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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모유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생리 반응,

구강수유 진행 체 에 미치는 향

아기는 환경으로부터 한 자극을 받으면서 정상 인 성장 발달을 한다. 그러나

미숙아는 자궁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조기에 출생, 어머니와 분리되어 신생

아 집 치료실에서 장기간 치료와 간호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체취나 모유냄새와

같은 후각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이 미숙

아의 생리 반응(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 구강 수유 진행(잔유량, 완 구

강수유 환 시기) 체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조군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험군은 2015년 7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들 재태기간 28주에

서 32주 사이에 출생한 건강한 미숙아 수를 상으로 하 으며, 조군은 16명, 실

험군은 12명의 총 28명이었다. 실험군은 월경 후 연령 32주 0일부터 34주 0일까지 주

3회, 하루 2회(오 9시, 낮 12시)의 총 12회 동안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받았으며, 생

리 반응은 매 재 시 마다 재 제공 2분 부터 5분후까지 총 7분간, 잔유량은

재 제공 3시간 후인 낮 12시, 오후 3시 장 양 제공 직 에 측정하 다. 한 완

구강수유 도달시기와 재를 제공한 2주 동안의 체 증가량은 자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 다. 조군은 모유 후각자극 재 없이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로 자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두 집단간 생리 반응과 잔유량의 종단 자료분석은 Linear Mixed Model을, 생리

반응의 각 시간별 반응 차이는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고, 실험군 내의

잔유량 비교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와 2주간 체

증가량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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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후각자극에 한 산소포화도의 집단(F=0.07, p=.787), 시간(F=0.53, p=.782), 집

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1.31, p=.248)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유 후

각자극 제공 시작부터 1분 후까지의 시 과(U=10631.50, p=.044), 모유 후각자극 2분

후부터 3분까지의 시 (U=9876.00, p=.004)의 산소포화도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 두 집단 간 잔유량은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41, p=.015), 재횟수(F=1.03, p=.418), 집단과 재횟수의 교호작용(F=0.78,

p=.749)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실험군 내에서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했던 날의 잔유량은 평균 0.61,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하지 않았던 날의 잔유량은

평균 2.4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39, p=.017). 그 외 맥박 수, 호

흡 수,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 2주간 체 증가량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모유 후각자극은 미숙아에게 스트 스를 유발하지 않으므

로, 임상 장에서 수유 미리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하다면, 소화 기능

에 도움을 주어 잔유량을 감소시키고, 장기능 미숙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미숙아, 모유, 후각, 생리 반응, 구강수유, 체



- 1 -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미숙아(preterm infant)란 최종 월경일로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출생률은 세계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12%, 선진국에서 9%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5).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체 출생아 435,435명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29,086명(6.68%)으로, 1995년 체 출생아 715,020명 37주

미만 미숙아 19,232명(2.55%)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증가하 다(통계청, 2015). 국내 미

숙아 출생의 증가 원인은 고령 출산, 불임 증가에 따른 인공 임신술 증가, 임신 흡

연, 다태아의 증가 때문이라고 알려졌다(안효섭, 2012).

미숙아는 충분한 성장발달을 이루기 에 출생하므로, 체온조 능력이 미숙하고,

체표면 이 넓으며, 피하지방층이 얇아 체온 유지가 힘들다. 장 기능이 미숙하고,

흡철반사와 조정능력이 미숙하여 한 양섭취도 어렵다. 한, 폐 표면활성제 부

족, 약한 호흡 보조근, 자율신경조 미숙으로 호흡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뇌출

, 산소 허 손상 뇌실주 백질연화증 험도 높다. 기타 빈 이나 당조

이상, 황달 등의 사이상도 쉽게 발생하며, 면역계의 미숙으로 패 증 험도 높다.

이와 같은 취약 때문에 미숙아는 자궁 외 환경 응과 정상 인 성장 발달이 어렵

다(보건복지부, 2010).

미숙아의 치료 목표는 체 1,800-2,000g 이상, 3-4시간 간격으로 경구 양(Oral

feeding)을 통한 순조로운 수유, 지속 인 체 증가, 무호흡이 없으며, 22-26℃로 유지

되는 신생아 집 치료실 환경에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안효섭,

2012; 윤혜선, 2007). 이를 해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는 체온, 양, 호흡의 보조

유지, 감염 리 등의 간호를 통해 미숙아의 성장을 돕고 있다(최 륜, 2008). 미숙아가

자궁 외 환경에 응하고, 치료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퇴원을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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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는 장 미숙, 소화효소 부족, 흡철과 삼킴의 조정 미숙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구강수유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양 부족 험에 노출된다. 수유 불내성(feeding

intolerance)은 미숙아가 처방된 양 섭취를 흡인이나 감염, 장 의 기능장애 없이

안 하게 섭취하고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임상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

구토, 잔유(Gastric Residuals)가 있다. 특히 잔유는 그 양이 많거나, 색이 담즙색 는

액이 섞인 경우 신생아 괴사 장염(necrotizine enterocolitis in newborn)의 조기 지표

로 사용되기도 한다(Gertino et al., 2009; Cobb, Carlo, & Ambalavanan, 2004; Kanto,

Hunter, & Stoll, 1994). 수유 불내성으로 인한 양부족은 미숙아의 성장을 해하므

로 이를 감소시키기 한 여러 재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모유에 리바이오틱스

는 로바이오틱스를 섞거나(Armanian et al., 2014), 인슐린을 혼합(Schulman, 2002)

하는 등의 약물요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근은 변 양상의 변화나 패

증 등 다른 험에 미숙아를 노출시킬 수 있다(Mugambi, Musekiwa, Lombard,

Young & Blaauw, 2012; Asmero, Crowe & Marin ,2015)

캥거루 어는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미숙아의 어머니를 참여시키는 간호방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캥거루 어를 받은 미숙아는 맥박, 산소

포화도 호흡이 더 안정 이었고, 체온 유지가 더 잘 되었고, 체 증가도 더 빨랐

으며, 모아 애착 형성도 강화되었다(Dodd, 2005). Patel과 Shah(2012)의 체계 문헌고

찰에서 캥거루 어는 신생아 괴사 장염 유병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 고,

Roller(1999)의 사례연구에서는 수유시 역류와 보챔이 심했던 아기가 캥거루 어를

받은 후 역류 없이 순조로운 수유가 가능하 다고 보고하 다. 캥거루 어는 효과가

입증된 좋은 간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무 장 용 시 제한 이 있다. 안정

되지 않은 상태의 미숙아에게 캥거루 어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나 부모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출산 직후의 어머니는 제왕 개 수술 후 통증, 요통 자연분만 후 회

음 개술과 같은 통증 때문에 캥거루 어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으며, 어머니

가 매번 신생아 집 치료실을 방문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맞벌이

부모와 같은 경우 용이 어렵다(Blomqvist, Frӧlund, Rubertsson, & Nyqvist, 2013).

미숙아의 정상 인 성장 발달을 해서는 인 인 간호 근이 요한데,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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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이러한 제한 을 고려해 볼 때, 미숙아의 성장 발달을 도우면서, 기존 재의 시

간 공간 제한 을 감소시켜 많은 미숙아들에게 용할 수 있는 간호 재의 개발

이 필요하다.

태아는 어머니의 냄새를 양수를 통해 배운다. 태아의 후각기능은 재태기간 28주 무

렵 성숙되고(Bingham, Abassi, & Sivieri, 2003), 재태기간 32주부터는 후각 자극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들도 구별할 수 있다(Sarnat, 1978). 그러므로 28주 이후

출생한 미숙아는 어머니의 모유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 모유 냄

새는 아기를 유두로 향하게 하여 모유수유 시작을 돕고, 진정효과와 모아 애착 형성

을 돕는 효과도 있다고 하 다(Porter & Winberg, 1999). 즉, 미숙아에게 모유냄새는

성장 발달을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냄새라고 할 수 있다.

후각자극은 인간의 자율신경계에 향을 다. 좋은 냄새는 미숙아의 맥박을 안정시

키고(Hung, Hsu, & Chang, 2013), 산소포화도를 높이며(Aoyama et al., 2010; Bartocci

et al., 2000), 호흡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Soussignan, Schaal, Marlier, & Jiang,

1997). 한, 음식 냄새는 인간의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자극하여 산, 청 가스트

린, 침,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를 돕고, 아기에게는 흡철반사, 포유반사 등 소

화와 련된 행동을 자극한다(Feldman & Richardson, 1986; Makin & Porter, 1989;

Porter, Makin, Davis, & Christensen, 1991). 그러므로 미숙아의 수유 불내성을 감소시

키기고, 성장 발달을 돕기 한 방법으로 모유 냄새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숙

아의 후각자극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미숙아가 후각자극에 반응하는 시기나, 후

각자극 종류에 따른 미숙아의 반응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가 부분이며,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건강이나 성장발달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경 후 연령(postmenstrual age) 32주의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 자극을 반복 으로 제공하고, 그 반응을 종단 으로 측정한 자료를 통해 모유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생리 반응, 구강수유 진행 체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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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생리 반응, 구강수유 진행 체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과 조군의 맥박 수의 변화 양상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의 산소포화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의 호흡 수가 증가할 것

이다.

가설 4.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잔유량이 을 것

이다.

가설 5.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완 구강수유 도

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 것이다.

가설 6.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체 증가량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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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미숙아의 건강문제

미숙아란 최종 월경일로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WHO,

2015). 미숙아 출생률은 세계 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미

숙아 출생 증가 원인은 고령 출산, 불임 증가에 따른 인공 임신술 증가, 다태아의 증

가, 임신 흡연이다(통계청, 2015). 의료진, 의학기술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미숙

아 생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미숙아는 조기 출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취약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궁 외

환경에 응이 힘들고, 정상 인 성장 발달이 어렵다(보건복지부, 2010). 세계 으

로 매년 1500만명의 미숙아가 태어나고, 매년 백만 명이 조기 출산의 합병증으로 사

망하며, 생존한 경우에도 다양한 장애를 갖게 된다(WHO, 2015). 미숙아의 취약 은

다음과 같다.

미숙아는 체표면 이 넓고, 피부가 얇으며, 피하지방의 양이 고, 추 에 한

사 반응도 제한 이어서 열 손실이 많으며, 체온조 이 어렵다. Costeloe, Henessy,

Bibson, Marlow와 Wilkinson(2000)은 9개월간 출생한 미숙아 811명을 상으로 찰

한 결과, 체온 유지에 실패한 미숙아들은 호흡 곤란과 산소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Miller, Lee와 Gould(2011)는 2년간 8782명의 미숙아를 상으로 찰한 결과 체

온증 미숙아는 뇌실 내 출 과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 다.

미숙아는 호흡과 순환기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미숙아의 경우 폐가 미성숙

하여 폐 표면활성제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호발하며, 약

한 호흡 보조근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최용성, 2014). 한 재태기간이 짧은 미숙아일

수록 산소에 한 반응이 고, prostaglandin E1 농도가 증가되어 동맥 폐쇄

가 지연되거나, 폐쇄된 동맥 이 재개방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폐순환 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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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흡과 순환 부담이 증가하고, 동맥 류 감소로 뇌, 장 , 신장, 간, 비장 등 주

요 장기 부 이 발생하며, 신생아 괴사 장염, 뇌실 내 출 의 험도 증가된다. 그래

서 동맥 개존증 폐쇄 시 이 지연될수록 인공호흡기 치료기간, 입원기간, 총 정맥

양 기간, 완 장 양(gavage feeding)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이 주 등,

2008).

그 외에도, 미숙아는 뇌의 배아바탕질(germinal matrix)에 미세 이 많이 분포되

어 있고, 주 조직이 치 하지 못하여, 출 이 쉽게 발생하므로 뇌실 내 출 험이

높다. Bolisetty 등(2014)의 연구에서는 7년간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뇌실 내 출 이 있었던 미숙아 1472명을 찰한 결과 뇌실 내 출 이 없었던 미숙아

1043명에 비해 발달지연, 뇌성마비, 청각소실, 실명 등의 합병증이 더 많았다. 한 재

태기간 34주 이하 미숙아는 뇌의 류 조 도 미성숙하여 산소증, 허 재 류

가 반복되면서 뇌실주 백질연화증이 호발 한다. Al Tawil 등(2012)과 Park(2014)이

여러 신생아 집 치료실 미숙아를 찰하여 뇌실주 백질연화증 험요인을 밝혔는

데, 이는 출생 시 체 이 음, 압 과거력, 동맥 개존증, 신생아 괴사 장염, 패

증과 그로인한 압, 심한 뇌실 내 출 이라고 하 다.

