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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이이이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상상상태태태와와와 행행행동동동적적적 상상상태태태,,,재재재원원원 일일일수수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는 위관 수유중인 미숙아에게 제공된 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의 생리
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 그리고 재원 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도
된 유사 실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사전 사후 실험 설계이다.대상자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 기간 28주 이상 37주 미만으로 출생하여 위관수유를 진행하는 미숙
아로 실험군 32명,대조군 32명 총 64명이었다.
실험 처치로는 실험군에는 일상적인 위관수유간호와 더불어 매 위관 수유 과

정 중 2분씩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하였고,대조군에는 일상적인 위관수유간호만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수유시,1일 2회 이루어졌으며 위
관 수유 중인 미숙아가 구강 수유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까지 최대 14일간 진행되
었다.두 군 모두 위관 수유 전에 2분 동안 심박동수,산소 포화도,행동 상태를
측정하였고,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수유 중과 수유가 끝난 후 2분 동안에도 같
은 변수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PC 10.0forwindow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 test, 이원분산분석(2-way ANOVA),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동수의 변화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4).실험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중 약간 낮아졌다가 수유 후에도 완만히 유
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대조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전 실험군에 비해서 약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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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수유 중 급격히 높아졌다가 수유 후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2)실험군과 대조군의 산소포화도의 변화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실험군의 산소포화도는 수유 중에 높아졌으며 수유 후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대조군의 산소포화도는 수유 중에 낮아졌으며 수유 후에
는 약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3)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구토한 횟수가 적고(p=.004),위관 수유 중 위내
잔량의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이러한 차이는 출생시 체중이 1500g
미만인 미숙아에게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4)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적 상태는 수유 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p=.660),수
유 중,수유 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p=.000).수유 중 실험군은 “조용히 깨어있음”의 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대
조군은 “보챔・울음”의 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수유 후 실험군은 “수면”상
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대조군은 “보챔・울음”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5)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위관 수유 시작 시기가 늦었으나(p=.001),구강
수유 시작 시기,완전 구강 수유 시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458,p=.403).이러한 차이는 출생시 체중이 1500g미만인 미숙아에게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6)실험군의 재원 일수는 평균 21.88일로 대조군의 재원 일수 23.75일보다 2일
이 단축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위관 수유 중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서 수유 중 심박동수는 낮았고 산소포화도는 높았으며 수유 과정의 진전이 빨
랐다고 할 수 있겠다.또한,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수유 중 조용한 각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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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많이 관찰되었고,수유 후에는 수면 상태를 보였다.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서 위관 수유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 수유 시기와 완전 구강 수유
시기에는 차이가 없었다.결론적으로,비영양 흡철의 제공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
태,행동적 상태,재원 일수에 매우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특히, 극소 저출생 체중
아에게 더욱 효과적이었다.따라서,위관수유를 하는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간호 중재로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미숙아,비영양성 흡철,생리적 상태,행동적 상태,재원일수,극소
저출생 체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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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1980년 이후 신생아학의 발달과 신생아중환자실 중심의 관리는 미숙아 및 저
출생 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미숙아의 장기적인 건강 문
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출생 초기 생명의 위협으로 벗어난 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게 있어서 부모와 의료인의 가장 큰 관심은 수유와 관련
된 문제와 병원에 얼마 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Ernst
등,1989;Pridham 등,2004).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는 Anderson 등

(1990)이 말한 수유 이행 단계를 따라 수유가 진행된다.첫째,금식을 하면서 수액
요법을 하는 단계,둘째,수액요법과 위관 수유를 하는 단계,셋째,위관 수유를
하는 단계,넷째,위관 수유와 더불어 구강 수유를 하는 단계,다섯째,구강 수유
만을 하는 단계로 이 중 위관 수유를 하는 미숙아가 구강 수유로 이행하는 것은
퇴원 결정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된다.그러나,미숙아가 구강 수유를 시도했을
때 생리적인 상태 및 행동적인 상태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구
강 수유로의 이행이 쉽지 않다(Thoyre와 Carlson,2003).
미숙아의 구강 수유를 위한 근육 발달과 행동 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빠

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적절히 삼켜야 하며 또한 그러한 근육활동을 조정하는 동
시에 숨을 쉬어야 한다.가장 본능적인 행위인 흡철(sucking)반응은 미숙아에게는
잘 발달되지 않거나 혹은 연하 반응이나 호흡과 조절되지 않는다.따라서,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를 대상으로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를 보다 안정시키고 구
강 수유 시기를 앞당기며 나아가 재원 일수를 단축시키는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하겠다.
Anderson(1975)이 미숙아의 구강 수유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간호 중재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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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급을 하지 않는 상태의 빈 젖꼭지를 물려줌으로써 흡철 반응을 강화시킨다
는 연구를 진행한 이래로 국내 외 학자들에 의해서 비영양성 흡철(nonnutritive
sucking:NNS)의 제공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 그리고 재원 일수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박호란,1994;박호란,박선남,
2001;신희선,1998;Anderson 등,1983;DiPietro 등,1994;Engebretson과
Wardell,1997;Hafstrom과 Kjellmer,2000;Mathew 등,1992;McCain,1992;
McCain,1995;McCain등,2001;McCain과 Gartside,2002;Pickler,1992),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지지되거나 혹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의 단계별 생리적 반응과 행동적 상태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또한,대다수 선행 연구들이
소수의 대상자에게 일회적인 실험 처치를 제공하는데 국한되어 있어서 구강 수유
의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는 측면과 재원 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관 수유를 진행 중인 건강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비영

양성 흡철의 제공이 수유 단계별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 그리고 재원 일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의 재원 일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4.극소 저출생 체중아에 대한 비영양성 흡철의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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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
아보다 수유 중 심박동수가 안정될 것이다.

제 2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
아 보다 수유 중 산소포화도가 높을 것이다.

제 3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
아 보다 입원기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4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
아 보다 수유 불내성이 낮을 것이다.

제 5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와 그렇지 않은 미숙
아는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행동적 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6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
아 보다 구강 수유 시작 시기 및 완전 구강 수유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제 7가설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
아보다 재원 일수가 짧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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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미숙아
WHO의 정의에 따라서 미숙아(prematureinfant)또는 조산아(preterm infant)

란 출생시 체중에 상관없이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 혹은 최종 월경일에서 259일
미만에 출생한 경우를 말한다(홍창의,1997).신생아의 재태 연령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Ballard 등(1979)이 DubowitzNeurologicExam(Dubowitz등,1970)을
축약형 도구로 표준화한 Ballardscore가 있는데,7가지 육체적 성숙 지표와 6가지
신경근육의 성숙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대한신생아학회(2003)에서는 새로운
BallardScore라는 명칭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는 최종 월경일 기준 259일,재태 연령 37주 미만에 출생한

경우로 출생 24시간 이내 새로운 BallardScore(대한신생아학회,2003)로 재태 연
령이 확인된 대상자를 말한다.

2)극소 저출생 체중아
극소 저출생 체중아(VLBWI:verylow birthweightinfant)는 출생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로(홍창의,1997),뇌성 마비,정신 지체,시각 장애,청각 장애
등 주요 신경감각 장애 및 행동 장애의 발생률이 높아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배종우,2002;Bennett,1990).

3)비영양성 흡철
비영양성 흡철(nonnutritivesucking:NNS)은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젖꼭지를 단순히 물고 있지 않고 반복적으로 입을 벌려서 빠는 행위를 의미한다
(Wolff,1968).비영양성 흡철에 사용되는 젖꼭지는 크기가 크고 길이가 길수록 미
주 신경을 자극하며 구역 반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가능한 작고 짧은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nderson등,1990;Engebretson과 Wardell,1997).또한,
흡철시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젖꼭지에 주사기 내관(Anderson 등,1983;



- 5 -

Engebretson과 Wardell,1997)이나 기구(Medoff-cooper와 Gennaro,1996)를 넣어
압축시키거나 혹은 거즈를 채워 넣어 사용한다(신희선,1998).
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은 연구 현장에서 사용하는 젖꼭지 중 크기가 가장

작고 길이가 가장 짧은 미숙아용 젖꼭지(Johnson,USA)에 거즈를 채워서 입에 고
정시켜서 빨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생리적 상태
생리적 상태는 인간과 환경간 역동적인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과정으로

어떤 힘이나 자극에 의해서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최명애 등,1995;
Schmidt와 Thews,1983).
본 연구에서 생리적 상태는 심박동수,산소포화도,체중,수유 불내성(feeding

intolerance,구토 및 위내 잔량의 횟수)을 의미한다.

5)행동적 상태
신생아의 행동적 상태는 수면에서 울음까지의 생리적‧행동적 유형의 범주를

의미하며(Anderson등,1990),초기 뇌기능의 표현인 동시에 의사소통의 주요 경
로가 된다(Als,1982).

본 연구에서 행동적 상태는 AndersonBehavioralStateScale(1990)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이 도구는 조용한 수면 상태에서 심한 울음까지 12단계로 분류한
것으로 이를 다시 수면,조용히 깨어있음,보챔・울음의 3가지 상태로 재분류하여
사용된다.Anderson등(1990)의 연구에서 도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r=.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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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AAA...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수수수유유유

출생 초기 미숙아는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문제와 위장관 미숙으로 인하여 주
로 수액 요법에 의존하게 된다.박호란과 문영임(1996)은 3년간 3개 종합 병원의
임상 기록을 조사한 결과 1500g미만 미숙아 중 86.3%가 수액요법을 짧게는 1일
에서 길게는 127일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50%이상 미숙아가 4주 이상 수액 요
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식 중이던 미숙아에게 있어서 위관 수유를 고려하
는 시기는 호흡이 안정되어 최소한의 호흡 보조만을 필요로 하고 기관 삽관이나
제대 동맥 도관을 제거한지 24시간 지났고,위장관 출혈이나 복부 팽만이 없고,
장음이 청진되며,심폐 호흡기계와 혈액학적 소견상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고려
된다(박은애,2004).
미숙아에게 있어서 위관 수유(gavagefeeding)는 효과적인 흡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하와 흡철,호흡의 협응이 안되는 특히 체중이 1500g미만이거나 32주
미만 미숙아에게 추천된다.또한 체중이나 교정 연령이 많을지라도 수유 중 아기
가 지나치게 피로하거나 불안정하며 청색증을 나타날 때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고려된다(김미예 등,2004;박영애,1985).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위관 수유
에 대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전체 신생아 중 5% 미만에서 의학적인 문제 때문
에 위관 수유를 시행하고 있으며(Chan과 Ferraro,1991;Symmington등,1995),
국내의 몇몇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박호란과 문영임(1996)의 연구에서는 1500g
미만 미숙아 중 28.7%에게 위관 수유를 실시하고 있다.
Shiao등(1995)은 신생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위관 수유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구위관과 비위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유치 여부 및 유치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박호란과 문영임(1996)의 연구에서 1500g미만
미숙아 중 28.7%에게 위관 수유를 실시했으며,시작 시기는 출생 1일부터 출생 49



- 7 -

일로 그 중 절반가량이 1주 이내부터 위관 수유가 이루어졌다.위관 수유의 지속
기간은 1주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29.7%),4주 이후까지 10% ~20% 이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구강 수유의 시작 시기는 출생 1일 ~1주 이내(38.3%)에서부터 4
주 ~12주(25.2%)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강 수유를 시작하는
시기의 체중은 1400~1500g(25.4%)이 가장 많았다.
미숙아에게 짧게는 1일 이내 길게는 12주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위관 수유는

구강 수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적인 수유 형태로 삽입과정 및 수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일례로,위관 삽입시 인두 및 후두
의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고 후두의 화학 수용기를 자극하여 무호흡과 서맥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또한,위관의 유치는 호흡시 공기 유입을 방해하고 폐활량과
기능적 잔기량을 감소시켜 저산소증에 기여하고 장차 구강 수유시 요구되는 호흡
형태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서 흡인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아울
러,구내 불쾌감이 증진하고 인두,후두,식도의 공간을 감소시켜서 흡철 반응에
사용되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흡철의 강도를 감소시키며 연하 곤란을 가져와
결국 구강 수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위관 수유 자체가 복부
팽만,설사,오심 구토,장음의 감소와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구강 수유로 이행되어야 한다(이여진과 김주희,1997;Shiao등,1995;
Shiao,1997).Shiao등(1995)은 위관이 유치된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폐
활량과 수유시 산소 포화도,수유시 맥박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관 수유가 극
소 저출생 체중아의 생리적 상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서 세심
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구강 수유로의 이행이 요구된다
고 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는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구강 수유를 결정하는

자료 수집과 영양 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기관마다 다소 다르지
만 구강 수유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34주 이상의 재태 연령,1400~1500g
의 체중,안정된 생리적 상태(피부색깔,심박동수,산소포화도와 무호흡의 유무,수
유 불내성),안정된 행동적 상태(흡철의 강도,연하의 능력,수유 중 각성 상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수유 중 미숙아를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해 볼



- 8 -

때 비정상적이면 아기가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미예
등,2004;Siddell과 Froman,1994).
Pickler등(1992)은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경우 위내 잔량이 감소한다고 하였

