지만, 본 연구의 통상  유도군의 경우 평

균값 149분, 앙값 138분으로 냉각 매트리스에 냉각 생리 

식염수 주입, 얼음주머니, 냉각 식염수 방  세척을 추가

으로 사용할 경우 비교  좋은 냉각 효율성을 보 다. 

  하이드로겔 패드 단독으로 사용한 체온 유도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 심체온이 35.3°C로 시작한 경우 목표 

체온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7] 한, 하이드로겔 패드에 의한 체온 하 속도는 시

간당 약 1°C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겔 

패드 군의 경우 목표체온까지의 시간은 163분으로 기존 연

구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기 

심체온이 36.5°C로 비교  높은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냉각 속도는 시간당 1.05°C으로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체온 유도에 있어 냉각 식염수와 하

이드로겔 패드를 함께 사용하 기 때문에 더 빠른 냉각 속

도를 보일 것으로 상되었으나, 심체온 측정을 한 식

도 체온계가 삽입된 시 에는 부분의 환자에 있어 냉각 

식염수 주입이 완료된 상태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이드로겔 패드 방법은 고가의 장비  200만원 상당의 

일회용 패드가 필요하나, 이에 비해 통상 인 방법은 기존

의 장비로 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통상

인 냉각 방법의 단 은 과도한 냉각의 가능성이다. 과도

한 냉각은 부정맥 등의 합병증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17,18]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통상  유도군에서 

과도한 냉각으로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가 일례 있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통계 인 검정력은 미

약하나 통상 인 방법이 하이드로겔 패드와 냉각 효율성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면 통상 인 냉각 방

법이 과도한 냉각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비용 인 면이나 

냉각 속도 면에서 효율 인 체온 유도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토 로 후향 으로 분석한 연구로 양군간의 배정이 

무작 로 시행되지 않은 이다. 하지만, 양군간의 인구학

 변수, 심정지 변수, 체온 요법 시작 시의 SOFA 수

에는 양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둘째로 본 연구는 단일 기

에서 시행한 연구로 작은 규모의 연구인 이다. 다른 연

구와 비교할 때 그 연구규모가 상 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양군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자

료로 분석한다면 양 군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각 

군 60여명 이상의 상이 필요하며, 동질성 확인을 해서

는 더 많은 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는 통상

인 냉각 방법과 하이드로겔 패드의 냉각 효율성에 하

여 분석하 으나, 재가온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군간의 로

토콜이 차이(통상군의 경우 시간당 0.25°C, 하이드로겔 패드

의 경우 시간당 0.15°C로 재가온)가 있어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가온의 방법이 환자 후에 미치는 향에 하

여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향후 재가온의 효율성에 하

여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단일 기  연구로자체

으로 마련한 로토콜에 따라 치료  체온 요법을 진행

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향 인 

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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