미숙아는 양공 이 어렵다. 미숙아는 모체로부터 각종 양소를 충분히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조기 출생하게 되므로 양소의 체내 장이 부족하다. , 장 미숙

이나 질병으로 인해 양공 이 잘 안되며, 담즙산과 여러 효소의 부족으로 지방과

탄수화물 유당의 소화도 어렵다(최 륜, 2008). 미숙아는 수유 기술도 부족하다. 안

한 구강수유를 해서는 흡철과 삼킴, 호흡의 조정이 성공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흡철은 재태기간 28주부터 발달 되지만, 34주 이 의 미숙아는 흡철과 삼킴, 호흡

의 조정이 미숙하다(Amaizu, Shulman, Schanler, & Lau, 2008). 수유 불내성이란 미

숙아가 필요한 양을 흡인이나 감염, 장 의 기능장애 없이 안 하게 섭취하고 소

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며, 미숙아는 앞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유 불

내성이 쉽게 발생한다. 수유 불내성의 임상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 구토, 잔유가 있다

(Gertino et al., 2009; Cobb et al., 2004; Kanto et al., 1994). 수유 불내성은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며, 재원기간을 증가시키고, 신생아 괴사 장염 발생률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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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Moore & Wilson, 2011). , 미숙아에게 무리하게 양공 을 시도하면 신생아

괴사 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잔유가 양이 많거나 담즙색이나 액이 섞여 있을 경우

신생아 괴사 장염의 조기 신호라고 생각하여 수유 양을 감소시키거나 지한다

(Gertino et al., 2009; Cobb et al., 2004; Kanto et al., 1994). 신생아 괴사 장염 진단

이 내려지면 식을 하게 되어 미숙아의 체 증가가 지되거나 감소되며, 감염에

취약해지고, 후로는 신생아 괴사 장염 미숙아의 10-30%가 사망, 20-40%는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착, 농양, 짧은 창자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Lin & Stoll, 2006). 이와 같이 미숙아의 가장 많은 양문제가

수유 불내성과 신생아 괴사 장염이고, 이 두 가지는 서로 하게 련되어 있으며,

체 증가와 성장이 방해하고, 각종 질병 이환율이나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며, 재원기

간도 길어지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방이 필요하다.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는 다양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여 미숙아가 자궁 외 환경에

잘 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숙아의 기본 리는 체온, 양, 호흡유지 감염

리이다. 미숙아는 체온 유지 조 이 어렵기 때문에 한 온도와 습도의 보육

기 간호가 제공된다. 호흡을 돕기 해 폐 표면활성제 투여나 산소증이나 탄산증

을 교정을 한 산소공 과 같은 다양한 호흡 보조를 한다. 한 체액을 신 하게 조

하고, 압 유지를 해야 하며, 감염 방을 한 손 씻기나 심 정맥 리도

요하다(최 륜, 2008).

미숙아는 자궁 내 성장과 비슷하게 1일 평균 체 이 15-20g씩 증가할 수 있도록 칼

로리와 양소를 공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숙아들은 처음 몇 주간 심한 양 결핍

으로 성장발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Roggero et al., 2012). 그러므로, 구강수유가

어려운 미숙아에게는 총정맥 양(total parenteral nutrition)이나 장 양(enteral

feeding)을 통해 양을 공 하게 된다(Amaizu et al., 2008). 최 의 양공 은 미숙

아의 생존률을 증가시키며, 정상 인 신경발달을 통해 최 의 성장에 도달하게 한다.

Ehrenkranz 등(2006)은 극소 체 출생아 600명을 상으로 양 상태와 성장발달

에 하여 연구하 는데, 최 의 양공 과 섭취로 한 체 증가율을 보인 미숙

아의 경우 뇌성마비, 비정상 신경검사, 신경발달장애, 재입원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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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두 성장도 빨랐다고 하 다. 한 그 효과는 교정연령 22개월까지의 성장이

나 신경학 발달에도 향을 끼친다고 보고하 다. 한 Franz 등(2009)은 체 출

생아 219명을 상으로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의 양 리가 등학교 입학 시 연령

까지 장기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는데, 운동발달은 신생아 집 치료

실 치료기간의 성장에 향을 받으며, 인지발달은 출생 시 체 , 출생 기의 체 증

가량과 련이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미숙아가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

는 동안의 양공 은 미숙아의 성장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

미숙아에게 수유 불내성을 감소시키기 한 재에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Ng

와 Shah(2008)는 재태기간 32주 이상의 미숙아들을 상으로 수유 불내성의 치료

재에 한 체계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수유 불내성 방 치료에

erythromycin이 효과 이지만, 그보다 어린 미숙아들에게는 효과 인지는 알 수 없으

며, 정확한 용량이나 장기 효과 등 안 성 문제 해결을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 다. 다른 방법으로 하제 사용이나, 장 양을 주는 방법, 수유 시 락

타아제를 첨가하는 방법 등은 모두 근거가 불충분 하 다(Anabrees, Shah, AlOsaimi

& AlFaleh, 2015; Dawson, Summan, Badawi & Foster, 2012; Tan-Dy & Ohlsson,

2013). 수유 불내성 감소를 한 재들은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숙아에게 신생아 괴사 장염을 감소시키기 한 다양한 재들이 시도되어 왔다.

Patel과 Shah(2012)는 신생아 괴사 장염 재에 한 16가지 방법들을 고찰하 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모유수유, 캥거루 어, 로바이오틱스, 경구

항생제 투여 고, 이 경구 항생제 투여는 일상 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

는다고 하 다. AlFaleh, Anabrees, Bassler와 Al-Kharfi(2012)의 체계 문헌고찰에

서 로바이오틱스가 심한 신생아 괴사 장염과 그로 인한 사망률은 낮추고, 완 구

강수유 도달 시기는 단축시켰다고 하 다. 그러나 극소 체 출생아에게는 주의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 다. Asmerom, Crowe와 Marin 등(2015)은 로바이오틱스

가 패 증을 일으킬 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 으며, Armanian 등(2014)

은 모유에 리바이오틱스를 섞어 미숙아에게 제공했을 때 신생아 괴사 장염 발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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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았고, 완 구강수유 도달이 빨랐으며, 재원기간도 짧았다고 하 다. 그러나

Mugambi 등(2012)의 체계 문헌고찰에서 리바이오틱스는 변의 횟수가 증가하거

나, 묽어지거나, 딱딱해 지는 등 변 양상에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미숙아의 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치료

재 개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이 약물을 통한 근이며, 그 효과에

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물로 인한 다

른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캥거루 어는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미숙아의 어머니를 참여시키는 간호방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맥박, 호흡이나 산소포화도가 더 안정 이

었으며, 체온 유지가 더 잘 되었고, 체 증가도 더 빨랐고, 모아 애착 형성도 강화되

었다(Dodd, 2005). Patel과 Shah(2012)의 체계 문헌고찰에서 캥거루 어는 신생아

괴사 장염 유병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 고, Roller(1999)는 사례보고에서 수

유시 역류와 보챔이 심했던 아기에게 캥거루 어를 실시한 후 역류 없이 순조로운

수유가 가능하 다고 보고하 다. 캥거루 어는 효과가 입증된 좋은 간호 방법임에

도 불구하고 임상 실무 장에서 용 시 제한 이 있다. Blomqvist 등(2013)은 미숙

아 어머니들과 신생아 집 치료실 간호사들의 면담을 통해 캥거루 어의 장애 요인

에 해 조사하 다. 미숙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캥거루 어를 받는 동안

간호사나 부모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한 출산 직후의 어머니는 제왕 개 수술

후 통증이나 요통, 자연분만 후 회음 개술과 같은 통증 때문에 캥거루 어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으며, 어머니가 매번 신생아 집 치료실을 방문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맞벌이 부모와 같은 경우 용이 어렵다.

이러한 제한 을 고려해 볼 때, 인 인 간호 근을 통해 미숙아의 성장 발달을

도우면서, 기존 재의 시간 공간 제한 을 축소시켜 좀 더 많은 미숙아들에게

용할 수 있는 간호 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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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숙아의 후각자극 재

진화론 모델에 의하면, 인간의 후각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지면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냄새 감각에 한 생물학 요구가 감소되면서,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다른

감각에 비해 퇴보했다고 알려져 있다(Shephard, 2004). 그러나 여러 동물의 후각 감각

과의 비교 결과, 인간의 후각은 설치류나 장류에 비해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

한 후각의 차이 감지가 가능하여 수천가지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Laska

& Seibt, 2002).

냄새를 맡는 것은 코를 킁킁거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면

냄새 입자가 콧구멍과 비 정, 코 막(nasal valve)을 지나 비강에 덮여있는 후각상피

의 액에 녹아 후각수용기(olfactory receptor)에 달된다. 후각수용기에 부착된 냄새

입자는 신호화 되어 뇌에 달된다(Zhao, Scherer, Hajiloo, & Dalton, 2004;

Baroody et al., 1999). 이 뇌 달 경로는 시상(thalamus)를 거치지 않고 바로 후각

추에 도달하므로 매우 은 후각자극의 양으로도 효과 이다(Marlier, Gaugler, &

Messer, 2005).

냄새는 정서 반응과도 연 되는데 그 이유는 시상하부-편도체-변연계에 이르는

경로 때문이다. 특히 후각자극은 변연계와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냄새

는 매우 오래 기억되면서 정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후각 자극은 상

황 련성이나 기억과 연 되어 그 효과가 나타난다. 즉, 주변에 좋은 냄새가 있으

면 개체는 심리 , 생리 상태를 조 한다는 것이다. 익숙한 냄새나 어머니의 냄새를

맡게 해주면 우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나(Sullivan & Toubas, 1998; Goubet,

Rattaz, Pierrat, Bullinger, & Lequien, 2003), 수유 움직임이 었던 아기들이 우유

냄새를 맡게 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Soussignan, Schaal, & Marlier, 1999;

Varendi & Porter, 2001; Marlier & Schaal, 2005), 미숙아에게 각과 후각 자극을 함

께 제공하면 떨어졌던 호흡 수가 회복된다는 것(Garcia & White-Traut, 1993) 등 다

양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후각에서 하나의 요한 기능이 나쁜 냄

새에 한 방어이다. 삼차신경이 이를 담당하는데 삼차신경의 통증에 반응하는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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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환경오염, 암모니아, 알코올, 아세트산, 이산화탄소 등의 자극제에 의해 활성화

되어 통증, 자극, 재채기, 타액 분비, 비강폐쇄, 물, 콧물, 발한, 호흡수 감소, 기 지

수축 등의 반응을 일으킨다(Patel & Pinto, 2014).

인간에게 음식 냄새를 맡게 하면 소화와 련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분비가 증

가한다. 한 소화와 련된 행동을 자극하기도 한다(Feldman & Richardson, 1986;

Makin & Porter, 1989; Porter 등, 1991). 동물 실험에서 후각 기능을 마비시킨 개의

장 계 분비기능은 하게 억제되지만, 다른 부 의 뇌 제술을 받은 개는 장

계 분비기능에 변화가 없었다(Schapiro, Britt, Gross & Gaines, 1971; Smith, 1995).

포유류는 냄새를 통해 음식물의 맛을 측하고 섭취한다. 이 냄새는 편도체

(amygdala)와 앙 내측 시상(mediodorsal thalamus)에서 처리되고,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식욕조 , 섭취 사 계획을 세우며, 이 모든 것은 주로 뇌의 시상 하부

(hypothalamus)가 통제한다(Lushchak, Carlsson, & Nässel, 2015). 인간에게 음식 냄새

자극을 주면 산 분비와 청 가스트린 농도를 증가시킨다(Feldman & Richardson,

1986). 한 음식 냄새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침샘 분비와 산, 인슐린이나 호르몬 분

비와 같은 생리 반응을 일으킨다. 그 후에는 소화와 양소 흡수를 한 과정을

비한다.