고,신희선(1998)은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경우 총 수유량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그러나,McCain(1995)의 연구에서는 수유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와 같이 미숙아의 위관 수유 방법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서서히 시작되
며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삽입 과정 및 유치로 인하여 생리적 건강 문제를
가져오며 흡철 반응을 약화시키고 연하곤란과 호흡에 영향을 가져와 구강 수유로
의 이행를 방해하기도 한다.따라서,정상 반사인 흡철 반응을 강화시키고 수유
불내성을 낮추는 간호 중재의 적용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BBB...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흡흡흡철철철 반반반응응응

흡철 반응은 자궁 내에서부터 시작되는 행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과 운동
중추 신경계의 기능이 통합되고 지속적인 리듬을 가진 형태로 조직화된다.재태 7~
8주에 입을 벌리는 행동이 관찰되고,13주에 혀를 내미는 행동이 관찰되고,15주에
는 흡철 반응이 관찰된다.또한,12~14주에는 양수를 삼키는 동작이 관찰되고,10
주에는 태아가 숨쉬는 모습이 관찰된다(Wolff,1968).
각 행동이 출생 이전에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성공적인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재태 연령 28주에 흡철 반응과 연하
반응이 나타나고(Medoff-cooper와 Gennaro,1996),32~34주에 조절되기 시작하
여 37주에 이르러 호흡과 협응하기 시작한다(McCain등,2001;Medoff-cooper등,
2001).
흡철 반응은 1800년대 생리학자인 Basch(1893)와 VonPfaundler(1899)에 의해

서 처음 연구된 이래로 간호학적 ‧의학적 관심 대상이 되어왔는데,Williams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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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과 Gewirtz와 Pelaez-Nogueras(1992)는 흡철 반응이 훈련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자인 Anderson은 수유 중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에 관하여 선구자적인

연구자로서 행동적 상태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미숙아의 흡철 반응은 생
후 첫날부터 일주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달한다(Mizuno & Ueda, 2001).
Burroughs등(1978)은 10명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흡철 반응의 강도,기간,속도를
사정한 결과 출생시에는 흡철 반응이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철 반응
도 증진되었다.Anderson등(1990)은 구강 수유에 대한 미숙아의 준비 정도를 사
정하기위해서 흡철 압력을 측정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흡철 반응과 관련된 간호학 연구들은 미숙아의 신경행동적 발달 사정

(Medoff-Cooper와 Gennaro,1996),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능력(Mathew 등,1992;
Medoff-Cooper등,1989),비영양성 흡철과 미숙아의 생리적 반응,행동적 반응,
수유 형태(Gill등,1988;McCain,1992)들이었다.
미숙아의 성숙과 발달의 측면에서 흡철 반응을 고려하게 된 것은 최근 10여년

으로,미숙아가 성숙될수록 흡철 빈도도 높아지고,흡철 강도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edoff-Cooper등(1989)은 만삭아 42명과 조정나이 30.9주의 미숙아 44
명의 흡철 반응을 비교한 결과,미숙아의 흡철 반응이 만삭아와 다르다고 하였다.
Medoff-Cooper등(1993)은 재태 연령 30주 미숙아의 흡철 반응을 3주간 조사한
결과,출생시 재태 연령은 다르나 교정 연령은 같은 미숙아는 흡철 반응이 다르다
고 하였다.재태 연령 32주 미만으로 교정 연령 34~35주 미숙아는 34주 ~35주
에 출생한 미숙아에 비해서 흡철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재태 연령
36주의 미숙아와 재태 연령은 어렸지만 조정나이 36주에 이른 미숙아 간에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ton과 Stevens(1996)는 재태 연령과 조정나이를
다룬 연구에서 재태 연령이 어린 미숙아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반응이 뚜렷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교정 연령이 유사한 미숙아의 경우,재태 연령이
높을수록 성숙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등(1983)은 미숙아 대
상 연구에서 흡철의 강도가 재태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시 체중이 많을수록 강해
진다고 하였다.Mathew 등(1992)의 연구에서 저출생 체중아가 만삭아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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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철의 강도가 현저히 낮았고 기간도 짧다고 하였다.Shiao등(1995)은 생리적으로
취약한 극소 저출생 체중아가 위관 수유에서 구강 수유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흡철 반응을 강화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미숙아의 흡철 반응은 신경 행동학적 발달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성숙함에 따라서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신경학적 성숙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흡철 반응은 지속적
인 행위로 훈련되어질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양성 흡철 제공과 관련된 미
숙아의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CCC...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상상상태태태

미숙아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은 교정 연령,조유식 종류,출생시 체중,5분 아
프가 점수로 재원기간 동안 미숙아 성장률의 46%를 설명해준다고 하였다.출생시
체중이 낮은 미숙아일수록 체중 소실이 많고 소실된 체중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Huysman등,2003).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간호 및 의료 행위는 미숙아의 생리적인 상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하여 중재를 많이 경험할수록 잦은 산소포화도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Cheng과 Williams,1988).Norris등(1981)은 기계적 환기를 경험하는 미숙아
를 대상으로 기관지 흡인,체위변경,발뒤꿈치 천자를 시행했을때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하였다.이 밖에도,물리 치료를 받은 미숙아는 산소포화도
가 감소하고 혈압과 두개내압이 상승한다(Cheng과 Williams,1988;Evans,1991;
Peters,2001).목욕을 하는 도중 미숙아는 심박동수와 혈압 및 두개내압이 상승하
고 산소 포화도가 감소한다(Peters,2001).또한,체중재기,테이프 제거,체위변경
같은 자주 시행되는 간호 중재도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배영순,1989;Evans,1991;Peters,2001).
특히,수유로 인한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변화는 만삭아에 비해서 더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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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오래 지속된다.Medoff-Cooper등(1993)은 수유 중인 미숙아와 만삭아의 심
박동수를 측정 비교한 결과 Medoff-Cooper등(1993)은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서
흡철 반응 동안 심박동수는 현저히 증가하였다.수유 중인 미숙아의 심박동수의
변화 양상은 만삭아와 달랐으며,수유가 끝난 후에는 만삭아의 심박동수는 수유
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었고,미숙아는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높은 심박동수는 불안정한 생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미숙아가 만삭아보

다 취약한 상태임으로 표현한다.Medoff-Cooper등(1993)의 연구에서 비교적 흡철
반응이 부족한 미숙아와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심박동수가 177~187bpm으로 만
삭아의 150~160bpm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철 반응을 강화시키고자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했을때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Cohen등(2000)은 수유 전 비영양
성 흡철을 제공한 군이 제공 받지 않은 군 보다 심박동수가 현저히 높다고 하였
다.이러한 연구 결과와 달리,McCain(1992)의 연구에서는 27~33주 미숙아 중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군이 여타의 다른 촉각 자극을 제공한 군 보다 수유 후
심박동수가 감소하였다.그러나,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 심박동수에 미치는 영향
은 McCain(1995)의 연구,신희선(1998)의 연구,Pickler등(1992)의 연구에서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는 미숙아의 혈중 산소포화도 감소에 기여한다(Thoyre와 Carlson,2003).

Meier(1988)는 수유 중 미숙아의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수유가 끝났을
때 서서히 회복되었으며,휴식기에 평형 상태(plateau)를 보이다가 수유가 끝날 무
렵과 수유 후 10분 동안 서서히 감소하였다.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과 산소 포화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Burroughs등(1978)은 인공호흡을 하는 신생아와 하지 않는 신생아를 대상
으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했을 때 두 집단 모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며 실험
처치 이후에도 이 효과는 지속된다고 하였다.Gill등(1988)은 비영양성 흡철이 신
생아가 행위 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이러한 근거로 조정나이 32주
에서 35주의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했을 때 경피적 산소 포화도가 높
아진 몇몇 연구를 제시하였다.무작위화된 교차 연구에서 Pickler등(1992)은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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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게 구강 수유를 하기 전에 비영양성 흡철을 2분간 제공하였을 때 수유 전에
비해서 수유 후 산소 포화도가 높아졌다.그러나,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
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유미영(1998)은 기관내 흡인 전후로 비영양성 흡철을 제
공한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에 비해서 조용한 수면상태를 보였으나 산소포
화도와 심박동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호흡의 조절은 미숙아의 구강 수유 전이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Mandich등

(1996)은 임상 기록을 토대로 무호흡을 보이는 미숙아가 무호흡이 없는 미숙아에
비해서 완벽한 형태의 구강 수유로 전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구강 수유 전
이 기간에 각성제(theophylline)의 사용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신생아는 호흡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구강 수유 동안 흡철 반응과 호흡

의 형태가 나타난다.재태 연령이 낮은 미숙아는 생후 초기에는 숨을 쉬지 않고
흡철 반응을 보이지만,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흡과 흡철 반응을 번갈아하는 모습
을 보이게 된다(Meier등,1988).수유 기간 동안의 호흡 양상의 변화는 수유 형태
뿐만 아니라 재태 연령과도 관련된다.McGrath(1999)는 구강 수유와 호흡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신생아가 성숙함에 따라 호흡과 흡철 반응이 극적으로 증진된다고
하였다.
박호란(1994)은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지방 소화 효소인 리파아제(lipase)

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보고를 하였고,Pickler등(1992)은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
한 경우 위내 잔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그러나,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신희선(1998)은 14명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매일 2회
2일간의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경우 미숙아의 수유 불내성을 감소시키는데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in(1995)의 연구에서는 수유량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eld 등(1982)은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현저한 체중 증가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Blanchard(1991)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감각 자극으로 인하
여 미숙아의 체내 칼로리 흡수가 증가되는 동시에 행동 상태가 안정됨으로써 칼
로리 소모가 느려지는 기전에 의한다고 하였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 결
과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McCain등(2001)은 32~34주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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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수유 군과 비영양성 흡철을 함께 제공받은 군으로 나누어 체중 증가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Ernst등(1989)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
게 제공된 비영양성 흡철이 오히려 에너지 소모를 가져왔으며 체중 및 영양소 흡
수와 배설 기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위관 수유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처치와 일상적인 중재가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인
재태 연령과 출생시 체중을 고려한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DDD...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행행행동동동적적적 상상상태태태

미숙아는 짧은 재태기간으로 인하여 신경 생리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출생하여
미숙아 특유의 행동 양상으로 인하여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적절히 반
응하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이근(1983)은 미숙아의 행동
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 양상이 극히 미숙하고 불규칙하여 주위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쉽게 병리적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 변화를 초래하는 간호 및 의료 중

재에 관한 연구도 중재의 유해성을 시사한다.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한 명의 미숙아
에게 행해지는 중재의 빈도는 매 시간 5회 이상으로(Duxbury등,1984),변화된
생리적 반응으로부터 회복되는데 3~24분이 소요되는데(Evans,1991;Norris등,
1981)잦은 간호중재를 받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일례로,개방형 보온기
에 있는 신생아가 보육기에 있는 신생아보다 더 많은 간호 중재를 경험하며 더
많은 행동적 변화를 보인다(McCarton,1998).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를 분류・ 관찰하기 위해서 Anderson등(1990)은 수면에

서 울음에 이르기까지 12단계의 생리적‧행동적 범주로 나눈 측정도구를 개발하
였다.미숙아는 한 시간당 6번 가량 수면 -각성 주기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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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중 78%가 신생아중환자실의 소음이나 간호중재와 관련된다(Zahr와 Balian,
1995).한 미숙아에게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은 50% 이상이 10분 미만이어
서(Evans,1994),미숙아는 각 중재가 수행될 때 마다 깨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Holditch-Davis,1990b).중재를 제공 받지 않는 미
숙아는 매우 적은 시간만 각성 상태를 보이지만(Holditch-Davis,1990a),중재가 많
아질수록 미숙아의 각성 상태가 현저히 증가하였다(Holditch-Davis,1990b).체위
변경도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Gott등,
1999),Masterson 등(1987)은 흉위(supineposition)를 취한 미숙아는 복위(prone
position)를 취했을때 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조용한 수면이 감소하며 각성 상
태가 증가한다고 하였다.Holditch-Davis와 Lee(1993)는 재태연령 27주에서 39주에
이르는 신생아의 수면 -각성 주기를 매주 4시간동안 10초 간격으로 Thoman
(1990)의 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그 결과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서 불안정한 수
면이 많았고(하루 60~70%),조용한 각성 상태가 적게 관찰되었다.미숙아가 성
장하여 행동이 발달됨에 따라서 불안정한 수면이 감소하고 깊은 수면이 증가하였
으며 울음이 증가하는 등 수면 -각성 주기가 조직화되었다.미숙아가 성장함에
따라서 각 상태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Telzrow 등(1982)은 생후 첫 달 동안
만삭아와 미숙아의 수면 -각성 주기를 비교해 본 결과는 생후 초기 미숙아는 만
삭아에 비해서 불안정하거나 불분명한 각성 상태를 보였지만,만삭에 가까워질수
록 만삭아와 유사한 수면 -각성 주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Hutton등(1997)은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에 대하여 재태연령과 출생시 체중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고 하였다.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는 신생아 건강 문제의 중증도를 반영하기도 한다