태아는 자궁 내에서 양수를 통해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한다. 아기가 유두와 유륜

분비물 냄새와 모유냄새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가장 기본 인 행

동 반응의 하나이다. Makin과 Porter(1989)는 신생아에게 자기 어머니가 아닌 비임신

여성과 수유 인 여성의 냄새를 제공했을 때 수유 인 여성의 유방냄새에 유의하게

반응하 다. 모유수유가 아닌 분유수유아도 역시 수유 인 여성의 유방냄새를 선호하

다. 한, 미숙아는 출생 시 부터 자기 어머니의 모유 냄새와 다른 어머니의 모유냄

새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아기가 출생 후 아직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았어도 어머니

의 모유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 Varendi, Porter와 Winberg(1997)는 막 출산한 어머니

의 한쪽 유방을 비 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머지 한쪽 유방은 씻지 않은 채로 신생

아를 어머니의 가슴 가운데 두었는데, 31명 21명의 신생아가 씻지 않은 어머니의

유방을 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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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나 미숙아에 있어서도 냄새 자극은 포유반사나 흡철과 같은 소화에 련된

행동을 자극한다. Varendi 등(1997)의 연구에서는 모유 냄새나 어머니의 체취가 남아

있는 유방으로 수유한 신생아들의 수유 시간이 더 길었다. Bingham, Churchill과

Ashikaga(2007)는 재태기간 33주에서 36주 사이에 출생한 미숙아에게 모유 냄새를 맡

게 하면 조군보다 흡철 반사가 강화되었다고 하 다. Mizuno와 Ueda(2004)는 출생

후 10일에서 14일간 어머니와 분리되었고, 분유수유 인 12명의 만삭아에게 모유냄새,

분유냄새, 물냄새를 각각 제공한 후 흡철시 압력과 빈도, 표정, 흡철의 효과성을 평가

하 는데 모유냄새를 맡은 아기는 분유나 물 냄새를 맡은 아기보다 더 높은 압력으

로, 더 자주 흡철 반사를 보 다.

모유냄새는 생리 반응에도 향을 미친다. 모유냄새는 호흡수를 증가시킨다.

Soussignan 등(1997)은 모유수유아에게 모유냄새를 맡게 했을 때 호흡수가 분유냄새를

맡게 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고, 분유수유아에게 분유냄새를 맡게 했을 때 모

유냄새를 맡게 했을 때 보다 호흡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즉, 아기들

은 모유와 분유 냄새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자 자기가 먹는 것의 냄새에 더 호흡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보 다. 자극 인 냄새는 아기의 일회 호흡량(tidal volume)을 감소시

켰다고 하 고(Warren, Walker, Drake, & Lutz, 1994), 미숙아의 무호흡에 단순 각

자극보다는 후각과 미각, 각의 복합 자극을 경우 더 빨리 호흡을 회복하 다

(Garcia & White-Traut, 1993). 한 재태기간 24-28주의 무호흡이 잦은 미숙아들을

상으로 좋은 냄새를 맡게 해주었을 때 무호흡의 증도와 계 없이 무호흡이 유의

하게 감소하 다(Marlier et al., 2005). 그리고, 식사 여부나, 냄새 종류와 상 없이 후

각 자극이 주어지면 인간의 호흡수는 큰 폭으로 변화한다. 즉, 호흡수의 변화는 인간이

후각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Soussignan et al., 1999).

한 반복 인 냄새 자극을 제공함으로서 익숙하게 만들면 호흡이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도 토끼에게 특정 냄새를 조건화 시키면 그 냄새에 해

호흡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 다(Freeman, Viani Di Prisco, Davis, & Whitney, 1983).

후각 자극은 산소포화도에도 향을 미친다. 모유 냄새는 분유냄새에 비해 뇌의 산

소화가 더 잘 되며 그 효과는 모유 수유 여부와 련 없이도 나타나고, 이 효과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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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후 최소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 다(Aoyama et al., 2010). , 정상 신생아에서

유나 모유냄새, 바닐라 냄새는 뇌 산소화 헤모 로빈이 증가시켰으며(Bartocci et al.,

2000), 반 로 미숙아를 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세제 냄새, 반창고 제거제 냄새를

제공했을 때에는 뇌 산소화 헤모 로빈을 감소시켰다(Bartocci et al., 2001). 즉 좋은

냄새는 산소포화도를 증가시키며, 나쁜 냄새는 산소포화도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후각자극이 맥박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정상 신생아에

서 수유 보다 수유 후에 자신의 모유나 분유 냄새를 맡게 했을 때, 수유 후에 싫어

하는 표정 반응과 함께 크게 맥박이 증가하 다(Soussignan et al., 1999).

태아의 비강조직은 재태기간 7-8주부터 나타나고, 냄새를 맡는 것은 재태기간 24주

무렵부터 시작되며, 재태기간 28주 무렵 성숙된다(Bingham et al., 2003). 한 재태기

간 32주 정도 되면 후각 자극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들도 구별할 수 있다

(Sarnat, 1978). 따라서 재태기간 32주부터는 후각자극 제공시 미숙아가 반응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Schleidt와 Genzel(1990)의 실험에서 신생아들은 최소 2주 이상 어머니의 냄새를 기

억하고 어머니의 체취가 나는 쪽을 더 선호하며 고개를 향한다고 하 다. Makin과

Porter(1989)도 출생 후 2주정도 경과하고, 어머니의 모유를 먹은 아기는 다른 어머니

의 모유보다 자기 어머니의 모유를 더 좋아한다고 하 다. Mennella, Jagnow와

Beauchamp(2001)의 연구에서도 임신 3기에 3주간 당근주스를 마시고, 출산 후 2개월

동안 당근에 노출되지 않은 산모의 아기가 3개월 후 당근주스를 넣은 보충식이를 제

공했을 때 조군보다 더 잘 받아들 다. 따라서 신생아는 출생 후 3개월까지도 태아

기 어머니의 양수 냄새를 기억한다고 볼 수 있다.

Neshat 등(2015)은 재태기간 28주에서 34주 사이에 출생한 미숙아에게 채 시 모

유 냄새의 진정효과를 보기 한 연구에서 그 반응을 보기 하여 채 5분 부터

모유 냄새를 제공하 고, 생리 반응은 채 , 채 동안, 채 후 각각 30 를 측

정하 다. Van Reempts, Wouter, De Cock과 Van Acker(1997)는 냄새 자극에 해

맥박과 산소포화도 변화를 측정 시 냄새 자극 제공 5분, 냄새 자극 제공 후 5분의

총 10분간 자료를 수집하 고 냄새 자극 제공 후 첫 30 동안은 15 간격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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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그 외에는 1분 간격으로 생리 반응 자료를 수집하 다. Hung 등(2013)은 미숙

아에게 신선한 모유냄새와 냉동 후 해동한 모유 냄새를 각각 제공한 후 생리 반응

의 차이를 평가한 연구에서 냄새 제공 과 냄새 제공 의 맥박과 산소포화도의 평

균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하 다. Soussignan 등(1997)은 출생한지 3일 된 신생아에게

바닐라, 분유 등의 인공 냄새와 모유와 양수의 자연 냄새를 제공하고 생리 반응을

살펴본 연구에서 냄새 제공 후 10 씩의 생리 반응을 측정하 다. 이와 같이 선

행 연구를 볼 때 냄새 자극에 한 생리 반응 측정 시 그 측정 간격은 연구마다 다

양하 다.

Kardas와 Güdücü(2014)는 재태기간 36주 이 에 태어난 미숙아를 상으로 어머니

가 8시간 이상 품고 있어 체취가 배어 있는 헝겊인형을 미숙아의 보육기 안에 두는

재를 퇴원 시 까지 제공한 결과 재원기간이 유의하게 짧았고, 퇴원 시 키와 체 이

작았다고 보고하 다. Yildiz, Arikan, Gözüm, Taştek n과 Budancamanak(2011)는 재

태기간 28주에서 34주 사이의 미숙아에게 장 양동안 모유냄새를 미숙아 코에서

2cm거리에 제공한 것을 하루 3회, 완 구강수유 도달 시 까지 제공한 결과 재원기간

동안 체 증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완 구강수유 환은 빨랐으며, 재원기간

도 짧았다.

C. 요약

미숙아는 자궁 내에서 충분한 후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조기에 출생하며, 출생 후

에도 생존을 해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

에 어머니의 체취나 모유냄새에 한 후각자극 없이 성장하게 된다. 모유 냄새는 양

수 냄새와 같이 미숙아에게 어머니의 냄새로 인식되는데 정서 안정과 스트 스 경

감 효과, 애착 효과 뿐 아니라 아기가 유두로 향하게 하고, 흡철 반사 자극을 통해 정

상 인 수유의 시작을 돕는다. 따라서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는 미숙아의 성장 발달

을 돕기 해 어머니의 냄새 자극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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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는 아기에게 음식이기도 하다. 음식 냄새는 장 운동을 돕는다. 미숙아는

장 기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잠재 으로 수유 불내성이나 신생아 괴사 장염과 같

이 장 계의 건강을 받고 있다. 많은 의료인들과 연구자들이 미숙아의 장

계 기능을 돕기 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분 그 근거가 불충분하

며, 일부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은 패 증 험이 높아지거나, 변 양상 변화와 같

은 부작용도 같이 보고되고 있다.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미숙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 간호 하나인 캥거루

어는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고, 어머니가 직 미숙아를 안고 있는 것은 미숙아

에게 어머니의 냄새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캥거루 어는 미숙아의

성장 발달, 생리 안정 효과 뿐 아니라 소화 기능 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캥거루 어가 임상 실무 장에서 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숙아의 감염 가능성에 한 의료인들의 우려, 미숙아가 캥거루 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충분히 좋지 않을 경우 간호사나 부모가 느끼는 두

려움, 어머니가 매번 의료기 에 직 방문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 출산

직후의 어머니는 제왕 개 수술 후 통증이나 요통, 회음 개술과 같은 통증 때문에

캥거루 어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을 고려해 볼 때,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자극을 주는 것은 장 기능

을 돕기 한 것 뿐 아니라, 시간 공간 신체 제한 이 있는 미숙아의 어머니가

미숙아 간호에 참여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미숙아들에게 어머

니의 냄새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재까지 미숙아 상으로 실시된 후각자극에 한 선행 연구는 부분이 미숙아의

후각자극 시기에 한 연구, 후각자극 기억 지속 시간에 한 연구, , 후각자극 종

류에 따른 반응을 알아보기 한 연구 다. ,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성장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한 소수의 연구에서는 재원 일수, 완 구강수유 도달, 성장 등을 변수

로 선정한 연구가 있었고, 모두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없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숙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모유를 이용한 후각자극을 제공하되, 기존 연구에서 밝 진 모유 후각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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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시기인 32주부터 재를 제공하고, 2주간의 반복 측정을 통해 미숙아의 성장

에 따라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악 하고자 하 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검토

한 것을 바탕으로 미숙아에게 제공할 모유 후각자극 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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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 기틀

본 연구는 미숙아의 성장발달은 환경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 로 하고, 후각

자극에 한 미숙아의 반응에 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념 기틀을 기술하 다.

미숙아는 모유 냄새를 어머니의 냄새로 인지하고, 선호한다. 인간은 좋은 냄새를 맡

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 편도체, 변연계가 반응하여 심리 , 생리 상태에 향을 미

치며, 이는 맥박과 산소포화도, 호흡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음식냄새는 인간의

장 계의 외분비 샘에서 침과 산의 분비를 자극하며, 내분비 샘에서 인슐린과 청

가스트린 농도를 증가시킨다. 모유냄새도 미숙아의 신체에서 같은 반응을 유발시킨다.

그 결과 장 의 순응도가 증가하고, 내용물이 소장으로 내려가 가 순조롭게

비워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잔유량으로 반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능 성숙을

진시켜 완 구강수유 도달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유 냄새는 미숙아에게 심리 , 생리 안정을 가져와 에 지

소모를 감소시키고, 장 에 향을 미쳐 양소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에 지를

장하게 하므로 결과 으로 미숙아의 성장에 향을 미치게 된다. 미숙아의 성장을 가

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체 이다.

이러한 과정은 Figure 1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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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Breast milk odor

Amygdala, Hypothalamus

Exocrine Gland Endocrine Gland

Salivary secretion↑ Insulin↑

Gastric acid secreion↑ Serum gastrin↑

Short-term

Variables

Gastric Residual

Volume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Respiration rate

Long-term

Variables

Growth – Weight gain

Development – Full oral feeding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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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했을 때 생리 반응(맥박 수, 산소포화

도 호흡 수), 구강수유 진행(잔유량, 완 구강수유 환 시기) 체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비 동등성 조군 종단 반복측정 실험연구(longitudinal

repeated measures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이다(Figure 2). 조군

은 월경 후 연령 32주 0일부터 34주 0일까지 2주간, 주 3회, 하루 2회 모유 후각자극

없이 생리 반응(오 9시, 오후 12시), 잔유량(오후 12시, 오후 3시) 자료를 자 의

무기록을 통해 수집하 다. 실험군 자료수집도 조군과 동일하며, 모유 후각자극은

생리 반응 자료수집 직후 제공하 고, 연구 상자 1명당 총 12회를 제공하 다

(Figure 2).

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perimental group X X X X X X

Control group

Day = The intervention period for 15 days from 32 week 0 day of postmenstrual age to

34 week 0 day. Day 1 is 32 week 0 day of postmenstrual age and day 15 is 34

week 0 day.

X = intervention (breast milk odor). It was given twice (9 am, 12 pm) a day in each

intervention day. So, each preterm infant was given the interventions 12 times

during 15 days.