(Holditch-Davis,1990a,1995;Holditch-Davis와 Lee,1993;Holditch-Davis와
Hudson,1995).Holditch-Davis와 Hudson(1995)은 신생아의 수두증,패혈증,저체
온 같은 급성 의학적 질병이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를 토대로 확인된다고 하였
다.일반적으로 아픈 신생아는 덜 보채고,다소 불분명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Holditch-Davis,1990a),Medoff-Cooper등(1989)은 만성 폐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다른 미숙아에 비해서 빈맥,빈호흡,서맥과 같은 생리적 상태 변화와 더불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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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상태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Garg등(1988)은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시
만성 폐질환을 가진 미숙아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Holditch-Davis와 Lee(1993)는 질환 유무에 따른 수면 -각성 주기를 연구한 결과,
만성 폐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수면시 불규칙한 호흡 양상이 관찰되었고 사지 움
직임이 불안정하다고 하였다.Holditch-Davis(1995)의 연구에서 질환의 유무에 따
른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는 지지되지 않았다.
미숙아의 수면 -각성 주기와 생리적 상태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일례로,수면

-각성 주기는 미숙아에게 무호흡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면
중 불안정한 수면상태에서는 20초 미만의 짧은 무호흡이 자주 발생하며,조용한
수면상태에서는 무호흡의 기간이 늘어난다(Holditch-Davis와 Hudson,1995).그러
나,수면상태가 무호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이 밖에,구
강과 위장관의 자극(oralgustatorystimuli)의 제공은 신생아의 수면 -각성 주기
에 영향을 주지 않고,병리적 무호흡의 기간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하다(Park,1991).
미숙아의 조직화되지 않은 수면 -각성 주기를 고려해 볼 때,Becker등(1991;

1997)은 미숙아에게 부적절한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행동적 상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면과 조용한 각성 상태를 늘려주고,보채거나 우는 상태를 줄
이는 개별화된 간호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수유는 만삭아보다 미숙아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재로 수면 -각성 주기가 발달되는 미숙아에게 개별화된 간호 접근이 필요
하다(Baker,2000).수유과정 중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수
유 중 조용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수유 후 소화와 성장을 위해서 수면 상태를
취하는 것으로,이러한 측면에서 Gill등(1988)은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수유 중
인 아기를 적절하게 깨울 뿐만 아니라 수유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잠들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McCain(1992)은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군이 다른 감각 자극을 제공받은 군에 비해서 수유 중 조용한 각성 상태를 보였
다.McCain과 Gartside(2002)는 위관 수유 중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군이 그렇
지 않은 군 보다 수유 중 조용한 각성 상태를 보였으며,수유 후 수면 상태를 보
인다고 하였다.Baker(2000)는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미숙아의 행동에 안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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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쉽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신생아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치료적 중재만으로도 미숙아는 잦은
상태 변화를 경험하지만 만삭아보다 미숙한 행동적 상태를 나타내며 병리적 상태
를 초래하기도 한다.따라서,간호 중재시 미숙아의 수면 -각성 주기를 고려한 개
별적인 접근과 장기간의 관찰이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관 수유 중인 미
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하고 행동적 상태를 종단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EE...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수수수유유유 시시시기기기 및및및 재재재원원원 일일일수수수

위관 수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숙아의 흡철 반응은 약화되고 소화기능에
도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강 수유로의 이행은 더욱 어려워지며 재원 일
수는 길어지게 된다(Mizuno& Ueda,2001).따라서,Schanler등(1999)은 위관 수
유 중인 미숙아에게 행해지는 간호 중재는 궁극적으로 구강 수유로의 빠른 이행
과 재원 일수의 단축에 있다고 하였다.
미숙아에게 있어서 퇴원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혈중 산소 포화도(Blanchard,

1991),수유 불내성(feedingintolerance),체중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McCain등,
2001;Medoff-Cooper와 Holditch-Davis,2000),이 중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미
숙아가 퇴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수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미숙아의 퇴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흡철 반응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구강 수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Simpson등(2002)은 위관 수유 중인 미숙

아에게 구강 수유를 시도하여 구토나 위내 잔량의 출현 등 수유 불내성(feeding
intolerance)을 보이지 않을때 횟수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루 8번의 수유를 모두
구강 수유 하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하였다.수유 계획에 따라 수유를 진행
한 미숙아는 그렇지 않은 미숙아에 비해서 구강 수유 시작 시기(introductionto
oralfeeding)가 평균 2.6주 빨라졌고 완전 구강 수유 시기(fulloralfeeding)도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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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빨라졌다.Simpson등(2002)의 연구에서 수유 계획에 따라 수유를 진행한 미
숙아는 그렇지 않은 미숙아에 비해서 재원 일수가 평균 10일 정도 빨라졌다.수유
제공의 시기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유(schedulefeeding)와 미숙아의 신
호에 부응하는 수유(demand feeding)에 관한 비교도 이루어졌다.Chollinge등
(1982)은 2500g미만 저출생 체중아 36명을 대상으로 수유 제공 시기를 달리한 결
과,신호에 부응한 수유가 총 수유양이 많고,배고픔의 표현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전체 위관 수유 기간이 감소하였고,일찍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unders등(1991)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 대상으로 수유 제공 시기를 비교한 결
과,미숙아의 체중 증가와 퇴원 시기에는 차이가 없었고 배고픔의 신호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흡철은 훈련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Anderson

등,1983;Johnston과 Stevens,1996;Mathew,1992),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은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의 구강 수유를 앞당기는 중재로서 연구 된 바 있다.
McCain(1992)은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군이 다른 감각 자극을 제공
한 군에 비해서 조용한 각성 상태를 보였으며 위관 수유에서 구강 수유로의 전이
기간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McCain등(2001)은 32~34주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위관 수유 군과 비영양성 흡철을 함께 제공받은 군으로 나누어 구강 수유 시작
시기와 체중 증가를 비교하였다.그 결과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군이 기존의
위관 수유 군보다 구강 수유가 평균 5일 빨리 시작되었고 체중 증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ickler등(1992)은 미숙아에게 수유를 하기 전에 비영양성
흡철을 2분간 제공하였을 때 수유 전에 비해서 수유 후 산소 포화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구강 수유 시작 시기가 유의하게 빨라졌다.이 밖에도,Baker(2000)
는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성공적인 모유 수유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
였으며,Pinelli등(2002)은 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의 행동 상태나 영양 섭취 보다
는 퇴원 시기를 앞당기고 통증 관리에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게 행해진 간
호 중재가 흡철 반응의 발달을 촉진하고 구강 수유로 빨리 이행하고 나아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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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단축시키는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양성 흡철
의 제공이 미숙아의 구강 수유 시기 및 재원 일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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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이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신생아의 행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인간이 한 생명으로 잉태된 수정의 시점부터 52주에 이르기까지 환경과의 상호작
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Als(1991)의 신경행동학적 발달 모델(TheSynactiveTheory
ofDevelopment)이다(Als,1982;Als등,1982;Als,1986;Als,1991;Als등,1994;
Als,1999;Als등,2004).
Als등(1982)은 신경 행동학적 발달 모델을 Brazeltonscale(1973)에 기초하여

인간 유기체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으며 실제 임상 연구에서 미
숙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이 모델에는 발달에 관한 다양한
가정이 통합되어 있다.먼저,인간은 발달단계마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과 지
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종특이적인 적응을 한다.또한,각 상호작용을 하는 행
위의 하부체계는 각 계층간 변별의 원칙을 갖고 있으며 유기체는 방어하거나 피
하거나 접근하거나 활성화하는 등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Als등(1982)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synactive”라고 명명하여 신생아
의 신경 행동학적 발달이 특정 체계의 독립적인 발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
다.
Als는 이 개념 틀을 통해서 자궁 외 환경과 일찍 상호작용해야하는 유기체인

미숙아가 내적 생리적 요구와 환경상 유입(input)의 조절하여 생리적,행동적 체계
가 성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Als,1991;Als등,2004).Als는 미숙아의
행동 발달에 관하여 다음 네 가지 체계의 기능을 설명하였다.첫째,자율신경 체
계(autonomicsystem)는 생리적 체계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신생아의 심박동수,호
흡양상,산소포화도,피부색깔의 변화와 같은 자율신경 기능과 소화,배변과 같은
장기 기능이 포함된다.출생 초기에 미숙아는 호흡,심박동수,체온,소화 및 배설
과 같은 생리적 상태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둘째,운동 체계(motorsystem)는 신생
아의 자세와 긴장을 포함한다.미숙아는 운동 및 체위의 조정을 유지한다.만약
촉각 자극이나 체위 변경을 경험하는 미숙아가 운동 체계에 있어서 조화가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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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자율신경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호흡이나 구토와 같은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셋째,상태 체계(state(organizational)system)는 신생아가 불확실
한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사용하는 행동의 조합을 의미한다.미숙아의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가 뚜렷해지면서 운동 체계 및 자율 신경 체계도 안정된다.넷째,주의
및 상호작용 체계(attentional/interactionalsystem)는 시각,청각 등의 자극에 민감
해지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체계들은 조절체계(regulating
system)로 활성화되고 미숙아의 행동은 조화롭게 성장 발달한다.한 체계의 미성
숙과 부조화는 다른 체계의 조합과 출현에 영향을 끼치는데,통합된 개념 틀 내에
서 신생아는 자극에 대한 접근과 회피 행동을 보이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
히 노력한다.
Als(1986)는 신경행동학적 발달 모델(TheSynactiveTheoryofDevelopment)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림.1>.Als(1986)가 제시한 신경행동학적 발달
모델(TheSynactiveTheoryofDevelopment)에서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가 태내
환경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삭에 이르지 못하고 출생한 미숙아는 보육
기와 출생 후 환경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큰 세계와 상호작용하면
서 발달하게 된다.인간의 신경행동학적 발달은 임신 4주까지의 비트는 것과 같은
동작에서 시작하여 임신 2~8주에는 몸을 구부리고 임신 9~12주에는 머리와 사
지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13~16주에는 눈을 깜박이고 17~20주에는
얼굴 표정과 머리의 움직임을 보이고,25~27주에는 호흡 조절이 시작되고,28~
31주에는 동작이 완성되며 흡철 반응이 나타난다.32~36주에는 호흡의 조절이
나타나고 37~41주에는 각성 상태가 뚜렷해진다.임신 42~46주에는 사회적 상
호작용을 하고 47~52주에는 놀이를 하게 된다.Als등(2004)은 미숙아의 고유
한 행동적 신호와 생리적 안정은 중추신경계의 성숙을 의미하며 장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이렿듯,미숙아는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
상 요구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Als등
(1994)은 특히,극소 저출생 체중아에게 발달을 고려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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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실제로 환경의 조정,적절한 체위 유지,비영양성 흡철을 내용으로 하는
발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흡철 반응은 인지 발달을 포함한 중추신경 기능의 지표가 되며 의사 소통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Als등,1994;Volpe,1987;Wolff,1968).흡철 반응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육 활동인 동시에(Hafstrom과 Kjellmer,2000),중추신경
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모아 상호작용과 애착을 증진시
키는 매체가 되므로(Anderson등,1983),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경험이다(Als등,1994;Greenough등,1987;Pinelli등,2002).
본 연구에서는 Als(1986)의 신경행동학적 발달 모델(TheSynactiveTheoryof

Development)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념적 기틀을 작성하였다<그림.2>.비영양
성 흡철은 환경 자극으로서 미숙아에게 제공되어 궁극적으로는 성장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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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Als(1986)의 신경 행동학적 발달 모델(Modelofthesynactiveorganizationof
behavioraldevelopment,from Als(1986).p.15)

<그림.2>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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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 실험설계(nonequivalent,nonsynchronized
experimentaldesign)이다.
비동등성의 설계는 완전 구강수유로 진행될 때까지 시행되는 종단적 연구가

유한 모집단내의 무작위 표본추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되었다.비동등
성 설계로 인하여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생 변
인들을 다음과 같이 통제하였다.
첫째,대상자 선정과 할당에 있어서 선행문헌에서 주요 외생변인으로 제시된

재태 연령,출생시 체중을 고려한 짝짓기법을 사용하였다.
둘째,그 밖의 외생 변인들은 통계처리에 의해서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표.1>.

<표.1>연구 설계 모형

집단 1일 …… 2일 …… 14일

실험군 a1 X b1 c1 …… a2 X b2 c2 ……  a14 X b14 c14

대조군 a1 b1 c1 …… a2   b2 c2 …… a14  b14 c14

a:수유 전 조사,b수유 중 조사 c.수유 후 조사 X:비영양성 흡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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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

연구 대상자의 선정과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할당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1)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출생한 신생아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미숙아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a.최종월경일로 계산할 때 재태 연령(gestationalage)이 28주에서 37주 미만에

출생한 경우이다.
b.출생시 중증 선천성 기형이나 구강,인두 및 후두의 구조적 이상을 비롯한

선천성 결함이 없다.

2)출생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BallardScore(대한신생아학회,2003)를 사용하여
미숙아의 피부,솜털,발바닥,유방,눈,귀,생식기의 육체적 성숙도와 자세,손목
각도,팔의 되돌아오기 반응,오금각도,스카프 증후,발뒤꿈치→귀의 시행의 신경
근육 성숙도를 토대로 재태 연령을 확인하였다.최종월경일 기준 재태연령과
Ballard Score로 계산된 재태연령이 2주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선행 문헌
(Paludetto등,1984)에 따라서 BallardScore의 재태연령을 선택하였다.

3)실험 시작 시기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
하였다.
a.최종 월경일부터 출생 후 날짜를 계산한 교정연령(postconceptionalage)도

37주 미만이다
b.연구결과에 영향을 주는 약물(각성제,마취 ‧진정제,이뇨제,호르몬제)이

투여되지 않는 상태이다.
c.중증 호흡기 문제로 기관이나 비강을 통한 기계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d.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제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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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위관 수유를 시작한지 1~2일째이고 아직 구강 수유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
이다.