= data collection point

Figure 2.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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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14 Jul. 2015 Dec. 2015

Control group

Retrospective Experimental group

Prospective

Figure 3. Se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B. 연구 상

본 연구의 조군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험군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J 학교 어린이병원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미숙

아를 상으로 하 다(Figure 3). J 학교병원은 1,070병상의 상 종합병원으로, 어린

이병원 신생아 집 치료실은 25병상이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 >

∙ 재태기간 28주 0일에서 32주 0일 사이에 출생한 미숙아

∙ 체 -재태기간 곡선 상 10-90백분 수인 정체 아(질병 리본부, 한소아과

학회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 치 제정 원회, 2007)

∙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 보육기 내에 있는 미숙아

∙ 장 양을 통해 모유를 공 받고 있는 미숙아

∙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미숙아

<제외기 >

∙ 재기간동안 비강캐뉼라를 통한 산소공 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미숙아

∙ 뇌실 내 출 (Intraventricular hemorrhage grade III-IV), 두개 내 출 (intracranial

hemorrhage), 뇌실주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 신생아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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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atal seizure), 뇌기능 장애, 진정제 투여 인 미숙아

∙ 신생아 괴사 장염, 입술갈림증이나 구개열 미숙아

∙ 기타 등도 이상의 선천 기형이나 질환으로 본 연구 참여가 하지 않다고

연구자가 단한 미숙아

본 연구의 각 집단 표본 수는 G-power 3.1.2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후

각자극의 효과 크기를 0.2, 유의수 .05, 검정력 0.8, 집단 수 2, 측정 횟수 12회로 하

을 때 종속변수의 차이 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실험군 10명, 조군 10명으로 총

2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4명으로 하 으며. 본 연구의 실

제 연구 상자는 실험군 12명, 조군 16명으로 총 28명이었다.

구체 인 연구 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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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Jan. 01, 2014 – Jun. 31, 2015

Enroll (n=886)

Jul. 01, 2015 – Dec. 4, 2015

Enroll (n=237)

Retrospective selection Prospective study

Out of gestational age

(n=839)

Before 27 week 6 day: 44

After 32 week 0 day: 795

Out of gestational age

(n=219)

Before 27 week 6 day: 7

After 32 week 0 day: 212

Review of inclusion

& exclusion criteria

(n=47)

Review of inclusion

& exclusion criteria

(n=18)

Exclusion (n=25)

Small for gestational age: 8

Large for gestational age: 4

Formula feeding: 4

Congenital anomaly: 3

Without feeding tube: 2

Congenital syphilis: 1

Intracranial hemorrhage: 1

Hematemesis & melena: 1

Death: 1

Exclusion (n=6)

Congenital anomaly: 2

Ventilator care: 1

Congenital syphilis: 1

Formula feeding : 2

Exclusion (n=6)

No physiological data

Inclusion (n=12)

Selection (n=16)
Figure 4. Flow chart of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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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험 처치

J 학교 어린이병원 신생아 집 치료실의 장 양 공 은 보육기 내에서 실시되

며, 오 9시부터 시작하여 매 3시간마다 하루 총 8회 실시된다. 본 연구의 실험 재

인 모유 후각자극 제공 기간은 미숙아 월경 후 연령 32주 0일부터 34주 0일까지 15일

간이었으며, 주 3회 하루 2회(오 9시, 오후 12시)로, 한명 당 총 12회의 모유 후각자

극을 제공하 다. 재 기간 시작 당시 미숙아는 안정된 상태로 호흡 보조 없이 자발

호흡이 가능하 고, 장 을 통해 양 공 을 받고 있었다.

후각자극에 사용될 모유는 미숙아의 어머니에게 사 동의를 구한 후, 미숙아의 어

머니가 유축한 모유를 모유 장팩에 담아오면, 본 연구자가 멸균 모유 장팩에 5ml

씩 소분하여 냉동하 다. 병원 정책에 따라 모유는 유축한 지 5일 이내의 것으로 사

용하며, 사용 후 남은 모유는 병동의 처리 규정에 하여 폐기하 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에 본 연구자는 냉동된 모유 5ml를 해동하기 해 60℃의 온

장고에 넣어두었다. 미숙아의 담당 간호사는 장 양 제공 비로 미숙아의 상태

안정을 해 기 귀를 교환하고, 따뜻한 융포로 미숙아를 감싼 후 좌측 를 취하여

주었으며, 모든 사 비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5분 에 완료 하 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 5분 에 미숙아의 담당 간호사가 잔유량을 10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록하 다. 이 이후 모유 후각자극 제공시까지 5분 동안은 미숙아에게 어떠한 간호

처치나 자극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숙아가 보채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모유냄새 이외의 후각자극을 최소화하기 하여 모유 후각자극 재 2분 에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을 실시한 후, 2분이 경과한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

고 60℃로 데워진 모유 5ml를 멸균 거즈에 셔 미숙아의 콧구멍에서 2cm 떨어진 곳

에 두었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 5분 후 장 양을 시작하 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 8

분 후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 모유 후각자극 제공 10분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한 후 모유 신 거즈를 제거하 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은 60℃로 데워

진 모유를 신 거즈를 좌측 로 눕힌 미숙아의 보육기 왼쪽 문을 통해 근하여 미

숙아의 콧구멍 2센티미터 거리의 둥지(nest) 에 두었다. 10분 동안 모유 후각자극을



Data

collection
Check GRV*

Started to collect

physiological data

Finish the physiological

data collection

Minute

-5 -2 0 5 10

Intervention
Diaper change

Tucking by warm

cloth and left

lateral positioning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Sterile 10cm×10cm

gauze wet with

breast milk, and the

gauze was placed on

2cm distance from

the infant’s nostrils.

Start enteral

feeding

Remove wet

gauze with

breast milk

* GRV: Gastric Residual Volume

Figure 5.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d interven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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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후 미숙아의의 왼쪽에서 근하여 모유를 신 거즈를 치웠고, 그 동안 미숙

아에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 다. 장 양이 완료되면 담당 간호사가 모유를 담

았던 주사기를 제거하 다.

장 양을 통한 수유량은 미숙아의 체 과 일 제공량, 미숙아 상태를 기 으로

담당 의사가 결정하고, 구강수유 시도는 담당 간호사가 미숙아의 흡철반사를 사정한

후 결정하 으며, 본 연구자는 여하지 않았다. 한 신생아 집 치료실 내 온도는

24-26℃, 소음은 70dB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본 연구 상 미숙아들은

모두 보육기 용 이었으며, 보육기 내부 온도는 30.5-31.5℃, 습도는 40-41%로 유

지되었다. 한 모든 미숙아들에게 체 보조를 한 둥지(nest)와, 빛과 소음 차단을

한 보육기 덮개를 용하 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 차는 Figure 5에, 모유 후각자극 제공 시 미숙아의 자세는

Figure 6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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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ositioning of participants during the intervention (A) A baby, wrapped

in cotton cloths and nest, inside an incubator, was exposed to a gauze

wet with breast milk, and the gauze was placed on 2cm from the

nostrils. (B) The baby was being fed by gastric tube while olfactory

stimulating with breast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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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 도구

1.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항목은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하 고, 재태기간, 출생 시

체 /키/두 , 미숙아의 성별, 출산유형(질식분만, 제왕 개 분만), 아 가 수(1분, 5

분), 재 시작 시 역연령 산모의 연령을 자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 다.

2. 생리 반응

생리 반응은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 상 미숙아들

은 심 도와 산소포화도를 감시하기 해 환자감시장치(model: GE, CARESCAPE™

Monitor B850)를 부착하 다. 이 환자감시장치는 맥박 수는 매 12 마다 앙값을 산

출하여 1분간의 평균을 계산하며, 산소포화도는 3 에 1번씩 측정한 값의 1분간의 평

균을 계산하고, 호흡 수는 8회 호흡시간을 측정 후 1분간의 호흡수를 계산한다. 각 자

료는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장되며, 환자의 생리 반응과 의무기록에 장된 자료

사이의 시간차는 없다. 환자 감시장치에 장된 자료는 자 의무기록과 연동되어

구 으로 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 의무기록에 장된 자료 에서 장 양 시

작 7분간의 자료를 수집하 다.

3. 구강수유 진행

구강수유 진행은 잔유량과 완 구강수유 환시기로 알아보고자 하 다.

(1) 잔유량(Gastric Residual Volume, GRV)

잔유량이란 이 장 양 시 제공했던 양액이 다음 장 양 제공 시간까지 소

화되지 않고 장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매 3시간마다 제공되는 장 양 시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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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정하 다. 미숙아의 담당간호사는 잔유량의 평가를 하여 10ml 주사기로 1ml의

공기를 주입하면서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서 장 의 치를 확인한 후 주사기의 내

을 천천히 당겨 흡인하 다. 내용물이 더 이상 흡인되지 않으면, 그 양을 확인하여

기록하 다. 기록 단 는 ml이다.

본 연구에서 잔유량은 이 장 양 시 제공량을 기 으로 측정된 잔유량을 백분

율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잔유량을 백분율로 산출한 이유는 부분의 미숙아가 3시

간에 한 번씩 하루 총 8회 장 양을 실시하지만, 섭취량은 미숙아의 체 과 건강

상태, 소화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회 섭취량은 미숙아마다 다르므로, 실제

측정된 잔유의 양(ml)보다 주입량의 백분율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 연구에서

도 미숙아의 장 기능이나 재의 효과 평가를 해 잔유량의 백분율 측정값을 사용

하 다(Chen, Tzeng, Gau, Kuo, & Che, 2013; Sangers et al., 2013). 본 연구에서 계

산한 잔유량의 백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잔유량    장 영양액제공량 

장 영양제공 시간후잔유량 ×

(2) 완 구강수유(full oral feeding) 환 시기

완 구강수유란 24시간동안 필요한 칼로리를 총정맥 양이나 장 양을 통하지

않고 젖병을 이용하여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소 130cal/kg/일을 구

강으로만 섭취한 날의 월경 후 연령(일)을 말한다.

월경 후 연령(postmenstrual age)이란 재태기간과 역연령을 더한 것을 말한다

(Committee on Fetus and Newbor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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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체 은 매일 자정, 수유 에 미숙아의 담당 간호사가 측정하 다. 체 측정은 보

육기 자체에 설치된 기기(model: Dräger Caleo)를 이용하 으며, 측정 에 기 귀를

포함한 모든 미숙아의 몸에 부착된 기기를 제거하고, 미숙아를 들어 올려 보육기에

닿지 않게 한 상태에서 체 계의 을 설정한 후, 미숙아를 보육기에 내려놓고 측

정하 으며, 측정 단 는 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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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수집 차

1. 윤리 고려

본 연구는 J 학교 병원 연구윤리 심의 원회(IRB 승인번호 : CUH2015-03-048-003)

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 다(부록 1). 연구 시작 신생아 집 치료실 담당 의

사와 수간호사에게 본 연구에 한 필요성, 목 , 차를 설명하고 조를 구하 고,

J 학교병원 간호부에도 본 연구에 한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수행과 자료수집

에 한 허락을 받았다. 한 신생아 집 치료실 간호사들을 상으로 한 집담회 시

간에 본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잔유량 측정 양 로토콜을

검하 다.

본 연구의 실험군 미숙아의 부모에게는 연구 설명문을 제공과 함께 본 연구에 해

설명을 하 다 (부록 2).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에 한 필요성, 목 , 차, 모유 수집

에 한 시 /과정/횟수,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험/불편함,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

류, 자발 인 동의/철회에 한 정보, 본 연구자의 자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제시하

다. 미숙아의 부모에게 연구에 한 설명을 한 후, 본 연구에 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연구 동의서에는 본 연구에 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것, 자발 으로

참여한다는 것, 미숙아 부모 본인의 모유를 제공한다는 것, 미숙아의 건강정보를 수집

한다는 것, 원하면 언제나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 다(부록 3). 미숙

아의 부모가 서명한 서면동의서 원본은 본 연구자가 보 하고, 사본은 부모에게 제공

하 다.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하여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는

별도 보 하고, 증례 기록지(의무기록 Review 양식)에는 개인번호를 부여하 다.

본 연구의 조군은 후향 으로 자차트에서 자료수집을 할 정이었으므로, J

학교 병원 연구윤리 심의 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군에 한 동의서는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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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과정

실험군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 생리 반응 자료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2분 부터 5분후인 장 양 시작 시 까지 총 7분간의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의 모유 후각자극 제공 시간은 오 9시와 낮 12시이고, 잔유량은 3시간

후인 낮 12시와 오후 3시의 자료를 수집하 다. 조군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

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다.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는 매 장 양 실시 직 활력징

후를 측정하고 자 의무기록에 기록하므로, 조군의 생리 반응 자료는 활력징후

측정 시각 7분간의 자료를 수집하 다. 조군의 잔유량은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낮 12시와 오후 3시의 자료를 수집하 다. 각 자료 수집 시기는 Figure 5에 제시하

다. 실험군 조군의 일반 특성, 완 구강수유 환 시기, 체 자료는 자 의

무기록을 통해 수집하 다.