4)확정된 대상자는 선행문헌상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 그리고 재원 일수
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던 재태 연령과 출생시 체중을 고려하
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짝짓기하여 할당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미숙아의 특성

미숙아의 특성은 문헌 고찰 결과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그리고 재원 일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로 성별,재태연령,출생시 체중,성장
발달 지표상 출생시 체중의 평가,분만 형태,쌍생아 유무,1분 아프가 점수 5분
아프가 점수,교정연령,산소 투여 기간,TPN 투여 기간,기계적 환기 기간에 관
하여 조사하였다.

2)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a.심박동수와 산소 포화도
미숙아의 산소포화도,심박동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숙아의 손이나 발에 산소

포화도 감지기(NellcorN-25 pulse oxisesnsorⅡ)를 부착하여 심폐 모니터(HP
cardiacmonitor,2002)에 나타난 수치를 기록하였다.

b.체중
미숙아의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일 오전 1시에 최소한의 감시체계를 제외

한 어떠한 것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식 지시저울(CasCo.한국)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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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기록하였다.

c.수유 불내성
미숙아의 수유 불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토의 횟수 및 위내 잔량의 횟수를

기록하였다.

3)미숙아의 행동 상태 측정 도구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의 측정을 위해서 Anderson 등(1990)이 개발한

AndersonBehavioralStateScale(ABS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면 -각성 주기를 매우 조용한 수면(1점),조용한 수면(2점),불안

정한 수면(3점),매우 불안정한 수면(4점),조는 상태(5점),깨어있으면서 활동이 없
는 상태(6점),조용히 깨어있는 상태(7점),불안정한 상태로 깨어있음(8점),보챔(10
점),울음(11점),심하게 울음(12점)까지 12단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1~5점을 “수면”,6~7점을 “조용히 깨어있음”,8~12점을

“보챔・울음”의 3가지 상태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Anderson 등(1990)의 연구에서 관찰자간 신뢰도가 .95,

McCain(1992)에서 .95,신희선(1998)의 연구에서 .80~ .90으로 보고되었으며,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혼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4)구강 수유 시기 및 재원 일수
대상자의 임상 기록을 토대로 위관 수유 시작 시기,구강 수유 시작 시기,완

전 구강 수유 시기,재원 일수를 조사하였다.

DDD...실실실험험험 처처처치치치

1)비영양성 흡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영양성 흡철(nonnutritivesucking)의 실험적 처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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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a.연구자는 선행 문헌과 예비조사를 근거로 미숙아용 젖꼭지(Johnson,USA)를

선정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젖꼭지는 미숙아 대상 젖꼭지로 구역 반사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무젖꼭지의 크기와 길이가 상품화된 젖꼭지 중에서 가장 작고
짧았다.
b.연구자는 선정된 젖꼭지에 거즈를 채워 넣어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다.
c.매 위관 수유마다 수유 전 2분 동안과 수유 중에 준비된 젖꼭지를 물려서

자발적으로 빨게 하였다.
d.위관 수유가 종료되고 관의 입구를 닫아주는 시기에 젖꼭지를 제거하였다.
e.실험 처치의 횟수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수유 시간에 맞추어 3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f.조사 기간은 위관 수유가 끝난 후 2분까지 진행되었다.

2)동일한 환경의 제공

a.제공된 조유식은 선행 문헌(Gonzales등,1995)에 근거하여 실내온도에 맞추
어 준비되었다.
b.보육기의 실내 온도는 미숙아의 체온 조절에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c.수유 중 체위 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d.수유를 위한 위관은 5Fr크기의 gavagetube로 미숙아의 코끝에서 귀볼 까

지 재고 귀볼 부터 검상돌기와 제대의 중간위치까지의 길이로 삽입되었다.
e.삽입된 위관은 위치가 잘못되거나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72시간 유치되었다
f.실험 처치 기간에 다른 간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하

게 의학적 중재나 간호 중재가 시행된 경우에는 적어도 2분 이상 경과한 시점부
터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표.2>연구 진행 절차

표집 및 할당 처치 전 처치 처치 후 측정 시기

1)Ballard검사로
:입원 24시간내
재태 연령 확인

2)미숙아 특성

3)각군에 할당
짝짓기법

Baseline(2분) 위관 수유 후(2분)

대조군

1)생리적 상태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체중
수유 불내성

생리적 상태 생리적 상태
위관 수유 시작 시기부터
구강 수유 시작 시기 까지
(최대 14일)

1일 2회 측정
오전 10시,오후 10시
(±2시간이내)

2)행동적 상태
(수면 -각성 주기) 행동적 상태 행동적 상태

3)수유 시기
4)재원 일수

실험군

Baseline(2분) 비영양성 흡철
(2분)

비영양성 흡철
&

위관 수유
후(2분) 측정 시기

1)생리적 상태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체중
수유 불내성

생리적 상태 생리적 상태

위관 수유 시작 시기부터
구강 수유 시작 시기 까지
(최대 14일)

1일 2회 측정
오전 10시,오후 10시
(±2시간이내)

2)행동적 상태
(수면 -각성 주기) 행동적 상태 행동적 상태

3)수유 시기
4)재원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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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자료 수집 전에 삽입된 관이 적당한 위치에 있는지 또한 조유식의 소화된
양상을 확인하고자 위 내용물을 뽑아보았다.
h.위관의 위치가 확인된 후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에 관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수유 2분 전부터 수유 2분 후까지 진행되었다.
i.위관 수유를 시작한 지 1~2일이 된 미숙아가 구강 수유로 이행될 때까지

최대 14일간 조사하였다.
j.재원 기간 동안 구토의 횟수 및 위내 잔량의 횟수를 기록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1)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병원내 신생아중환자실의 수간호사 및 실장에게 연
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한편,대상자의 부모에게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실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했다.

2)본 조사에 앞서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연구의 가능성을 재고하
고 실험 처치 과정을 정련하고 조사 기간,조사 시점 및 통제 변수를 확인하고자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 31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출생한 16명 미숙아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과정 중 병리적인 상태로 인한 탈락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실험군 3명,대조군 3명 총 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대상자 선정과 할당
최종 월경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태 연령의 확인을 위한 사정

을 위하여 Ballard검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또한,선행 문헌상 구강 수유
시작을 고려하는 주요 기준으로 1400~1500g의 체중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비조
사 결과에서도 출생시 체중이 1500g미만 미숙아의 경우,비교적 장기간의 위관 수
유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1500g미만 군과 1500g이상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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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b.연구의 가능성
ㄱ.생리적 상태 및 행동적 상태
실험군과 대조군의 위관 수유 전 심박동수,산소포화도,행동상태에 있어서 집

단 간 차이가 없었고,수유 중과 수유 후의 심박동수,산소포화도,행동 상태에 차
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출생시 체중과 재태연령을 고려한 보다 많은 수의 대상자를 토대로

확인할필요가있었다.
ㄴ.체중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는 출생 초기 약 14일간 생리적인 체중 소실이 나타나며,출생시 체중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성장 곡선을 따른다(홍창의,1997).예비 조사 결과 미숙아의
특성상 생리적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수유의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실험 처치 및
조사 시기가 각 미숙아마다 달랐다.따라서,본 조사에서는 출생시 체중 1500g기
준으로 1500g미만 미숙아와 1500g이상 미숙아로 나누어 출생시부터 최대 14일
간 체중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ㄷ.수유 시기 및 재원 일수
실험군과 대조군의 완전 구강 수유 시기와 재원일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위관 수유 시작 시기는 대조군(1~2일)이 실험군(2~4
일)보다 빨랐으나,완전 구강 수유 시기는 실험군(5~28일)이 대조군(10~31일)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시 체중의 회복 시점은 대조군 15일로 나타났고
실험군 8~16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는 출생시 체중 1500g미만 미숙아와 1500g이상 미숙아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였다.

c.실험 처치 방법
선행 연구에서는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 시간을 짧게는 2분 ~길게는 3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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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으며 한편 신생아의 흡철 기간은 최대 15~20분을 초과하지 않아서 피
로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Kessen등(1967)은 비영양성 흡철의 2분간 제공으로
불안정한 신생아가 안정되지만 비영양성 흡철을 제거하는 자극으로 인하여 활동
정도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실험 처치 시점과 기간을 달리 한 예비 조사 결과와 선행 연구를 고려할때 위

관 수유 전 2분이 가장 적절한 실험 처치 기간이라고 생각되었다.아울러,실험
처치를 제거하는 것이 자극이 되어서 활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예비
조사에서도 확인됨에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실험 처치를 위관 수유 전 2분과 수
유 중 제공하고 위관 수유가 종료될 때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d.조사 기간 및 통제 변수의 확인
조사 기간은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가 구강 수유를 시작하는 시기까지 진행하

였으며 구강 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총 14일까지 조사하였다.분석 자료의
이용은 짝 지은 대상자의 위관 수유에서 완전 구강 수유로 이행하는 시기에 맞추
어 자료가 활용되었다.
조사 시기에 있어서는 검사물 채집,업무 인계와 같은 의학 및 간호학적 중재

및 소음,빛과 같은 환경적 자극이 과도한 시기를 피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신생
아중환자실의 근무 경력이 만 3년 이상 간호사 3인에게 자문을 얻어 오전 10시,
오후 10시 ±2시간으로 정하였다.

3)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위관 수유 진행을 시작한 미숙아의 명단을 작성한

후 선행 문헌상 가장 유의한 변수로 제시되었던 재태 연령과 출생시 체중을 고려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임의 할당하였다.각 군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시간
이 지남에 따른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의 생리적 상태 및 행동적 상태에 관하
여 조사하였다.모든 조사에 있어서 측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본
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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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10.0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각 군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실험처치가

장기간 이루어졌던 1500g미만 군과 1500g이상 군으로 나누었다.
2)실험군과 대조군,1500g미만 군과 1500g이상 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

명목 변수는 x2test를,연속 변수는 이원분산분석(2-wayANOVA)으로 분석하였다.
3)실험처치에 따른 심박동수,산소포화도,체중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서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measuresANOVA)으로 분석하였다.
4)실험군과 대조군을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구토의

횟수와 위내 잔량의 횟수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2-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5)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적 상태를 검정하기 위해서 x2test로 분석하였다.
6)실험군과 대조군을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위관

수유 시작 시기,구강 수유 시작 시기,완전 구강 수유 시기,재원 일수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2-wayANOVA)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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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성별,재태 연령,출생시 체중,
출생시 체중의 평가,분만 형태,쌍생아 유무,1분 아프가 점수,5분 아프가 점수,
교정 연령,산소투여기간,TPN 투여기간,기계적 환기 기간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표.4><표.5>.
대상자는 실험군 32명,대조군 32명으로 총 64명이었다.각 군을 출생시 체중

을 기준으로 실험 처치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1500g미만 미숙아
14명(실험군 7명,대조군 7명)과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1500g이상 미숙아 50
명(실험군 25명,대조군 25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의 재태 연령은 새로운 Ballard score(대한신생아학회,

2003)로 확인되었는데,특이할 만한 것은 대상자 중 한 명이 최종 월경일이 정확
하지 않아서 산전 초음파 검사로 약 31주로 추정되었고 출생 24시간 내에 본 연
구자와 소아과 전문의가 함께 수행한 Ballardscore상 34주로 추정되었다.본 연구
에서는 해당 대상자의 재태 연령을 34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성별,출생시 체중의 평가,분만형태,쌍생아 유무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500g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실험군과 대조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재태 연령,출생시 체중,1분 아프가 점수,5분 아프가

점수,교정 연령,산소 투여 기간,TPN 투여 기간,기계적 환기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각 군을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
을때 각 변수에 대한 이원 분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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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동질성검정

특  성 구  분
대조군(N=32) 실험군(N=32) x2

값 p값
N(%) N(%)

성별

1500g미만
여    3( 42.86)    3( 42.86)

.000 1.000
남    4( 57.14)    4( 57.14)

1500g이상
여   16( 64.00)   18( 72.00)

.698  .404
남    9( 36.00)    6( 24.00)

계
여   19( 59.38)   22( 68.75)

.611 .434
남   13( 40.62)   10( 31.25)

출생시 체중의 
평가

1500g미만 AGA    7(100.00)    7(100.00)

1500g이상

SGA    1(  4.00)    2(  8.00)

1.543 .462AGA   23( 92.00)   20( 80.00)

LGA    1(  4.00)    3( 12.00)

계

SGA    1(  3.13)    2(  6.25)

1.491 .474AGA   30( 93.74)   27( 84.38)

LGA    1(  3.13)    3(  9.37)

분만형태

1500g미만
제왕절개    4( 57.14)    5( 71.43)

  .311 .577
정상분만    3( 42.86)    2( 28.57)

1500g이상
제왕절개   15( 60.00)   11( 44.00)

1.282 .258
정상분만   10( 40.00)   14( 60.00)

계
자연분만   19( 59.38)   16( 50.00)

  .567 .451
제왕절개   13( 40.62)   16( 50.00)

쌍생아유무

1500g미만 무    7(100.00)    7(100.00)

1500g이상
유    6( 24.00)    9( 36.00)

  .857 .355
무   19( 76.00)   16( 64.00)

계
유    6( 18.75)    9( 28.13)