F.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는 평균과 표 편차

를 산출하고 실험군과 조군의 비교를 하여 변수에 따라 교차분석 는 t-test를

실시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인 생리 반응과 잔유량의 사 동질성 검증을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다. 생리 반응 자료는 최 재 실시 2분 의

자료를, 잔유량은 최 재 직 인 오 9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유 후각자극 제공에 한 시간 경과에 따른 생리 반응과 잔유량의 변화 추세는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Model [LMM])으로 분석하 다. 고정효과는 집단, 시간

경과, 집단과 시간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하 으며, 임의효과는 출생 시 재태기간, 출생

시 체 개체로 하 고, 공분산유형은 비구조 으로 설정하 다. 생리 반응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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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각 변수의 모유 후각자극 재 2분 의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로 하

다.

추가로, 실험군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날과 제공하지 않은 날의 잔유량 비교,

모유 후각자극의 지속효과를 알기 해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날 오후 6시의 잔유

량과 제공하지 않은 날 오후 6시의 잔유량 비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모유 후각자극이 제공된 15일간의 두 집단 간 15일간 체 증가량과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를 비교하기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은 양측검정으로, 유의수 은 .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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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A. 연구 상자의 동질성 검정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는 모유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생리 반응, 구강수유 진행 체 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한 비동등성 조군 종단 시계열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재태기간, 출생 시 체 , 키, 두 , 미숙아의 성별, 출산유형

(질식분만, 제왕 개 분만), 아 가 수(1분, 5분), 모유 후각자극 제공 시작 시 역연

령(chronological age) 산모의 연령에 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해 교

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 으며,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

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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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Characteristics
Study Group (n=12) Control Group (n=16)

x2/t p
n % Mean SD n % Mean SD

Gestation age at birth (days) 211.42 9.34 209.50 6.69 0.60 .553

Birth weight (g) 1456.17 294.49 1433.13 225.19 0.23 .816

Birth height (cm) 38.44 2.56 39.13 2.81 -0.66 .515

Birth head circumference (cm) 27.16 2.08 27.54 2.20 -0.47 .643

Gender Male 10 83.3 11 68.8 0.78 .662

Female 2 16.7 5 31.3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5 41.7 8 50.0 0.19 .718

Caesarean section 7 58.3 8 50.0

Apgar score 1 min 5.83 1.53 6.13 1.71 -0.47 .644

5 min 7.50 1.09 8.13 1.41 -1.28 .213

Chronological age at the start of

intervention(day)
12.58 9.34 14.50 6.69 -0.60 .553

Age of mother 30.58 5.26 31.94 3.02 -0.8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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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 사 동질성 검정

모유 후각자극 제공 실험군과 조군의 생리 반응과 잔유량의 사 동질성 검

정을 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분

석에 사용한 자료는 최 모유 후각자극 제공 2분 의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 으며, 맥박 수(U=53.00, p=.046)의 평균 순 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산소포화도(U=94.50, p=.943) 호흡 수(U=80.50, p=.471)의 평균 순 는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군과 조군은 모유 후각자

극 제공 맥박 수를 제외한 산소포화도 호흡 수 측면에서 동질한 집단이었다.

잔유량은 최 모유 후각자극 제공 인 오 9시의 자료를 사용하 으며, 두 집단

간 모유 후각자극 제공 잔유량의 평균 순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U=92.00, p=.760).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군과 조군은 모유 후각자극 제공

잔유량의 측면에서 동질한 집단이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at Baseline (two minutes

prior to the first intervention)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Experiment

Group

(n=12)

Control

Group

(n=16)

Mann-

Whitney

U

p

Mean SD Mean SD

Heart Rate (BPM) 136.00 11.97 146.94 17.02 53.00 .046

Oxygen Saturation (%) 92.83 18.91 97.44 2.73 94.50 .943

Respiration Rate (/min) 54.75 17.29 47.94 10.06 80.50 .471

GRV at 9am (%) 2.17 6.10 1.56 4.72 92.0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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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설 검증

1. 생리 반응

가설 1.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과 조군의 맥박 수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의 산소포화도가 높을 것

이다.”

가설 3.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의 호흡 수가 증가할 것

이다.”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의 모유 후각자극 제공 후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은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 변수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해 선형혼

합모형을 이용하 다. 사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시 맥박 수가 실험군과 조군

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1 분석 시 모유 후각자극 제공 2분 의 맥박 수, 출생

시 재태기간 출생 시 체 을 공변수로 지정하 다. 가설 2와 3 분석 시에도 출생

시 재태기간, 출생 시 체 뿐 아니라 모유 후각자극 제공 2분 의 산소포화도, 호흡

수를 각각 공변수로 지정하 다.

모유 후각자극에 따른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의 두 집단 간,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집단과 시간의 상호 교호작용에 한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따라서 가설 1, 2, 3은 모두 기각되었다. 즉, 생리 반응의 변화 양상은 실험군

과 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3).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한 그

래 는 Figure 7-A, 7-B, 7-C에 제시하 다. 맥박 수는 실험군과 조군 간의 변화양

상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산소포화도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시 부터 기울기가 증가

하 다가 모유 후각자극 2분 후 부터 감소하 고, 호흡 수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1분

후부터 기울기가 증가하 다가 모유 후각자극 3분 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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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유 후각자극 제공 1분 부터 5분 후까지 각 시 별 평균 순 차이를 비교

하기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을 때, 맥박 수와 호흡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산소포화도에서는 실험군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시작부터 1분까지의 시 과(U=10631.50, p=.044), 기울기가 감소하는 모유 후각자극 2

분 후부터 3분까지의 시 (U=9876.00, p=.004)의 산소포화도 변화량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Table 3. The Physiological Responses on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Source Numerator df Denominator df F p

Heart Rate

Intercept 1 24.07 11982.83 < .001

Group 1 24.07 1.64 .212

Time 6 2213.60 0.93 .470

Group*Time 6 2213.60 0.21 .973

Oxygen Saturation

Intercept 1 26.05 64317.65 < .001

Group 1 26.05 0.07 .787

Time 6 2176.99 0.53 .782

Group*Time 6 2176.99 1.31 .248

Respiration Rate

Intercept 1 35.42 1370.14 < .001

Group 1 35.42 0.05 .833

Time 6 2213.11 0.71 .644

Group*Time 6 2213.11 0.11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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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A. The trend in heart rate change by olfactory stimulation between two

groups from 1 minute before the intervention to 5 minutes after

(with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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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B. The trend in oxygen saturation change by olfactory stimulation

between two groups from 1 minute before the intervention to 5

minutes after (with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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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C. The trend in respiration rate change by olfactory stimulation between

two groups from 1 minute before the intervention to 5 minutes after

(with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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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arison of Physiological Response Between Two Groups Per Each Minute

Experiment Group

(n=12)

Control Group

(n=16)
Mann-Whitn

ey U
p

Mean SD Mean SD

Heart Rate

pre 1 min – olfactory stimulation 0.59 7.55 0.45 9.60 12535.50 .961

olfactory stimulation-post 1 min -0.91 8.58 -1.55 9.17 11979.00 .468

post 1 min – post 2 min 0.53 8.66 -0.29 9.02 12081.00 .710

post 2 min – post 3 min 0.58 7.90 1.23 9.68 12474.50 .995

post 3 min – post 4 min -1.79 8.47 -0.89 9.67 11467.00 .216

post 4 min – post 5 min -0.51 7.81 -0.51 9.65 11910.50 .486

Oxygen Saturation

pre 1 min – olfactory stimulation 0.32 3.82 0.11 2.09 11428.50 .319

olfactory stimulation-post 1 min -0.64 3.56 0.21 2.54 10631.50 .044

post 1 min – post 2 min -0.14 1.99 0.08 3.47 11667.00 .666

post 2 min – post 3 min 0.54 2.10 -0.09 3.48 9876.00 .004

post 3 min – post 4 min -0.02 2.82 -0.38 2.45 11271.00 .342

post 4 min – post 5 min 0.17 2.64 0.13 2.60 11396.00 .429

Respiration Rate

pre 1 min – olfactory stimulation 1.32 13.23 1.50 11.93 12409.00 .839

olfactory stimulation-post 1 min 0.47 15.38 0.69 11.63 12391.00 .913

post 1 min – post 2 min -0.92 13.70 -0.26 12.77 11799.50 .473

post 2 min – post 3 min -0.46 13.31 0.04 13.64 12327.50 .852

post 3 min – post 4 min 0.52 11.70 -0.70 12.15 11558.00 .260

post 4 min – post 5 min 0.17 14.19 0.51 12.85 12156.00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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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유량

가설 4.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잔유량이 을 것

이다.”

잔유량의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변화 양상은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

로, 각 변수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해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 다. 분석 시 출생

시 재태기간과 출생 시 체 을 공변수로 지정하 다. 두 집단 간(F=4.41, p=.015) 잔유

량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 횟수에 따라(F=1.03, p=.418), 집단과

시간의 상호 교호작용에 한 효과(F=0.78, p=.749)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5).

Table 5. The Effect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Gastric Residual

Volume

Source Numerator df Denominator df F p

Intercept 1 19.85 24.43 < .001

Group 1 92.93 4.41 .015

Trials 11 415.39 1.03 .418

Group*Trials 11 415.40 0.78 .749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잔유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그래

는 Figure 8에 제시하 다. 잔유량은 재 횟수에 따른 일 된 경향이 보이지는 않으

나, 부분의 조군의 잔유량이 실험군의 잔유량보다 많았다.

조군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재 시기에 잔유량이 증가하 는데, 본 연구자가

각 상자의 해당 시기 자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자마다 모두 잔유량 자료를

수집한 날짜가 달랐고, 건강상태에 특별한 변화 없이 양호한 상태 다. 한,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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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한명이 세 번째 재 시기에 이 장 양 주입량 18ml 잔유량이

13ml가 측정되어 잔유량 백분율이 72.2% 는데, 다른 자료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여

서 이 자료는 삭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 고(Table 5), 그래 에서도 해당 자료는 삭

제하 다(Figure 9). 실험군의 잔유량은 그래 체 으로 조군보다 은 양이었으

나 열한 번째 재 시기에는 조군보다 실험군의 잔유량이 증가되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군 6번 상자가 11번째 재가 실시 된 오 9시부터 낮 12시 사

이의 3시간동안 간헐 으로 호흡 상태가 불안정해져 산소포화도 감소와 호흡 수 증가

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11번째 잔유량이 14%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자와 담당 간호

사는 6번 상자가 모유 후각자극 재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

라고 단하여 오후 12시 재를 진행하 고, 이 시기의 잔유량은 6번 상자의 일시

인 호흡 불안정 상태가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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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trend of percentage of gastric residual volume by olfactory

stimulation between two groups (with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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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실험군 내에서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했던 날과 제공하지 않았던 날의 잔유

량의 차이 분석을 해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 다

(Table 6). 실험군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했던 날의 낮 12시와 오후 3시 잔유량의 평

균은 0.61이고,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하지 않았던 날의 낮 12시와 오후 3시 잔유량의

평균은 2.40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Z=-2.80, p=.005).

한 모유 후각자극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하여 모유 후각자극이

있었던 날과 없었던 날의 오후 6시 잔유량의 차이를 분석하 는데,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했던 날의 평균은 0.87,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하지 않았던 날의 평균은 0.91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0.11, p=.917). 따라서 모유 후각자극 효과는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6시간 후인 오후 6시까지는 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The Comparison of Gastric Residual Volume in the Experimental Group

Between Intervention Day and Without Intervention Day (n=12)

Variables

Intervention

day

No intervention

day
Z p

Mean SD Mean SD

GRV at 12pm and 3pm (%) 0.61 1.25 2.40 2.02 -2.80 .005

GRV at 6pm (%) 0.87 3.66 0.91 4.30 -0.11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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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 체

가설 5.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완 구강수유 도달

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 것이다.”

가설 6.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체 증가량이 클 것

이다.”

가설 5와 6을 검정하기 하여 두 집단의 완 구강수유 환 시기, 15일간 체 증

가의 평균 순 비교를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다. 완 구강수유

환 시기의 월경 후 연령은 실험군은 평균 241.42일이었고, 조군은 240.38일이었으

며,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U=81.00, p=.485). 15일간 체 증가

는 실험군은 평균 349.25g이었고, 조군은 395.81g이었으며,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U=78.00, p=.403). 따라서 가설 5와 6은 기각되었다(Table 7).