 .784 .376
무   26( 81.25)   23( 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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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대한평균및표준편차

특  성 구  분
대조군(N=32) 실험군(n=32)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태연령

(일)

1500g미만 202.29 12.55 200.57 13.50 201.43 12.56

1500g이상 240.20 9.49 240.24 10.09 240.22 9.696

계 231.91 18.81 231.56 19.73 231.73 19.15

출 생 시 체 중

(g)

1500g미만 1225.71 195.35 1220.00 171.17 1222.86 176.48

1500g이상 2190.40 471.44 2204.40 477.49 2197.40 469.66

계 1979.38 586.20 1990.31 593.25 1984.22 585.55

1분아프가점수

(점/분)

1500g미만 5.57 1.13 2.28 1.06 4.21 1.76

1500g이상 7.04 1.46 7.16 1.51 7.10 1.47

계 6.71 1.50 6.21 2.29 6.47 1.94

5분아프가점수

(점/5분)

1500g미만 6.86 .90 4.29 1.38 5.57 1.74

1500g이상 8.24 1.59 8.28 1.72 8.26 1.64

계 7.93 1.56 7.40 2.34 7.67 1.99

교정연령(일)

1500g미만 207.00 13.98 211.14 12.76 209.07 13.04

1500g이상 241.00 9.03 240.96 8.67 240.98 8.76

계 233.56 17.46 234.43 15.70 234.00 16.48

산소투여기간

(일)

1500g미만 34.14 22.39 41.71 25.03 37.93 23.04

1500g이상 2.60 3.15 2.24 2.18 2.42 2.69

계 9.50 16.92 10.88 19.99 10.19 18.31

TPN투여기간

(일)

1500g미만 33.57 21.69 29.14 19.33 31.36 19.87

1500g이상 .48 1.68 .63 1.61 .55 1.63

계 7.71 16.92 7.06 14.95 7.28 15.76

기계적환기기간

(일)

1500g미만 1.86 3.19 4.86 3.93 3.36 3.77

1500g이상 .20 .82 .16 .80 .18 .80

계 .56 1.72 1.18 2.71 .8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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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특   성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R
2

재태연령

군 7.66 1 7.66 .069 .793 .712

체중구분 16458.47 1 16458.47 148.594 .000

군*체중구분 8.41 1 8.41  .076 .784

출생시체중

군 187.72 1 187.72 .001 .975 .481

체중구분 10387713.22 1 10387713.22 56.517 .000

군*체중구분 1062.72 1 1062.72 .006 .940

1분아프가점수

군 18.40 1 18.40 9.134 .004 .492

체중구분 91.08 1 91.08 45.204 .000

군*체중구분 21.96 1 21.96 10.902 .002 

5분아프가점수

군 17.55 1 17.55 7.109 .010 .409

체중구분 79.06 1 79.06 32.076 .000

군*체중구분 18.64 1 18.64  7.566 .008

교정연령

군 46.02 1 46.02 .467 .497 .654

체중구분 11136.09 1 11136.09 113.022 .000

군*체중구분 47.84 1 98.53 .486 .489

산소투여기간

군 142.20 1 142.20 1.198 .278 .663

체중구분 13790.64 1 13790.64 116.199 .000

군*체중구분 172.01 1 172.01 1.449 .233

TPN투여기간

군 50.76 1 50.76 .567 .447 .668

체중구분 10387.30 1 10387.30 120.019 .000

군*체중구분 56.57 1 56.57 .654 .422

기계적환기
기간

군 23.95 1 23.95 7.767 .007 .434

체중구분 110.40 1 110.40 32.018 .000

군*체중구분 25.27 1 25.27  8.19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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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재태 연령은 평균 231.56일로 대조군의 231.91일과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793).출생시 체중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 때
대상자의 재태 연령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200.57일,대조군은 202.29일이었으며,1500g
이상 실험군은 평균 240.24일,대조군은 240.20일이었다.재태 연령에 대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784).
실험군의 출생시 체중은 평균 1990.31g으로 대조군의 1979.38g과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975).출생시 체중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
때 대상자의 출생시 체중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500g 미만 실험군은 평균 1220.00g,대조군은 1225.71g이었으며,
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2204.40g,대조군은 2190.40g이었다.출생시 체중에 대
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940).
실험군의 1분 아프가 점수는 평균 6.21점으로 대조군의 6.71점보다 약간 낮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출생시 체중
1500g을 기준으로 체중구분하였을때 대상자의 1분 아프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매
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2.28
점으로 대조군의 5.57점보다 낮았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7.16점,대조군
은 7.04점이었다.1분 아프가 점수에 대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였
다(p=.002).
실험군의 5분 아프가 점수는 평균 7.40점으로 대조군의 7.93점보다 약간 낮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0).출생시 체중 1500g
을 기준으로 체중구분하였을때 대상자의 5분 아프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4.29점으로
대조군의 6.86점보다 낮았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8.28점,대조군은 8.24점이었
다.5분 아프가 점수에 대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8).
실험군에게 산소를 투여한 기간은 평균 10.88일로 대조군의 9.50일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278).출생시 체중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
였을때 대상자에게 산소를 투여한 기간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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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41.71일,대조군은 34.14일이
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이 평균 2.24일,대조군은 2.60일이었다.산소를 투여한
기간에 대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233).
실험군에게 TPN을 투여한 기간은 평균 7.06일로 대조군의 7.71일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42).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
을때 대상자에게 TPN을 투여한 기간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29.14일,대조군은 33.57일이
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0.63일,대조군은 0.48일이었다.TPN을 투여한
기간에 대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442).
실험군의 기계적 환기 기간은 평균 1.18일로 대조군의 0.56일보다 약간 높았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7).출생시 체중
1500g 기준으로 체중구분하였을때 대상자에게 기계적 환기 기간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 미만 실험군은 평균
4.86일로 대조군의 1.86일 보다 기간이 길었으며,1500g 이상 실험군은 0.16일,
대조군은 0.20일이었다.기계적 환기 기간 적용한 기간에 대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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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상상상태태태

111...심심심박박박동동동수수수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보다
수유 중 심박동수가 안정될 것이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6><그림.3>.
신생아의 심박동수가 낮아질 때에는 병리적인 상태의 서맥 출현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의 병리적인 서맥에 대한 치료
가 이루어진 상태였고,연구에 사용된 심폐 모니터에는 심박동수에 대한 알람이
설정되어 있었다.조사 기간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병리적인 서맥이 관찰되
지 않았다.
위관 수유 과정의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동수

변화 양상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p=.488).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심박동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체중 구분에 따른

<표.6>수유단계별심박동수에대한이요인반복측정분산분석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Between 

subjects

군 209.00 1 209.00 .488 .488

체중 구분 6176.57 1 6176.57 14.420 .000

군*체중구분 259.00 1 259.00 .605 .440

error 25700.71 60 428.34

Within

subjects

수유 단계 132.11 2 66.05 1.544 .218

수유 단계*군 490.91 2 245.45 5.737 .004

수유 단계*체중구분 410.98 2 205.49 4.803 .010

수유 단계*군*체중구분 14.66 2 7.33 .171 .843

error 5134.49 120 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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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단계별 심박동수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440)<표.6>.

<그림.3>비영양성흡철제공과체중구분에따른수유단계별심박동수의변화

135

140

145

150

155

160

수유전 수유중 수유후

심박동수(bpm) 1500g미만 대조군

1500g미만 실험군

1500g이상 대조군

1500g이상 실험군

위관 수유 과정의 수유단계별 대상자의 심박동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218).수유 단계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동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실험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중에 약간 낮아졌다가 수유 후에도 완만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고 대조군은 수유 전에는 실험군에 비하여 심박동수가 약간 낮았으나 수유
중에 급격히 높아졌다가 수유 후에 급격히 낮아지는 보였다<표.6><그림.4>.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수유 단계별 심박동수의 변화 양상이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p=.010).위관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모든 단계에서 1500g
미만 미숙아의 심박동수가 1500g이상 미숙아 보다 높았다.1500g미만 미숙아의
심박동수는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1500g이상 미숙아의 심박동수는 수유
중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수유단계,군,체중 구분의 세 요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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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43)<표.6><그림 5>.

<그림.4>비영양성 흡철제공에따른수유단계별심박동수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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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실험군

<그림.5>체중구분에따른수유단계별심박동수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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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산산산소소소 포포포화화화도도도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 보다
수유 중 산소포화도가 높을 것이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7><그림.6>.
위관 수유 과정의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소포화도

변화를 검정한 결과 그룹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p=.000),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산소포화도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470).체중 구분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단계별 산소포화
도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269).
위관 수유 과정의 수유단계별 대상자의 산소포화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715).수유 단계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소포화도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실험군의
산소포화도는 수유 중에 높고 수유 후에는 완만하게 낮은 모습을 보였고 대조군의

<표.7>수유단계별산소포화도에대한이요인반복측정분산분석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Between 

subjects

군 93.45 1 93.45 6.445 .000

체중 구분 7.68 1 7.68 .530 .470

군*체중구분 18.01 1 18.01 1.242 .269

error 870.03 60 14.50

Within

subjects

수유 단계 1.99 2 .99 .336 .715

수유 단계*군 85.02 2 42.51 14.359 .000

수유 단계*체중구분 6.05 2 3.02 1.023 .363

수유 단계*군*체중구분 4.58 2 2.29 .774 .463

error 355.25 120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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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비영양성 흡철 제공과 체중 구분에 따른 수유 단계별 산소포화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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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비영양성흡철제공에따른수유단계별산소포화도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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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는 수유 중 낮고 수유 후에 약간 높은 모습을 보였다<표.7><그림.7>.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수유 단계별 산소포화도의 변화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363).수유단계,군,체중 구분의 세
요인간의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63)<표.7>.

333...체체체중중중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 보다
입원기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8><표.9>.
실험 처치의 시점이 대상자의 위관 수유 시작 시기에 따라서 다른 점을 감안

하여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실험 처치가 2주간 이루어졌던 1500g미만 미
숙아는 출생시부터 14일간,실험 처치가 1~3일간 이루어졌던 1500g이상 미숙아
는 출생시부터 3일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1500g미만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은 그룹간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90).측정시기에 따른 체중의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

<표.8>1500g미만 미숙아의 체중의 반복측정분산분석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Between 

subjects

군 10433.16   1 10433.16 .020 .890

error 6226948.68  12 518912.41

Within

subjects

측정 시기 306882.14  13 23606.31 9.661 .000

측정 시기*군 11445.40  13 880.41 .360 .980

error 381165.30 156 24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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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후 1~3일까지는 체중이 출생시보다 완만히 감소하다가 3~4일 사이에 체
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생후 6일에 가장 감소되었다.생후 6~7일부터는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0~12일에 약간 감소하다가 13~14일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1500g미만 대조군은 출생 2~3일 사이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
었으며 6~7일에 가장 감소되었다.생후 7~8일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에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1500g미만 미숙아에 있어서 측정 시기,
군,체중의 세 요인 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980)<표.8><그림.8>.

<그림.8>1500g미만 미숙아의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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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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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1500g이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은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79).측정시기에 따른 체중의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이상 실험군
은 출생시 체중이 대조군보다 약간 많았으며 생후 3일까지 체중이 출생시보다
지속적으로 완만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1500g이상 대조군은 출생시 체중이
실험군보다 약간 적었고 생후 3일까지 완만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150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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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 있어서 측정 시기,군,체중의 세 요인 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
다(p=.752)<표.9><그림.9>.

<표.9>1500g이상 미숙아의 체중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그림.9>1500g이상 미숙아의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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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g) 대조군

실험군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Between 

subjects

군 15606.00   1 15606.00 .024 .879

error 31739354.66  48 661236.55

Within 

subjects

측정 시기 152633.33   2 76316.66 69.639 .000

측정 시기*군 628.00   2 314.00 .287 .752

error 105205.33  96 10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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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수수수유유유 불불불내내내성성성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 보다
수유 불내성이 낮을 것이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0>.

<표.10>수유 불내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군을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각 변수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1>. 

실험군이 구토한 횟수는 평균 0.53회로 대조군의 2.00회 보다 적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구분하였을때 대상자가 구토한 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97).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0.43회로 대조군의 2.57회
보다 현저히 적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0.56회로 대조군의 1.84회보다
적었다.구토한 횟수에 대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p=.448).
실험군이 위내 잔량이 있었던 횟수는 평균 1.31회로 대조군의 5.25회 보다

적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구분하였을때 대상자의 위내 잔량의 횟수는 통계적으로

특  성 구  분
대조군(N=32) 실험군(N=32) 계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구토 횟수

1500g 미만 2.57 4.39 .43 1.13 1.50 3.28

1500g 이상 1.84 1.70 .56 .82 1.20 1.47

계 2.00 2.46 .53 .88 1.27 1.98

위내잔량 횟수

1500g 미만 13.71 6.32 4.85 5.67 9.29 7.37

1500g 이상 2.88 3.89 .32 .95 1.60 3.08

계 5.25 6.33 1.31 3.25 3.28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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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 미만 실험군은 평균
4.85회로 대조군의 13.71회보다 현저히 적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0.32회
로 대조군의 2.88회보다 적었다.위내 잔량의 횟수에 대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
작용이 존재하였다(p=.006).

<표.11>수유 불내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특  성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R
2

구토 횟수

군 32.03 1 32.03 9.199 .004 .152

체중구분 .98 1 .98 .283 .597

군*체중구분 2.03 1 2.03 .585 .448

Error 208.94 60 3.48   

위내잔량 횟수

군 356.42 1 356.42 26.196 .000 .551

체중구분 646.08 1 646.08 47.485 .000

군*체중구분 108.42 1 108.42 7.969 .006

Error 816.36 60 13.60   



- 49 -

CCC...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행행행동동동적적적 상상상태태태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와 그렇지 않은 미숙아는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행동적 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12>.
실험 군과 대조군의 수유 단계별 행동적 상태(수면,조용히 깨어있음,보챔・울

음)를 검정하는데 있어서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1500g미만 군과 1500g이
상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2>.이 분석은 조사 기간 동안
각 대상자의 행동적 상태 중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상태를 대표값으로 하여 작성
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전 행동적 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660).실험군은 “보챔・울음”(43.75%),“수면”(40.62%),“조용히 깨어있음”
(15.63%)순으로,대조군은 “보챔・울음”(53.12%),“수면”(37.50%),“조용히 깨어있
음”(9.38%)순으로 관찰되었다.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
의 수유 전 행동적 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37,p=.743).1500g미만 실험
군은 “보챔・울음”(57.14%),“수면”(42.86%)순으로,대조군은 “보챔・울음”(85.71%),
“수면”(14.29%)순으로 관찰되었다.1500g이상 실험군은 “보챔・울음”(40.00%),
“수면”(40.00%), “조용히 깨어있음”(20.00%) 순으로, 대조군은 “보챔・울음”
(44.00%),“수면”(44.00%),“조용히 깨어있음”(12.00%)순으로 관찰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중 행동적 상태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실험군은 “조용히 깨어있음”(93.75%)이 가장 많았
고 “보챔・울음”(6.25%)순으로,대조군은 “보챔・울음”(84.37%)이 가장 많았고
“수면”(12.50%),“조용히 깨어있음”(3.13%)순으로 관찰되었다.1500g기준으로 체
중 구분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중 행동적 상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p=.000). 1500g미만 실험군은 “조용히 깨어있
음”(100.00%)이 관찰되었고,대조군은 “보챔・울음”(100.00%)이 관찰되었다.1500g이
상 실험군은 “조용히 깨어있음”(92.00%)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보챔・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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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순으로,대조군은 “보챔・울음”(80.00%)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수면”
(16.00%),“조용히 깨어있음”(4.00%)순으로 관찰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후 행동적 상태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실험군은 “수면”(87.50%)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조용히 깨어있음”(6.25%),“보챔・울음”(6.25%)순으로,대조군은 “보챔・울음”
(87.50%)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조용히 깨어있음”(9.37%),“수면”(3.13%)순으
로 관찰되었다.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후
행동적 상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p=.000).1500g미만
실험군은 “수면”(100.00%)이 관찰되었고,대조군은 “보챔・울음”(100.00%)이 관찰
되었다.1500g이상 실험군은 “수면”(84.00%)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조용히
깨어있음”(8.00%),“보챔・울음”(8.00%)순으로,대조군은 “보챔・울음”(84.00%)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조용히 깨어있음”(12.00%),“수면”(4.00%)순으로 관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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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대한 행동적상태의차이분석

구   분 행동적 상태
대조군(N=32) 실험군(N=32) x2

값 p값
N(%) N(%)

수

유

 
전

1500g미만

수면 1(14.29) 3(42.86)

1.400 .237조용히 깨어있음 - -

보챔・울음 6(85.71) 4(57.14)

1500g이상

수면 11(44.00) 10(40.00)

.595 .743조용히 깨어있음 3(12.00) 5(20.00)

보챔・울음 11(44.00) 10(40.00)

계

수면 12(37.50) 13(40.62)

.830 .660조용히 깨어있음 3(9.38) 5(15.63)

보챔・울음 17(53.12) 14(43.75)

수

유

 
중

1500g미만
조용히 깨어있음 7(100.00)

14.000 .000
보챔・울음 7(100.00) -

1500g이상

수면 4(16.00) -

38.894 .000조용히 깨어있음 1(4.00) 23(92.00)

보챔・울음 20(80.00) 2(8.00)

계

수면 4(12.50) -

52.681 .000조용히 깨어있음 1(3.13) 30(93.75)

보챔・울음 27(84.37) 2(6.25)

수

유

 
후

1500g미만
수면 - 7(100.00)

14.000 .000
보챔・울음 7(100.00) -

1500g이상

수면 1(4.00) 21(84.00)

34.077 .000조용히 깨어있음 3(12.00) 2(8.00)

보챔・울음 21(84.00) 2(8.00)

계

수면 1(3.13) 28(87.50)

47.871 .000조용히 깨어있음 3(9.37) 2(6.25)

보챔・울음 28(87.50)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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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위관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행동적 상태에 대
한 관측 빈도를 토대로 작성된 그래프이다<그림.10><그림.11><그림.12>.

<그림.10>대상자의 수유 전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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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따른 수유 중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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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따른 수유 후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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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00g미만 미숙아의 위관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행동적 상태에
대한 관측 빈도를 토대로 작성된 그래프이다<그림.13><그림.14><그림.15>.

<그림.13>1500g미만 미숙아의 수유 전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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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따른 1500g미만 미숙아의 수유 중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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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비영양 흡철 제공에 따른 1500g미만 미숙아의 수유 후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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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은 1500g이상 미숙아의 위관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행동적 상태
에 대한 관측 빈도를 토대로 작성된 그래프이다<그림.16><그림.17><그림.18>.

<그림.16>1500g이상 미숙아의 수유 전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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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따른 1500g이상 미숙아의 수유 중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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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따른 1500g이상 미숙아의 수유 후 행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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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수수수유유유 시시시기기기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 보다
구강 수유 시작 시기 및 완전 구강 수유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13><표.14>.
실험군과 대조군이 위관 수유 시작 시기,구강 수유 시작 시기,완전 구강 수

유 시기를 군별로 분석해 보고 실험처치가 장기간 이루어졌던 1500g미만 미숙아
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1500g이상 미숙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13>수유 시기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군과 대조군의 위관 수유 시작 시기(위관 수유를 처음 시작한 시기),구강
수유 시작 시기(구강 수유를 처음 시작한 시기),완전 구강 수유 시작 시기(하루

특  성 구  분
대조군(N=32) 실험군(N=32)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위관수유
시작시기

1500g 미만 4.00 2.82 8.71 5.49  6.36 4.86

1500g 이상 1.60 1.15 1.36 .76  1.48 .97

계 2.13 1.90 2.97 3.98  2.55 3.12

구강수유
시작시기

1500g 미만 37.00 18.81 33.85 14.42 35.43 16.19

1500g 이상 4.84 5.27 4.00 5.13  4.42 5.16

계 11.88 16.51 10.53 14.76 11.20 15.55

완전
구강수유시기

1500g 미만 43.57 16.71 40.28 18.24 41.93 16.89

1500g 이상 6.12 6.17 4.64 5.30  5.38 5.74

계 14.31 18.19 12.44 17.61 13.38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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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구강 수유를 하는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3>.각 군을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각 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14>.

<표.14>수유 시기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실험군이 위관 수유를 시작한 시기는 평균 2.97일로 대조군의 2.13일보다 약간
길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구분하였을때 대상자가 위관 수유를 시
작한 시기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8.71일으로 대조군의 4.00일 보다 늦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1.36일,대조군은 1.60일이었다.위관 수유를 시작한 시기에 대한

특  성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R
2

위관수유

시작시기

군 54.74 1 54.74 11.935 .001 .552

체중구분 260.16 1 260.16 56.724 .000

군*체중구분 67.11 1 67.11 14.633 .000

Error 275.18 60 4.58  

구강수유

시작시기

군 43.37 1 43.37 .557 .458 .693

체중구분 10516.75 1
10516.7

5
135.113 .000

군*체중구분 14.50 1 14.50 .186 .668

Error 4670.21 60 77.83   

완전 

구강수유시기

군 62.10 1 62.10 .708 .403 .736

체중구분 14610.29 1
14610.2

9
166.672 .000

군*체중구분 8.91 1 8.91 .102 .751

Error 5259.54 60 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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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0).
실험군이 구강 수유를 시작한 시기는 평균 10.53일로 대조군의 11.88일 보다

평균 1.3일 빨랐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58).출생시 체중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대상자가 구강 수유를 시작한 시기는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33.85일,대조군은 37.00일이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4.00일,대조
군은 4.84일이었다.구강 수유를 시작한 시기에 대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668).
실험군이 완전 구강 수유 시기는 평균 12.44일로 대조군의 14.31일보다 2일 정

도 빨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03).출생시 체
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대상자가 완전 수유 구강 시기는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
균 40.28일,대조군은 43.57일이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4.64일,대조군
은 6.12일이었다.완전 구강 수유 시기에 대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
하지 않았다(p=.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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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재재재원원원일일일수수수

“위관 수유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가 그렇지 않은 미숙아 보다
재원일수가 짧아질 것이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5><표.16>.
실험군과 대조군의 재원일수를 군별로 분석해 보고 실험처치가 장기간 이루어

졌던 1500g미만 미숙아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1500g이상 미숙아로 구
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재원 일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5>.각 군

을 출생시 체중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각 변수에 대한 이원 분산 분
석은 다음과 같다<표.16>.

<표.15>재원일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16>재원일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특  성 구분
대조군(N=32) 실험군(N=32)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원일수

1500g 미만 61.14 20.52 57.29 17.93 59.21 18.62

1500g 이상 13.28 11.16 11.96 7.59 12.62 9.47

계 23.75 24.13 21.88 21.66 22.81 22.77

특  성 요   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R
2

재원일수

군 73.28 1 73.28 .498 .483 .730

체중구분 23745.61 1 23745.61 161.310 .000

군*체중구분 17.60 1 17.60 .120 .731

Error 8832.28 60 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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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재원일수는 평균 21.88일로 대조군의 23.75일보다 2일정도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83).출생시 체중 1500g을
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대상자의 재원일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57.29일,대조군은
61.14일이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11.96일,대조군은 13.28일이었다.재
원일수에 대한 군과 체중구분의 교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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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의의의

AAA...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 제제제공공공과과과 심심심박박박동동동수수수

본 연구에서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와
제공 받지 않은 미숙아의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심박동수의 변화 양상은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실험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중 약간 낮아졌다가 수유 후에도
완만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조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전 실험군에 비해서
약간 낮았으나 수유 중 급격히 높아졌다가 수유 후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
다.수유 중 실험군의 심박동수는 평균 5bpm 감소하였으며,대조군의 심박동수는
10bpm 증가하였다.대상자 중 1500g미만 미숙아는 1500g이상 미숙아에 비해서
심박동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은 수유 중 미숙아의 심박동수 안정에 효과

적이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박호란,1994;Anderson,1990)를 지지하는 한편,비
영양성 흡철 제공을 제공하여 수유 중 심박동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신희선,1998;Burrough,1978)의 결과와 달랐다.
또한,본 연구에서 1500g미만 미숙아의 심박동수가 1500g이상 미숙아에 비해

서 높은 결과는 재태 연령이 낮고 출생시 체중이 적은 미숙아가 재태연령이 높고
출생이 체중이 많은 미숙아에 비해서 심박동수가 높다는 McCain(2003)의 연구결
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McCain(2003)은 심박동수를 조절하는 미주신경이 미
성숙한 상태의 미숙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미주신경이 성숙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심박동수의 증가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이나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Moltz(1960)는 흡철 반응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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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아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부교감신경계의 작용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흡철 반응은 콜린성 신경 자극(cholinergicstimulation)을 일으키는 동시에
미주 신경 자극 효과를 갖고 있다.따라서 깊고 규칙적인 호흡 양상이 나타나 심
장으로의 정맥 혈류 귀환에 영향을 끼쳐서 혈압이 낮아진다.이어서 보다 많은 혈
액이 폐로 유입되어 적절한 산소화가 이루어지고,다시 산소화된 혈액이 순환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nderson등,1983).
Anderson등(1983)은 신생아가 울음을 보일 때의 생리적 반응이 흡철 반응시

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신생아가 심하게 우는 동안 성문을 부분
적 또는 전체적으로 닫혀 있게 하는데 이것은 Valsalvamaneuver의 한 형태가 되
어 저산소혈증과 두개내압 상승을 초래한다(Dinwiddie 등, 1979). Valsalva
maneuver란 성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호흡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으로 배변,분만,기침,물건 들기,힘든 활동을 할 때 발생한다.대개 얼굴이 빨개
지고 호흡이 지연되고 심장으로의 정맥혈 귀환이 차단된다.이어서 우심방이 이완
되면 혈액이 급격히 많아져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높은 압력의 혈액은 신생아의
난원공이 다시 열리게 하여 산화되지 않은 혈액 약 2/3가량이 다시 체순환하게
된다.이러한 산화되지 않은 혈액은 동맥내 산소분압을 낮춤으로써 기능적으로 닫
혀진 동맥관을 다시 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Mckey,1981;Moss등,1964).반
면,흡철 반응은 불안정한 신생아를 안정시켜서 저산소혈증을 일으키지 않고 두개
내압을 하강시킨다(Anderson등,1983).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