Table 7. The Comparison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and Body Weight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Experiment

Group

(n=12)

Control

Group

(n=16)

Mann-

Whitney

U

p

Mean SD Mean SD

Postmenstrual age at full

oral feeding (days)
241.42 5.40 240.38 10.38 81.00 .485

Weight gain for 15 days (g) 349.25 136.56 395.81 140.30 78.0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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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미숙아들은 자궁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조기에 출생하여 신생아 집 치료

실에서 장기간 치료와 간호를 받기 때문에 만삭아와 달리 입원 어머니의 체취나

모유냄새와 같은 후각자극을 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미숙아들에게 모유 후각자극을

15일간 총 12회 제공하고, 이 재가 생리 반응과 구강수유 진행, 체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비 동등성 조군 종단 반복측정 실험연구(longitudinal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이다. 본 장에서는 각 변수들에 한 고찰과 연구의

제한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A. 모유 후각자극의 생리 반응

모유 후각자극에 한 생리 반응으로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를 분석하

다.

미숙아의 맥박은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 유무

와 시간의 상호 교호 작용에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

래 에 의하면 실험군은 모유 후각자극 제공 후 3분 동안 큰 변화 없이 안정된 흐름

을 보 다. 후각자극이 맥박 수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 연구는 그 수가 다.

Hung 등(2013)은 미숙아가 냉동했던 모유보다 신선한 모유를 더 좋아하 는데,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신선한 모유냄새를 맡게 했을 때 냉동 후 해동한 모유

냄새보다 맥박 수의 변화가 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냉동한 모유를 해동하여

후각자극 재에 사용하 기 때문에, 신선한 모유로 재를 제공하 을 때에는 맥박

의 안정성이 조군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an

Reempts 등(1997)은 미숙아에게 스트 스를 유발하기 한 후각 자극으로 알코올 냄

새를 맡게 한 결과 맥박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즉, 미숙아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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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냄새를 맡으면 맥박은 증가하고, 좋은 냄새를 맡으면 맥박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재로 제공한 모유 후각자극은 미숙아의 맥박을 변화시

키지 않았으므로, 미숙아에게는 스트 스 자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숙아의 산소포화도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

유무와 시간의 상호 교호 작용에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

낸 그래 에서는 실험군이 모유 후각자극 제공시부터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이 시 의 평균 순 검정에서 실험군은 조군 보다 산소 포화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한 모유 후각자극 제공 2분 후부터 3분 후까지 그래 상 실험군의 증

가하 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이 수 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 는데, 이 시

의 평균 순 검정 시 실험군의 산소 포화도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선

행 연구에서 좋은 냄새는 뇌 산소화를 증진시킨다고 하 다. Aoyama 등(2010)은 만

삭아 18명을 모유 수유하는 집단과 모유와 분유의 혼합수유를 하는 집단으로 나 어

모유 냄새와 분유 냄새를 주었을 때 두엽의 뇌 산소화 정도를 측정하 는데, 집단

과 상 없이 모유 냄새에서 뇌의 산소화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뇌의 산소화 정도

는 냄새의 강도와 상 이 없었다고 하 고, Bartocci 등(2000)은 21명의 만삭아에게

유 냄새와 바닐라 냄새를 제공했을 때 물 냄새를 맡게 한 조군보다 산소포화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유 후각 자극 시 산소포

화도 변화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선행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그러므로 모유

후각자극은 본 연구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숙아의 호흡 수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 유

무와 시간의 상호 교호 작용에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래 에서는 실험군의 호흡 수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1분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

다가 4분 후에 원래 수 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 고, 반면, 조군은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각 시 별 평균 순 검정에서도 모유 후각자극 1분 후부터 3분 후까지는

실험군의 호흡 수가 조군의 호흡수가 많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간

은 후각 자극이 제공되었을 때 냄새를 맡기 하여 호흡 주기가 짧아지므로 호흡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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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Buonviso, Amat, & Litaudon, 2005). 선행 연구에서는 모유나 분유를 먹는

아기에게 자기가 먹는 모유 냄새나 분유 냄새를 맡게 하면 호흡 수가 증가한다고 하

고(Soussignan et al., 1997), 반면, Van Reempts 등(1997)은 신생아에게 알코올 냄새를

맡게 한 결과 호흡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하 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모유 후각자극 제공 후 2분 간 호흡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후각자극 제공 수 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한 모유 후각자극 재 구성 시 생리 반응의 측정 시간을 결정하고

자 선행 문헌을 살펴본 결과 평균 산출 시간이 1 , 10 , 30 , 1분 등 각 연구마다

측정 간격이 다양하 다(Aoyama et al, 2010; Neshat et al., 2015; Van Reempts et

al., 1997; Hung et al., 2013, Soussignan et al., 1997). Aoyama 등(2010)의 연구에서

는 매 1 간격으로 측정하 을 때 뇌의 산소화 반응이 냄새 제공 시 에서 30 지

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Hung 등(2013)은 30

간격으로 측정하 는데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환자감시장치의 생리 반응을 1분 단 로 산출하 으므로, 모유 후각자극

에 한 미숙아의 생리 반응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생리 반응의 측정 주기를 더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실험군 남아의 비율은 83.3%로 12명 2명만이 여아 으며, 조군

은 16명 5명이 여아 다. Makin과 Porter(1989)는 자신의 연구에서 여자 아기는 남

자 아기보다 수유 인 여성의 유방냄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여아 수가 은 것이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후, 미숙아

성별에 따라 모유 후각자극에 한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모유 후각자극에 한 생리 반응으로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를 알아보았는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 의 변화에 의하면 맥박은 안정되고, 산소포화도와 호흡 수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 고, 산소포화도의 경우 모유 후각 자극에 한 반응으로 산소포화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두 시 에서 조군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모유 후각자극

은 스트 스 반응인 맥박 수 증가와 같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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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므로, 미숙아

에게 스트 스를 유발하지 않는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된다.

B. 구강수유 진행 체

미숙아의 잔유량은 모유 후각자극 제공 여부에 따라 실험군과 조군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재 횟수와 재 유무와 시간의 상호 교호 작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

구의 상자 선정 시 동질성을 유지하기 하여 선정 기 과 제외기 을 마련하고 그

기 에 부합한 연구 상자들을 선정하 으나, 선정된 상자들 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 다. 를 들어, 같은 재태기간과 비슷한 출생 시 체 의 미숙아이면서 특별한

건강문제가 없더라도 각 미숙아마다 흡철 반사의 강도나, 소화 기능은 차이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모유 후각자극 제공시에도 흡철 반사와 같은 후각자극

에 한 반응의 크기도 미숙아마다 다양하 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개인 차이가

잔유량에도 향을 수 있으므로, 미숙아의 개인 기질 차이를 상쇄시키기 하여

같은 실험군 내에서 재를 제공한 날과 제공하지 않은 날의 잔유량을 추가로 분석하

다. 먼 모유 후각자극이 재를 제공하지 않은 다음날의 잔유량에도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하여 후각자극을 제공받은 날과 제공받지 않은 날 오후 6시 잔유량

의 평균 순 비교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모유 후각

자극을 제공한 시간이 오 9시, 오후 12시이며, 오후 6시 잔유량에는 재가 있었던

날과 없었던 날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모유 후각자극 재의 지속시간은 6시간 이내

인 것으로 생각되며, 모유 후각자극이 재를 제공하지 않은 그 다음 날까지는 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 실험군의 후각자극을 제공받은 날의 오후 12시

와 오후 3시 잔유량과 후각자극을 제공받지 않은 날의 오후 12시와 오후 3시 잔유량

을 비교했을 때, 후각자극을 제공받은 날의 잔유량의 평균 순 가 유의하게 었으므

로 개인 기질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같은 집단에서도 모유 후각자극은 잔유량

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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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에서 후각 기능을 마비시킨 개의 장 계 분비기능은 하게 억제되지

만, 다른 부 의 뇌 제술을 받은 개는 장 계 분비기능에 변화가 없었고(Schapiro

et al., 1971; Smith, 1995), Sagheddu 등(2010)은 쥐를 상으로 한 후각 신경 연구에

서 후각자극이 의 섬모층에 향을 주어 연동운동을 증진시킨다고 하 으나, 인간

이나 미숙아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

자극을 제공했을 때 생리 반응은 스트 스를 유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잔유량은 모유 후각자극 제공했을 때가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

다 었다. 미숙아들은 자궁 외 환경에 응하는데 가장 큰 과제 하나가 수유이다.

미숙아의 구강수유 훈련 동안에는 흡철, 삼킴 연하 반사의 조화가 미숙하여 산소

포화도 하 호흡 수 증가와 같은 불안정한 호흡상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로 인한 에 지 소모가 소화기능 하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미숙아들에서

잔유량이 많은 경우 식을 하거나 수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생아 괴사 장염이나

수유곤란증과 같은 합병증을 방하고자 하는데, 이는 성장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따

라서 임상 장에서 수유 미리 모유 냄새를 제공한다면 미숙아에게 스트 스를 유

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장기능 미숙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으로는 성장발달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과 제공하지 않은 조군의 완 구강

수유 도달 시기와 2주간 체 증가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

구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Yildiz 등(2011)의 연구에서는 총 80명의 미숙아를 두 집단으로 나 어 실험군 미숙아

40명에게 모유냄새를 제공하 고, 그 결과 실험군의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가 더

빨랐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Yildiz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재를 하루 3회 완 구강수유 도달시기까지 매일 제공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미숙아들이 34주 이후 완 구강수유에 도달하기

때문에 모든 실험군에게 동일한 양의 재를 제공하기 해 재 기간을 32주 0일부

터 34주 0일까지 15일간으로 제한하 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재 기간이 명확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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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의 재량이 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표본 수도 본 연구

에서는 실험군이 12명으로 더 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반

하여 더 많은 상자에게 충분한 재를 제공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

겠다. 한 체 증가정도는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표본 수를 크게 하고,

재량을 크게 하여 반복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험군은 향 으로, 조군은 후향 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따라

서 조군 선정 시 선택의 편견 발생을 감소시키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군 선

정 기간 내의 미숙아 본 연구의 상자 선정 기 에 맞는 미숙아 수를 본 연구

의 조군으로 포함시켰다. 한 본 연구가 수행된 어린이 병원은 2013년 6월에 이

한 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보육기와 환자 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돌 을 제공하고 있

었다. 신생아 집 치료실 환경은 온도는 25℃, 습도 50%, 소음 80dB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보육기에는 보육기 커버와 체 보조기구(nest)를 용하고 있었다. 이

러한 환경은 조군 자료수집 시기인 2014년 1월부터 재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실험군과 조군은 유사한 환경에서 돌 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군은 과거 자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 으므로 모유 후각

자극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미숙아의 흡철반사나 후각자극에 한 행동반응과 같은

자 의무기록에 없는 새로운 변수를 선정할 수 없었다. , 본 연구에서 미숙아들에

게 제공한 모유 냄새는 미숙아의 성장발달 증진을 한 후각 자극의 하나로서 제공한

것이나, 신생아 집 치료실에는 본 연구에서 제공한 모유냄새 외에도 많은 후각자극

이 존재한다. 국내 신생아 집 치료실의 후각 환경에 한 연구는 없으나 Kuhn,

Astruc, Messer와 Marlier(2011)는 랑스의 형병원 신생아 집 치료실의 후각 환

경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이미 병원성 자극제로 알려져 있는 손소독제,

반창고 제거제, 는 기도 삽 시 사용되는 윤활제, 잠재 병원성 자극제로 알

려져 있는 보육기 소독제, 음 탐침 소독제, 제 간호 피부 소독제, 기타 병원

성 냄새로 손 생을 한 비 , 신생아 목욕 비 , 둔부간호를 한 물품들의 총 9개

분류 76종의 다양한 인공 병원성 냄새(synthetic nosocomial odours)에 노출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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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분의 이런 물품들은 신생아들의 건강과 안 에 도움을 주기 하여 사용하며,

취약한 신생아일수록 더 많은 치료와 재가 필요하 고, 더 많은 병원성 냄새에 노

출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노출되는 냄새는 액상 알코올성 손소독제 으며, 특히 손소

독제가 덜 마른 상태에서 알코올 기체가 더 많이 발산되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

극 인 냄새는 신생아의 호흡 수를 감소시켰고(Marlier, Sachaal, Gaugler & Messer,

2001), 병원에서 사용되는 소독약이나 반창고 제거제와 같은 나쁜 냄새가 뇌 산소화를

해하 으며(Bartocci et al., 2001), 미숙아에게 스트 스 자극으로 알코올 냄새를 맡

게 하면 맥박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Van Reempts et al., 1997). 본 연구가 수행

된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도 미숙아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이 에 손소독을 하여 클

로르헥시딘 물비 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거나, 알코올성 손소독제를 사용하며,

음 탐침 소독제, 제 간호 피부소독제 등 다양한 병원성 냄새가 미숙아에게

향을 미쳤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조군과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기 하여 모유

후각자극 외에 다른 후각자극을 통제할 수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병원성 냄새

가 실험군에 제공한 모유 후각자극의 재 강도를 상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

C. 연구의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인간은 성장발달을 하는데 환경의 향을 받는다는 과학 근거를 토 로, 미숙아

의 성장발달을 한 모유 후각자극을 용해 으로써 미숙아의 후각자극의 효과에

한 발달간호에 한 지식체를 확장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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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연구 측면

미숙아의 발달간호에 한 연구는 미숙아의 각, 정,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분야

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효과도 검증되었으나 후각 분야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미숙아의 후각 자극의 효과를 확인하기 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간호실무 측면

미숙아의 후각 발달 재는 임상 실무에서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분야로, 본 연

구를 통해 미숙아에게 용할 수 있는 후각 발달 재 개발의 기 를 마련하 다.