해 보면,Medoff-Cooper등(1993)은 자율 신경계 성숙의 관점에서 수유 중인 미숙
아와 만삭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연구 결과,흡철 반응 동안 생리학적인 불
안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심박동수는 증가하였다.재태연령 32주 미만의 1500g미
만 미숙아의 경우 다른 신생아에 비해서 심박동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유
가 끝난 후 만삭아는 수유 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었고,미숙아는 수유 중에 나
타난 심박동수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1500g미만 미숙아가 1500g이상 미숙아에 비해서 높은 심박동

수를 보였고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체중이 적은 미숙아일수록 비영양성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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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제공이 유효한 간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2...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 제제제공공공과과과 산산산소소소포포포화화화도도도

본 연구에서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에 따른 산소
포화도의 변화 양상은 통계적으로 매우 달랐으며,실험군의 산소포화도는 수유 중
에 높아졌으며 수유 후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대조군의 산소포화도
는 수유 중 낮아졌으며 수유 후에는 약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기계적 환기를 제공받는 신생아의 산소포

화도를 높인다는 Burroughs등(1978)의 연구와 수면 상태 미숙아의 산소포화도를
높인다는 Paludetto등(198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기관지 흡인 전후에 비
영양성 흡철을 제공하여 산소포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유미영(1998)의 연
구와 구강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 제공시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은 Pickler등(1992)의 연구,그리고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행동적 상태
에 대한 영향을 미칠 뿐 산소포화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DiPietro등(1994)
의 연구와 다른 것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에게 행해진 물리 치료,사회적 상호작용,흡인,기

저귀 갈기,체위 변경,신체 검진,정맥 천자,동맥 천자,주사,수유,활력 증후의
측정 같은 치료 및 중재들은 혈중 산소포화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Als
등,2004;Blanchard,1991;Gorski등,1983;Long등,1980).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미숙아

의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것이 의학 및 간호학에서 얼마나 큰 관심의 대상
인가를 시사한다.Bhat등(2005)은 체위 변경에 따른 미숙아의 산소포화도를 비교
한 연구에서 복위를 취한 경우가 앙와위에 비해서 산소포화도가 평균 1%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가 생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거나 질환의 정도가
중한 신생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중재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는 수유 중 산소 포화도가 제공받지 않은 미숙
아에 비해서 평균 3.5~4%가량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유 후 산소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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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평균 2%가량 높은 상태를 보였다.이로써 본
연구에서 행해진 비영양성 흡철의 실험처치가 미숙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중재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 제제제공공공과과과 체체체중중중

본 연구에서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미숙아와 그
렇지 않은 미숙아의 체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1500g기준으로 체중 구분하였을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00g미만 미숙아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
은 각각 생후 평균 6일 또는 7일 까지 생리적 체중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에 완만
한 체중 증가를 보였다.1500g이상 미숙아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조사 기
간 동안 서서히 체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미숙아의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박호란과 박선남,2001;Ernst,1989;McCain등,2001;
McCain등,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한편,체중 증가에 유효하다는 선행 연구
(Bernbaum 등 1983;Field등,1982)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이는 대상자가 재태
연령과 출생시 체중이 일정하지 않아서 생리적인 체중 감소의 시기가 달랐으며,
위관 수유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실험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Ernst등(1989)은 비영양성 흡철 제공의 체중에 대한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표본의 크기,성숙 정도,질환의 중증도,영양 상태,단백질 및 전
해질의 균형 상태,에너지 소모 및 활동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학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위한 중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도모하는 중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천기정,2003;Rose,1983;Siegel,1983;Sigman,1983).그러나,체중 증가는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각 중재에 따른 연구 결과가 일관되어 있지 않
다.
자극에 대한 체중 증가의 생리적 기전에 관하여 Blanchard(1991)는 감각 자극

으로 인해서 미숙아의 체내 칼로리 흡수가 증가되고 조용한 행동 상태가 많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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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칼로리 소모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Anderson등(1990)도 행동상태의
안정과 에너지 소모가 느려지는 기전이 때문에 체중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에 따른 미숙아의 체중 증가는 유의

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많은 수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44...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 제제제공공공과과과 수수수유유유 불불불내내내성성성

본 연구에서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미숙아가 그
렇지 않은 미숙아에 비해서 구토한 횟수가 적었으며 위내 잔량의 횟수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구강 수유 전에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하여 미숙아에게서 수유

거부 반응이 감소되었다는 Pickler등(1992)의 연구와 위관 수유 중인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경우 소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Bernbaum 등(198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한편,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수유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
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선행 연구(신희선,1998;DiPietro등,
1994)의 결과와 달랐다.
구토는 신생아에게 흔하게 올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지만 인두 자극이나 전반

적인 발달 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미숙아가 만삭아에 비해서 발생율이 높다.
또한,구토로 인하여 역류된 위내용물이 상부 식도나 후두에 있는 화학 수용체를
자극하여 미주신경 반사로 호흡을 억제하여 무호흡을 발생시키거나,서맥,흡인성
폐렴,기관지 이형성증을 일으키는데 기여한다(고재성 등,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숙아의 수유 불내성에 대한 비영양성 흡철의 효과에 관

하여 Anderson(197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흡철 반응은 연동 운동을 증
진시켜서 영양소 섭취 및 노폐물 배설을 돕는 등 소화기계의 전 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촉진제로서 작용한다.
따라서,본 연구에서 제공된 비영양성 흡철 제공의 실험 처치가 위관 수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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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숙아에게 소화롤 돕고 구토를 예방하여 위내 잔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BB...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행행행동동동적적적 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 이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적 상태는
유사하였으나,수유 중에는 실험군의 행동상태가 조용한 각성 상태를 보였으며 수
유 후 수면 상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수유에 부적절한 상태의 미숙아

를 효과적으로 깨우며 또한 수유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잠들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Anderson등,1990;Gill등,1988;Hafstrom과 Kjellmer,2000;,
Pickler등,199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신생아의 임상 고찰에 관하여 Porges(1983)는 아프가 점수체계와 신경학적 검

사가 중증의 중추 신경계 장애를 예측하는데 성공적이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따라서,생리학적으로 미성숙한 미숙아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신경행동학적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박동수와 같
은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Als,1982;
McCarton,1998;Perlman,2001;Porges,1983).
Kessen등(1967)은 2분간의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불안정한 신생아를 안정시

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제공이 끝난 후 젖꼭지를 빼는 자극으로 인하여 활동 정도
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인한 미숙아의 행동적 상태의 안정에 대한 효과는

다음 학자들의 주장에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Kessen과
Leutzendorff(1963)는 비영양성 흡철이 행동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배고픔과
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둘째,Kessen과 Leutzendorff(1967)은 비영양성
흡철과 영양성 흡철을 비교한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흡철 반응
이 모아 상호작용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수정하였다.셋째,Anderson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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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은 비영양성 흡철이 연구되어 단순히 안정을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만족감
을 줌으로써 안정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미숙아에게 제공된 비영양성 흡철로 얻어진 행동적 상태의 안정은 다음과 같

은 이점이 있다(Anderson등,1983)첫째,실험 처치 이전에 비해서 호흡이 깊어
지고 규칙적이며 안정된다.둘째 수면을 깊이 취하거나 각성된 반응을 보이는 등
수면 -각성 주기가 분명해진다.셋째,태변의 배출이 빨라진다.넷째,신경근육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다섯째,실험 처치 때 상품화된 젖꼭지를 사용했음에도 모유
수유도 잘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수유 중과 수유 후에 대조군의 행동적 상태는 보챔・울음의 상태

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Lester와 Zeskind(1982)는 신생아가 배고픔,통증 같은
욕구불만을 표현하거나 때로는 주의를 끌고자할 때 유일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보챔과 울음이라고 하였다.신생아의 울음은 정서적인 체계에서 기인되며
뇌신경 이상을 표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Lester와 Zeskind,1982),때로는 해부
학적 구조나 생리적 상태의 불안정을 나타내기도 한다(Fogel과 Thelen,1987).
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 받은 미숙아에게서 관찰된 행동적 상태는

수유시 미숙아가 수면 -각성 주기 상 보여주는 최적의 상태로 다음의 두 가지 측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첫째,수유 중 미숙아의 각성 상태는 흡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눈맞춤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도록 하여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며,둘째,수유 후 미숙아의 수면과 휴식은 소화,성장,에너지 보존,질
병 치유 및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nderson 등,1990;Becker등,1997;
Brandon등,1999;Hafstrom과 Kjellmer,2000;Medoff-cooper등,1993).
이 밖에도,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다른 침해적인 증재

를 경험하는 미숙아에게도 효과적인 간호 중재 방안으로 여겨진다.흡인 시행 전
에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한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인다든지,피하 주사나 발뒤꿈치 천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중재을 받은
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감싸준다든지 어르는 것보다 울음과 보챔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를 감소시킨다(박현정,2002;
Campos,1989;Carbajal등,2002;Corff,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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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 연구에서 제공된 비영양성 흡철의 실험 처치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C...비비비영영영양양양성성성 흡흡흡철철철과과과 미미미숙숙숙아아아의의의 수수수유유유 시시시기기기 및및및 재재재원원원 일일일수수수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위관 수유의 시작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현저히 늦었고 특히,
1500g미만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평균 4일 늦게 시작하였다.그러나,구강 수유
의 시작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 1일 빨랐고 1500g미만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평균 3일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또한,하루 종일 구강 수유
를 하는 시기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 2일 빨랐고 1500g미만 실험군은 대조
군보다 평균 3일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재원 일수에 있어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 2일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위관 수유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미숙

아가 구강 수유로 빨리 이행한다는 결과는 구강 수유 시작 시기가 평균 3일,재원
일수가 평균 4일 빨라진 Measel과 Anderson(1979)의 연구,구강 수유 시작 시기가
평균 3일 정도 단축된 Field등(1982)의 연구,구강 수유를 요구하는 행동이 증가
하고 구강 수유 시작 시기가 평균 4일,완전 구강 수유 시기가 평균 6일 정도 앞
당겨진 Bernbaum 등(1983)의 연구,그리고 구강 수유 시기가 평균 5일 빨라진
McCain등(2001)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위관 수유 방법에 관하여 Anderson등(1990)은 간호 시간을 단축시키는 편의

적인 측면에서도 선호된다고 하였다.왜냐하면,위관 수유시 보육기의 천정이나
거리를 둔 위치에 위관을 부착하고 조유식을 부어 주면 대체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그러나,미숙아에게 비영양성 흡철 제공을 통
해서 구강 수유 시기가 앞당겨지고 재원 일수도 단축된다면 전체 간호 시간을 감
소시키고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실제로,Field등(1982)의 연
구에서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받은 미숙아의 재원 일수는 평균 8일 단축되었으며,
평균 3천 500달러의 의료비 절감이 나타났다.Daley와 Kennedy(2000)도 미숙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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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연령과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비영양성 흡철이나 구강 자극과 같은 간호 중
재를 통해서 구강 수유로의 이행을 촉진시킨다면 성장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재원 일수를 단축시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미숙아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의 측면에서 보면 인공 호흡기,보조 환기기,환자

감시기,수액 주입기 등 각종 의료 장비와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미국의 NationalInstituteofChildHealthandHumanDevelopment(1996)
는 적절한 수유로 미숙아 퇴원 기간이 1주일 빨라질 때,2억 8천 달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국내의 경우 황나미(2003)는 1991~2000년 건강 보험 공
단의 의료비 지출 자료를 토대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에게 300만원 ~1천 만
원 이상 의료비가 지출되어 한 명 당 평균 460만원 가량 의료비가 지급되었고,만
약 미숙아의 재원 일수가 짧아지고 체중이 증가한다면 의료비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따라서,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미숙아의 재원 일수가 빨라
짐으로써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얻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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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111...간간간호호호 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Als(1986)의 신경행동학적 발달 모델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로서,성장 발달의 측면을 구강 수유로의 이행과 재원 일수에 이르기
까지 확대하였으며,신생아중환자실 환경내에서 간호 중재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 그리고 재원 일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
호 지식 확대 및 이론 개발에 기여한다.

222...간간간호호호 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 대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의 영향을 구분하
여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대상자에 관한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위관 수유
단계별 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를 파악함으
로써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미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333...간간간호호호 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미숙아의 수유 형태가 위관 수유에서 구강 수유로 진행되는데 비영
양성 흡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독자
적인 간호 중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재원 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중재로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이러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공은 간호사
의 간호 중재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간호 실무의 영역 확장에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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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위관 수유중인 미숙아에게 제공된 비영양성 흡철의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 그리고 재원 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도된 유사 실
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사전 사후 실험 설계이다.
연구 대상자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전주시 소재 전북대

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기간 28주 이상 37주 미만으로 출생하
여 위관수유를 진행하는 미숙아로 실험군 32명,대조군 32명이었다.
실험 처치로는 실험군에게는 일상적인 간호와 더불어 위관 수유 과정 중 1일

7~8회 2분씩 비영양성 흡철을 제공하였고,대조군에게는 일상적인 간호만으로 제
공하였다.
자료 수집은 오전 10시,오후 10시 1일 2회 이루어졌으며 위관 수유중인 미숙

아가 구강 수유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까지 최대 14일간 진행되었다.두 군 모두
위관 수유 전에 2분 동안 심박동수,산소 포화도,행동 상태를 측정하였고,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수유 중과 수유가 끝난 후 2분 동안에도 같은 변수를 측정하
였다.체중은 매일 오전 1시에 전자저울로 측정하였고,임상 기록을 근거로 위관
수유 시작 시기,구강 수유 시작 시기,완전 구강 수유 시기,재원 일수,구토 횟
수 및 위내 잔량의 횟수를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에 앞서서 두 군을 위관 수유에서 구강 수유로의 이행이 빨랐기 때문

에 실험 처치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출생시 체중 기준 1500g이상 미숙아 각 7명
총 14명과 장기간에 이루어졌던 1500g미만 미숙아 각 25명 총 50명을 세분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PC 10.0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두

집단의 동일성 검정을 위해서 x2 검정과 이원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고, 미숙아의
심박동수와 산소 포화도에 대한 비영양성 흡철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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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으며,행동 상태에 대한 비영양성 흡철의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해서는 x2 검정을 사용하였다. 재원 일수에 대해서는 x2 검정 및 이원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1분 아프가 점수와 5분 아프가 점수가 낮았다
(p=.004,p=.010).1분 아프가 점수와 1500g기준 체중 구분간의 교호작용이 존재
하였다(p=.002).5분 아프가 점수와 1500g기준 체중 구분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
였다(p=.008)

2)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심박동수 변화 양상은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실험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중에 약간 낮아졌다가
수유 후에도 완만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대조군의 심박동수는 수유 전에는
실험군에 비해서 약간 낮았으나 수유 중에 급격히 높아졌다가 수유 후에는 급격
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1500g기준 체중 구분하였을 때 심박동수 변화 양상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10).