기존에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한 다양한 재가 개발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

나, 실제 임상실무에서는 바쁜 업무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임상 실무에서 활

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재는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자극

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미숙아의 장 양 간단하게 용할 수 있

으므로, 실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유 후각자극 재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재

로 모든 미숙아들에게 용할 수 있어 그 실용 가치가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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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증진하고자 선행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모유 후각자

극 로토콜을 구성하고, 미숙아의 생리 반응, 구강수유 진행 체 이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후각 기능이 완성되었으면서 장 을 통해 양공 을 받는 연구 상자를 선정하기

하여 재태기간 28주에서 32주 사이에 출생한 미숙아를 상으로 하 고, 조군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출생한 미숙아 16명을 상으로 자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수집 하 고, 실험군은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출생한 미숙아 12명을

상으로 각 미숙아마다 하루 2회, 주 3회, 15일간 총 12회의 모유 후각자극 재를

제공하고, 조군과 마찬가지로 자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재의 효

과를 평가하기 해 생리 반응 변수로는 맥박 수, 산소포화도 호흡 수를, 구강수

유 진행 변수로는 잔유량과 완 구강수유 도달시기를, 성장 변수로는 재가 제공된

15일 동안의 체 증가량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과 조군의 맥박 수의 변화 양상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선형혼합모형 분석결과 집단(F=1.64, p=.212), 시

간(F=0.93, p=.470),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0.21, p=.973)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가설 2.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과 조군의 산소포화도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선형혼합모형 분석결과 집단(F=0.07,

p=.787), 시간(F=0.53, p=.782),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1.31, p=.248)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유 후각자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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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1분 후까지의 시 과(U=10631.50, p=.044), 모유 후각자극 2분 후

부터 3분까지의 시 (U=9876.00, p=.004)의 산소포화도 변화량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가설 3.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과 조군의 호흡 수의 변화 양상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선형혼합모형 분석결과 집단(F=0.05, p=.833), 시

간(F=0.71, p=.644),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F=0.11, p=.995)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가설 4.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잔유량이 을 것

이다.”는 선형혼합모형 분석결과 집단(F=4.41, p=.015)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횟수(F=1.03, p=.418),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

(F=0.78, p=.749)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실험군 내에서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했던 날과 제공하지 않았던 날의 잔유량의 차이 분석

을 해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모유 후

각자극이 있었던 날 잔유량의 평균은 0.61이고, 모유 후각자극이 없었던 날

의 평균은 2.40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Z=-2.39,

p=.017).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가설 5.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빨리 완 구강수

유에 도달할 것이다.”는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U=81.00, p=.485).

가설 6. “어머니의 모유 후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체 이 빠르게 증

가할 것이다.”는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U=78.00, p=.403).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공한 모유 후각자극은 미숙아의

잔유량을 감소시켰고, 산소포화도를 증가시켰으나, 맥박 수, 호흡 수, 완 구강수유

도달 시기와 체 증가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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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추후 연구 방향을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 연구 측면

첫째, 본 연구는 상자 모집에 제한이 있어 조군은 후향 으로, 실험군은 향

으로 진행하 기 때문에 미숙아의 모유 후각자극에 한 효과를 알아보기 해 다양

한 변수를 선정할 수 없었고, 병원성 냄새와 같은 미숙아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후각 자극도 통제하지 못하 으므로, 모유 후각자극의 효과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향 연구를 계획하

여 모유 후각자극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실험군의 성별이 부분이 남아 으며, 남아는 여아에 비해 후각자극에 한

반응이 작으므로 모유 후각자극의 효과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상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모유 후각자극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선행 연구를 통해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돕는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발달

재와 후각자극 재를 통합 으로 구성한 통합 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 이론 측면

미숙아의 성장발달에는 감각자극이 필수 이다. 미숙아에게 제공하는 감각자극은

미숙아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성장발달에 효과 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서는 후각자극 재 시기 연구에 비해 미숙아에게 한 후각자극 재량과 재 방

법을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미숙아 후각자극 재에

한 이론 지식체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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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실무 측면

첫째, 간호 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는 표본수가 작고, 단일 기 에서 수행된 연구

이므로 일반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유 후각자극은 미숙아의 잔유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

다. 따라서 미숙아에게 모유 후각자극을 용하기 한 임상 실무 장에 맞춘 재

로토콜을 개발하고 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국내 신생아 집 치료실의 후각환경은 아직 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생아

집 치료실 간호사들은 미숙아들이 신생아 집 치료실 입원 기간 동안 받는 후각자극

의 종류와 빈도를 알아보고, 미숙아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스

트 스를 유발하거나, 성장에 해가 되는 후각자극은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고, 미숙

아의 성장 발달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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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상자 설명문

연구 상자 설명문

[연구제목]

모유 후각자극이 미숙아의 구강수유와 체 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박사학 논문을 해 학술 인 목 으로 시행되는 연구로서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 , 차 등에 해 반 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마

련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에 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한 피험자 동

의서에 서명한 후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게 됩니다.

1. 연구 배경 목

본 연구는 미숙아가 어머니의 모유 냄새를 맡았을 때 미숙아의 구강수유와

체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입니다.

2. 연구 상자 수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월경 후 연령 32주에 해당되는 약 20명의 미숙아를 상으로 실

시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귀하의 자녀(미숙아)는 장

양시 어머니의 모유냄새를 맡게 되며, 모유냄새는 하루 2회, 주 3일, 총 15일

간 제공됩니다.

3.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모유냄새는 어머니의 양수 냄새와 비슷하여 아기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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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는 반사를 자극하여 빠른 구강수유를 돕고, 어머니에 한 애착 형성을 돕

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지식을 근거로 구

강수유와 체 증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귀하의 자녀(미숙아)는 장 양 시 제공되는 모유냄새 뿐

아니라 재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치료와 간호는 변함없이

제공받게 되며, 그 외 특별한 이익은 없습니다.

4. 신원에 한 비 보장

본 연구에 필요하여 수집되는 귀하의 정보는 비 이 보장되며,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출 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

정보는 비 로 유지됩니다. 단, 본 연구를 리 감독하는 기 생명윤리 원회

(IRB)는 연구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해 귀하의 비 보장을 침

해하지 않고 련 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귀하의 의무기록을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에 서명하면 귀하는 기 생명윤리 원회(IRB)가 귀하

의 자료를 직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5. 연구의 도 탈락

귀하는 연구 과정 언제든지 자의로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연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에 그만

두시더라도 귀하의 자녀(미숙아)에 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

며,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치료와 간호는 변함없이 제공받게

됩니다.

6. 연구 담당자

본 연구에 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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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연구에 해 연구의 목 , 방법, 기 효과, 가능한 험

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내용 등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해하 으며, 모든 궁 한 사항에 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 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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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in preterm infants

Lee, EunJ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fants normally grow and develop with environmental stimulations. However,

preterm infants are not able to receive olfactory stimulations such as the mother’s

breast milk odor while they are cared in NICU.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and longitudinal repeated

measur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olfactory stimulation with breast milk on

physiological responses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oral

feeding progression (gastric residual volume (GRV) and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and body weight.

The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28 healthy preterm infants who were treated in

NICU with gestational age 28 weeks 0 day and 32 weeks 0 day; the control group

included 16 infants treated between January 2014 and June 2015 and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d 12 infants treated between July 2015 and December

2015. A total of 12 times of olfactory stimulation with breast milk was provided

over 15 days, from postmenstrual age 32 weeks 0 day to 34 weeks 0 day, 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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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9AM and 12 PM) and 3 times a week. Data of the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collected for 7 minutes, from 2 minutes prior to the intervention to 5

minutes post to the intervention. GRV was measured at midday and 3PM. The

increase of body weight over the study period and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were collect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Data of the control

group were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EMR.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eart

rates,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s of the preterm infants depending on

the groups, by the lapse of time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s and the

time. But, the oxygen saturation increased from the point of the intervention to 1

minute after the intervention and then began to decrease 2 minutes after the

intervention to 3 minutes after the intervention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addition, GRV the experiment group was significantly less

that of the control group.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GRV of the experimental

group on the days with and without the intervention shows that the GRV on the

days with the intervention was significantly le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crease of body weight and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stable heart rates during and after the

intervention imply that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is

not a stressor to preterm infants and the intervention is effective to reduce GRV

and promote digestive function without inducing distress to the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preterm infants, breast milk odor, olfactory, physiological response,

oral feeding,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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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요약

The effect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in preterm infants

Lee, EunJ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A preterm infant is defined as a baby born alive before 37 weeks of pregnancy

are completed. Premature birth rate is reported to be 12% in developing countries

and 9% in developed countr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5). In

Korea, preterm infants in 2014 was 29,086 among a total of 435,435 newborn

babies (6.68%), which was greatly increased compared to 19,232 preterm infants

out of 715,020 newborn babies (2.55%) in 1995 (Statistics Korea, 2015). The

increasing number of preterm infants is thought to be due to late childbearing,

increasing artificial pregnancy secondary to increasing infertility,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increasing multiple births (Anh, 2012).

Premature infants are difficult to maintain body temperature. They can’t regulate

body temperature effectively due to large body surface area (BSA) and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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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utaneous layer. Appropriate nutritional intake is also challenging because

gastrointestinal function, sucking reflex and coordination are premature.

Furthermore, a lack of surfactant, weak accessory muscles of respiration and

premature autonomic regulation cause unstable respiration and vital signs and

increase the risks of brain hemorrhage, hypoxic-ischemic damage and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Besides, other disorders such as anemia and metabolic

disorders including abnormal blood glucose regulation and jaundice may easily

occur and the risk of septicemia is high because the immune system is still

premature. Hence, adaptation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fter birth and the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are complicat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Preterm infants are exposed to malnutrition when oral feeding progression is

slow due to premature gastrointestinal dysfunction, a lack of digestive enzyme and

premature sucking and the coordination of swallowing. Feeding intolerance refers

to inability to intake or digest feeding without aspiration, infection or

gastrointestinal problems and is manifested by abdominal distension, vomiting and

gastric residuals. Especially a large volume of gastric residuals and bile or bloody

color of gastric residuals are used as early signs of neonatal necrotizing

enterocolitis (Gertino et al., 2009; Cobb, Carlo, & Ambalavanan, 2004; Kanto,

Hunter, & Stoll, 1994). Since insufficient nutritional intak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researches on various

interventions such as mixing prebiotics or probiotics with breast milk (Armanian

et al., 2014) and mixing insulin with breast milk (Schulman, 2002) were conducted.

However, these approaches let preterm infants exposure to other risks such as

changes of bowel movement or septicemia (Mugambi, Musekiwa, Lombard, Young

& Blaauw, 2012; Asmerom, Crowe & Marin ,2015)

The effects of kangaroo care involving the mothers to take care of preterm

infants have been proved in various aspects. It helps stabilize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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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tion rate and oxygen saturation and maintain body temperature. It made

weight gain quicker and promoting reinforced mother-infant attachment (Dodd,

2005).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y Patel and Shah (2012) demonstrated that

kangaroo care reduced the prevalence of neonatal necrotizing enterocolitis and a

case report by Roller (1999) described that kangaroo care facilitated smooth

feeding without reflux in babies who would vomit during feeding and severely

whimper. Nevertheless, there are barriers to apply kangaroo care in the clinical

practice although its effects have been proved. Nurses or parents may feel fear

when providing cares to unstable preterm infants and mothers may have physical

limitations to maintain the position to provide kangaroo care due to backache after

caesarean section and pain caused by episiotomy after vaginal delivery. In addition,

it is infeasible to apply to working parents because mothers have to visit NICU

regularly and spare some time (Blomqvist, Frӧlund, Rubertsson, & Nyqvist, 2013).