3)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전,수유 중,수유 후 산소포화도 변화 양상은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실험군의 산소포화도는 수유 중 높고 수유 후에는
완만히 낮은 모습을 보였고,대조군의 산소포화도는 수유 중 낮고 수유 후에는 약
간 높은 모습을 보였다.1500g기준 체중 구분하였을 때 산소 포화도의 변화양상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63).

4)1500g미만 미숙아에서 출생시부터 14일간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890).1500g이상 미숙아에서 출생시부터 3일간 실험
군과 대조군의 체중은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879).



- 72 -

5)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유 불내성을 비교해본 결과,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서 구토한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p=.004).1500g기준 체중 구분하였을 때 구토한
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597).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위내 잔량의 횟
수가 현저히 적었다(p=.000).1500g기준 체중 구분하였을 때 위내 잔량의 횟수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위내 잔량의 횟수에 대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6).

6)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적 상태에 있어서 수유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p=.660),수유 중,수유 후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p=.000).
수유 중 실험군은 “조용히 깨어있음”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대조군은 “보
챔・울음”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수유 후 실험군은 “수면”상태가 가장 많
이 관찰되었고,대조군은 “보챔・울음”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7)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위관 수유 시기가 늦었다(p=.001).특히,1500g
미만 실험군은 평균 8.71일로 대조군의 4.00일 보다 늦었다.위관 수유 시작 시기
에 있어서 군과 체중 구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0).
실험군이 구강 수유를 시작한 시기는 평균 10.53일로 대조군의 11.88일 보다 1일

정도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458).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33.85일로 대조군의 37.00일보다 빨라졌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4.00일로
대조군의 4.84일보다 빨라졌다.
실험군의 완전 구강 수유 시기는 평균 12.44일로 대조군의 14.31일보다 2일 정

도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403).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40.28일,대조군의 43.57일보다 빨라졌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4.64일,대
조군의 6.12일보다 빨라졌다.

8)실험군의 재원일수는 평균 21.88일로 대조군의 23.75일보다 2일정도 빨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483).1500g미만 실험군은 평균 57.29일,대조군
은 61.14일이었으며,1500g이상 실험군은 평균 11.96일,대조군은 13.2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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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에 따른 위관 수유 중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행동적 상태,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를 통해서 출생시에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1분 아프가 점수 및 5분 아프가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으로 수유 중 심박동수가 안정되었고 산소포화도가
대조군에 비하여 높았다.수유 중 실험군의 행동적 상태는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대조군은 보챔・울음의 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수유 후 실험군의 행동적 상태는 수면 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대조군은
보챔・울음의 상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위관 수유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구강 수유로의 진전이 빨랐다.이로써 비영양
흡철의 제공은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생태의 안정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구강 수유로의 이행 및 재원 일수 단축에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간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한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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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11...미미미래래래의의의 연연연구구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제제제언언언

1)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및 행동적 상태에 대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환경이 다른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
아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비영양성 흡철 제공이 요구되는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삭아 및 발달
장애아 중 구강 수유가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3)비영양성 흡철 제공에 따른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체중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서 보다 많은 수의 대상자를 토대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4)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이 미숙아의 모유 수유 시기 및 모아애착과 결속에 미
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5)비영양성 흡철 제공을 독자적인 간호 중재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장기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222...아아아동동동 간간간호호호 실실실무무무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제제제언언언

1)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생리적 상태 및 행동
적 상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영양성 흡철의 제공을 간호 중재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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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 등 대상자의 생리적 상태와 행동적 상태에
가장 적합한 비영양성 흡철 제공 방법을 개발하고자 적용 시기,적용 횟수,적용
방법를 달리한 다양한 중재의 비교를 제언한다.

3)미숙아 및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수유 이행에 관한 주요 결정 요인을 포함
한 의사 결정 흐름도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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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행동 상태 척도-AndersonBehavioralStateScale

눈을 감거나 뜨고 있다.
12.심하게 운다(hardcrying)
-매우 심하게 상기된 얼굴/주먹을 꽉 쥐고 있음/
매우 긴 호기-소리가 들리거나 소리없는 울음/몸 전체가 매우 긴장되어 있음

11.운다(crying)
-붉게 상기된 얼굴/긴 호기/소리가 들리거나 소리없는 울음/몸 전체가 매우 긴
장되어 있음
10.보챈다(fussing)
-얼굴색은 정상/약간 길어진 호기/찡찡거림/(울기전의 약간 찌푸림,씩씩거림)

눈을 뜨고 있다.
9.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깨어 있다.(veryrestlessawake)
-몸 전체가 움직임/몸을 꼬거나 가슴을 뒤튼다.
8.불안정한 상태로 깨어 있다.(restlessawake)
-사지 전체를 움직임
7.조용한 상태로 깨어 있다.(quietawake)
-눈이 고정되지 않은 움직임/얼굴,손,발,하지를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느리게
움직임
6.깨어 있으면서 활동이 없는 상태이다.(alertinactivity)
-눈이 고정되고 움직임/얼굴,손,발,하지를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느리게 움직임
/(눈이 마주친다)

눈을 감거나 뜨고 있다.
5.약간 조는 상태(drowsy)
-조용하거나 약간 움직임/눈이 희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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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고 있다.
4.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수면한다.(veryrestlesssleep)
-몸 전체를 움직임/몸을 뒤튼다.
3.불안정한 상태로 수면한다.(restlesssleep)
-불규칙한 호흡을 함/사지 전체를 움직임/(눈동자의 빠른 운동,얼굴 찡그림)
2.조용한 수면 상태이다.(quietsleep)
-불규칙한 호흡을 함/얼굴,손,발,상박,하지를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음/(짧
은 무호흡)
1.매우 조용한 수면 상태이다.(veryquietsleep)
-규칙적 호흡/입을 삐죽거리며 얼굴 찡그림이 약간 있거나 없음/(손가락,발가락
을 움직임)

*30초 동안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항목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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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일반적 특성 및 수유 양상에 관한 조사 기록지

특 성  정 보 특이 사항

병록번호

성명

성별 남(      )   여(      )

출생시체중 (      )g

출생시체중의 평가 SGA(     ) AGA(     ) LGA(     )

입원연월일 (     )년 (     )월 (     )일

출생연월일 (     )년 (     )월 (     )일

실험시작연월일 (     )년 (     )월 (     )일

퇴원연월일 (     )년 (     )월 (     )일

최종월경일 (     )년 (     )월 (     )일

재태연령 (     )주 (     )일

분만형태 정상분만(      ) 제왕절개(      )

쌍생아유무 유(      )   무(      )

아프가 점수 (      /분)   (     /5분)

실험 시작시 교정연령 (     )주 (     )일

위관 수유 시작 시기 (     )년 (     )월 (     )일

구강 수유 시작 시기 (     )년 (     )월 (     )일

완전 구강 수유 시기 (     )년 (     )월 (     )일

구토 횟수 (총     회/입원기간)

위내 잔량 횟수 (총     회/입원기간)

산소 투여 기간 (      )일

TPN 투여 기간 (      )일

기계적 환기 기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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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EEffffffeeeccctttooofffNNNooonnn---nnnuuutttrrriiitttiiivvveeeSSSuuuccckkkiiinnngggooonnnttthhheeePPPhhhyyysssiiiooolllooogggiiicccSSStttaaattteee,,,
BBBeeehhhaaavvviiiooorrraaalllSSStttaaattteeeaaannndddHHHooossspppiiitttaaallliiizzzaaatttiiiooonnnPPPeeerrriiiooodddooofffPPPrrreeettteeerrrmmm IIInnnfffaaannntttsss

Joung,KyoungHwa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main purposeofthisstudyistoidentifytheeffectsofnon-nutritive
suckingonthephysiologicstate,behavioralstateandhospitalizationperiodof
preterm infants.Thisstudyemployedquasi-experimentalnon-equivalentdesign
to comparetheexperimentalgroups.Data were collected form 64 subjects
from October1,2004toApril30,2005attheneonatalintensivecareunitat
ChonbukNationalUniversityHospitalinJeonju.Theywerebetween27to36
weeksofgestationalage,ofwhich32werefrom theexperimentalgroupand
32werefrom thecontrolgroup.Theexperimentalgroup wasgivenroutine
careandnon-nutritivesuckingwasgivenforapproximatelytwominutesbefore
and duringeverytubefeeding.Thedatawerecollected at10am & 10pm,
twiceadayatthetimeoftubefeeding,untiltubefeedingprematureinfant
could proceed tooralfeeding(for14daysatthemost).Bothgroupduring
tubefeedingweretestedatthreestagesforchangesinphysiologicalvariables
andbehavioralstate-2minutesbeforefeeding,duringfeeding,and2minutes
afterfeeding.
Theanalysisofcollected datawasdoneusingSPSS-PC 10.0for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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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escriptive statistics,x2 test, 2-way ANOVA, and repeated measures
ANOVA.

Theresultswereasfollows:
1)Heartratebetweenthe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were

significantlydifferent(p=.004).Theheartrateoftheexperimentalgroupfella
littleduringfeedingandrecoveredafterfeeding,andwhiletheheartrateof
thecontrolgroup beforefeeding waslowerthan thatoftheexperimental
group,itshowedadramaticincreaseduringfeedingandanequallydramatic
decreaseafterfeeding.
2)Oxygensaturationbetweenthe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

weresignificantlydifferent(p=.000).Theoxygensaturationoftheexperimental
groupincreasedduringfeedingandgraduallydecreasedafterfeeding,andthe
oxygensaturationofthecontrolgroupdecreasedduringfeedingandshoweda
smallincreaseafterfeeding.
3)Frequencyofvomitingoftheexperimentalgroupwassignificantlylower

than the controlgroup(p=.004).During tube feeding,the rate ofresidual
volume of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group(p=.000).Thisdifferencewassignificantlyhigherintheprematureinfant
bornatverylow birthweightoflessthan1500g.
4)Beforethetubefeedingthebehavioralstatesbetween theexperimental

groupandthecontrolgroupwerenotsignificantlydifferent(p=.660).However,
during tube feeding and postfeeding the behavioralstates between the
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were significantlydifferent(p=.000,
p=.000).Duringfeeding,the"quietawake"statewasmorefrequentlyobserved
in theexperimentalgroup and the"crying"statewasmorefrequentin the
controlgroup.Duringthepostfeedingassessment,the"sleep"statewasmore
frequentintheexperimentalgroupandthe"crying"statewasmorefrequ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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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ntrolgroup.
5)Thefirsttubefeedingdayofexperimentalgroupwassignificantlylater

thanthatofthecontrolgroup(p=.001),butthefirstoralfeedingdayandthe
firstfulloralfeedingdaywerenotsignificantlydifferentforbothgroups.The
differencewassignificantlybiggerforprematureinfantsbornatverylow birth
weightoflessthan1500g.
6)Themeanhospitalizationdaysofexperimentalgroup(21.88days)were2

daysshorterthanthecontrolgroup(23.75days).

Theresultsofthisstudy showed thattheheartrateoftheexperimental
group during tubefeeding wassignificantly lowerthan thatofthecontrol
group.Theoxygensaturationoftheexperimentalgroupduringtubefeeding
wassignificantlyhigherthanthecontrolgroup,and theexperimentalgroup
proceeded to oralfeeding faster.The behavioralstate ofthe experimental
group duringtubefeedingand afterfeedingwassignificantlydifferentfrom
thecontrolgroup.Thetubefeedingstartedlaterintheexperimentalgroupbut
the firstoralfeeding day and the firstfulloralfeeding da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forboth groups.In summary,non-nutritivesucking is
moreeffectiveinstabilizingthephysiologicalstateandthebehavioralstateof
prematureinfantsespeciallyinVLBWI.Itissuggested thatthenon-nutritive
suckingbeconsideredasanactivenursinginterventionforprematureinfants
inNICU.

Keywords:preterm infant,non-nutritivesucking,physiologicstate,behavioral
state,hospitalizationperiod,verylow birthweight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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