Considering these barriers in reality, we need to develop interventions to minimize

these barrier, to provide holistic care and to assist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Olfactory stimulation affects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Pleasant odor

stabilizes the heart rate of a preterm infant (Hung, Hsu, & Chang, 2013), increases

oxygen saturation (Aoyama et al., 2010; Bartocci et al., 2000) and respiration rate

(Soussignan, Schaal, Marlier, & Jiang, 1997). Another study reported that a

preterm infant is able to recognize breast milk odor because a fetus learns the

odor of the mother through amniotic fluid, thus, breast milk feeding can be

initiated by directing a baby towards the nipple and has a soothing effect as well

as help form mother-infant attatchment (Porter & Winberg, 1999). Olfactory

function matures around 28 weeks gestation (Bingham, Abassi, & Sivieri, 2003)

and a fetus is able to respond to odor after 32 weeks gestation (Sarnat, 1978).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it can be said that breast milk odor is the most

natural odor to preterm infants. Most of previous studies regarding ol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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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on of preterm infants were about the responding time to olfactory

stimulation or the responses of preterm infants to different types of olfactory

stimulatio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evidence on the effects of olfactory

stimulation on the health or the growth &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The

odor of food increases the secretion of gastric acid, serum gastrin, salivary

secretion and insulin by stimulating the exocrine gland and endocrine gland and

helps digestion, and, in infants, it stimulates behaviors related to digestion such as

sucking reflex and rooting reflex (Feldman & Richardson, 1986; Makin & Porter,

1989; Porter, Makin, Davis, & Christensen, 1991). Thus, olfactory stimulation by

pleasant odor such as breast milk odor can be considered to reduce feeding

intolerance of preterm infants.

Henc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its effects on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by repeatedly providing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to preterm infants with 32 weeks postmenstrual age and analyzing

longitudinally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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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of the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and the hypotheses were as follows.

Hypothesis 1. There will be difference in the changing patterns of heart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has been

provided and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2. The oxygen satur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3. The respiration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4. The GRV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olfactory stimulations

with breast milk will be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5.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ill be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6. The increase of body weight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ill be grea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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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framework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are affected by the environments and literature

reviews (Figure 1).

Preterm infants perceive the odor of breast milk as the odor of their mothers

and prefer it to others. With odor of food, the secretions of salivary and gastric

acid are stimulated by the exocrine gland and the concentrations of insulin and

serum gastrin are increased by the endocrine gland. Breast milk is considered as

the best nutritional source for preterm infants and induces the same responses. As

a result, gastric accommodation increases and gastric emptying becomes smooth

as food goes down to the intestines. This progression is reflected by gastric

residual volume and facilitates the gastrointestinal function to achieve full oral

feeding.

Furthermore, pleasant odor stimulates the hypothalamus, amygdale and limbic

system affecting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atus which can be evaluated by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The odor of breast milk affects gastrointestinal function and increases the

absorption of nutrition. In addition, it is also associated with energy consumption

and preservation by provid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herefore,

it affect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The most reliable

indicator to assess the growth of preterm infants is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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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Design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and longitudinal repeated measure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physiological responses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oral feeding progression (gastric residual volume and transition

times to full oral feeding) and body weight in preterm infants (Figure 2). Data

regarding physiological responses (9AM and MD) and gastric residual volume (MD

and 3PM) of the control group was collected for 2 weeks, from postmenstrual age

32 weeks 0 day to 34 weeks 0 day, 3 times a week and twice a day from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Data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collected in

the same manner of the control group and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12 times per person immediately after the collection of data of

physiological responses.

Sampl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preterm infants who were treated in NICU of J

university hospital; the participants of control group were recruited between

January 2014 and June 2015 and the experimental group were recruited between

July 2015 and December 2015. J university hospital is a 1,070 bed tertiary hospital

with 25 beds in NICU.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are as follows.

<Inclusion criteria>

- Born after the 28 weeks gestation and before 32 weeks gestation

- 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 Preterm infants cared in a incubator in the N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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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age feeding preterm infants

- Preterm infants whose parents agreed to participate

<Exclusion criteria>

- Preterm infants with oxygen therapy or on a ventilator during intervention

- Preterm infants wit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grade III-IV), intracranial

hemorrhage,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neonatal seizure, cerebral

dysfunction, and those using sedatives

- Preterm infants with neonatal necrotizing enterocolitis, cleft lip or cleft palate

- Preterm infants that were judged to be inappropriate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ue to other congenital abnormalities or conditions

The sample size calculated by G-power 3.1.2 using the effect size of 0.2,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the desired power of 0.8, the group number of 2 and the

measurement frequency of 12 was 20. Considering the drop-out rate of 20%, the

sample size was determined to be 24. The actual number of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as 28 (12 infan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16 infants for the control

group).

Intervention

Gavage feeding in the NICU of J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was performed

while the subjects were staying in the incubator. It was given every 3 hours,

starting at 9 AM, a total of 8 times per day. A total of 12 time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over 15 days, from postmenstrual age 32 weeks

0 day to 34 weeks 0 day, 2 times a day (9AM and 12 PM) and 3 times a week.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ention, the subjects were clinically stable and free of

serious medical concerns and able to voluntarily breathe without oxygen support

and were being gavage fed.



- 82 -

With consent, breast milk used for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by the

mothers. When the mothers brought pumped breast milk, the researcher divided

the breast milk into 5ml into sterile breast milk storage bags and kept in a

freezer. According to the hospital policy, breast milk within 5 days was used and

the remaining breast milk was discarded in accordance to the unit policy.

The frozen breast milk (5ml) was thawed the warmer (60℃) before it was used

for olfactory stimulation. Before gavage feeing, the diaper was changed and the

preterm infants were wrapped with warm cloth to make them comfortable, and

positioned in left lateral position. All preparation was done before 50 minutes. At

50 minutes, gastric residual volume was measured using a 10ml syringe and

recorded. Then, the subjects were left without any nursing procedures or

stimulations to keep them calm for 5 minutes until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To minimize olfactory stimulations with other odors,

hands were sterilized by alcohol based hand sanitizer at 53 minutes (2 minutes

prior to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disposable plastic gloves were used.

Then, a sterilized gauze wet with 5 ml of warmed breast milk at 60℃ was placed

2 cm from the nostrils of the preterm infants at 55 minutes. Gavage feeding was

provided on the hour. At 3 minutes, hands were cleaned with alcohol based hand

sanitizer again and the gauze was removed wearing disposable plastic gloves.

Because the preterm infants were laid on the left, and a gauze wet with breast

milk was placed on the nest in the left hand side of the incubator. After 10

minutes, the gauze was removed in the same manner and the preterm infants

were not disturbed. The proces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s shown in

Figure 5 and the position of preterm infants is shown in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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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1.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reviewing of liture.

Gestational age, body weight/height/head circumference at birth, sex, type of birth,

Apgar score, chronological ages at the intervention started and mothers’ ages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ention were collected from EMR medical records.

2. Physiological responses

Physiological response data were collected by patient monitor (model: GE,

CARESCAPE™MonitorB850) was attached to the subjects to monitor. This

equipment calculated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the mean

value of 1 minute. Each data was calculated in real time and stored. There was

no gap between the time of physiological responses and the time of EMR stored.

Of the EMR, data stored 7 minutes prior to gavage feeding were collected.

3. Oral feeding progression

For the evaluation of oral feeding progression, gastric residual volume and

transition times to full oral feeding were assessed as follows.

(1) Gastric Residual Volume (GRV)

Gastric residual volume refers to the undigested formula or breast milk

remaining in the stomach until the next gavage feeding and was measured

immediately before gavage feeding that provided every 3 hours. A nurse caring

for a preterm infant first injected 1ml of air using a 10ml syringe listening the

stethoscope and evaluated the location of the gavage tube. Then, the residual was

aspirated until the stomach was emptied and the volume (ml) was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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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gastric residual volume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measured

gastric residual volume to the previously provided gavage feeding. The rationale

for this is that the nutritional intake of each infant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body weight, general condition and digestive function. Thus, percentage is

more valid than the actual residual volume.

(2) Transition times to full oral feeding

Transition times to full oral feeding implies being able orally intake nutrition

that requires for 24 hours without total parenteral nutrition or gavage feeding and

is defined as postmenstrual age (day) when at least 130cal/kg/day is orally taken.

Postmenstrual age is defined as the sum of gestational age and chronological

age (Committee on Fetus and Newbor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04).

4. Body weight

Body weight was measured at midnight before gavage feeding by the nurses

caring for the infants using the built-in scale (model: Dräger Caleo). Before body

weight was measured, all attached monitors and diapers were removed and the

scale was set at 0 by lifting an infant. Then, the infant was put down in the

incubator to measure the body weight (g).

Data collection

Ethical consider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pproval of J University hospital IRB (IRB

approval No: CUH2015-03-048-003) (appendix 1). Before this study was started,

the background, purpose and process of the study were explained to the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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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ad nurse of NICU to seek cooperation. In the unit conferenc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o NICU nurses and gastric residual volume

measurement and gavage tube feeding protocols were checked.

Verbal and written explanations about the study were provided to the parents of

the preterm infa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ppendix 2). The contents included

the background, purpose and process of the study, breast milk collection

points/methods/frequency, benefits/ risks/ troubles by participating the stud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of the

consent and the email and contact number of the researcher. Inform written consent

was obtained after explanation. The items in the consent included the provision of

sufficient explan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the provision of their own breast milk,

the collection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 of preterm infants and withdrawal of the

consent at any time (appendix 3). The original consents were kept and copies of the

consents were provided to the parents of the preterm infant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llected data, the consents were kept in a separate place and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were given to case report forms.

The exemption of consent for the control group was approved by J University

IRB because the data of the control group was to be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EMR

Data collection

The data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collected from July 2015 to December

2015. In this study,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9AM and MD,

and gastric residual volume was measured at MD and 3PM. The data of the

control group was collected from January 2014 to June 2015. The data of control

group were collected as the same manner of experimental group. Each data

collection points were demonstrated in Figure 5.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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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ransition times to full oral feeding,

body weight were collected from EMR.

Statistical analyses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19.0.

Depending on the variabl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percentage or

mean and standare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Chi-square analysis or independent

t-test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for the homogeneity test of physiological

responses and gastric residual volu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Physiological response data stored 2 minutes prior to the first

intervention and gastric residual volume measured at 9AM were used for analysis.

Changing patterns of physiological responses to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gastric residual volume were analyzed using linear mixed model (LMM).

Fixed effect included group, time,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 and the time and

the random effect included the entitiy (ID). A modeling of covariance structure

was unstructured covariance matrix. The covariances of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gestational age at birth,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respiration rate 2

minutes befor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n addition, gastric residual volumes at 6 PM on the day when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and was not provided were compar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to evaluate the persisting effect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weight increases over 15

day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transition times to full oral feeding

(postmenstrual age) between the groups.

All analyses were conducted as two-tailed 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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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est for homogeneity of the subjec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s gestational age, body weight/height/head

circumference at birth, gender, birth types, Apgar score, chronological age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ention and mothers’ age. Chi square test and t-test were

performed to test the homogeneit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items between the groups (Table 1).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to test homogeneity of the physiological

responses and gastric residual volume (GRV)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efore the provision of the intervention (Table 2). The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2 minutes before the provision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rt rate (U=53.00, p=.046) between the

group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xygen saturation (U=94.50,

p=.943) and respiration rate (U=80.50, p=.471) between the groups. This mean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re homogenous in terms of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except heart rate before the provision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GRV at 9AM (before the provision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there was n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V (U=92.00, p=.760). This mean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re homogenous in terms of GRV before the provision of

th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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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testing

Physiological responses

Hypothesis 1. “There will be difference in the changing patterns of heart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has been provided and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2. “The oxygen satur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3. “The respiration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Linear mixed model (LMM) was used to compare the changing patterns of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because they can be varied between

each individual. The heart rate 2 minutes prior to the intervention, the gestational

age at birth and body weight at birth were specified as covariates when

hypothesis 1 was analyzed because the test for homogeneity of the dependent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rt rate between two groups. For

the analysis of hypothesis 2 and 3, the gestational age and body weight at birth

and th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2 minutes before the intervention

were specified as covariate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groups and by the lapse of time regarding the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Thus, Hypothesis 1, 2

and 3 were all rejected (Table 3).

Figure 7-A, 7-B and 7-C show the changes of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heart rates between two groups. The

oxygen saturation in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stimulation and reduc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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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after the stimulation. Respiration rate increased 1 minute after the

stimulation and started to reduce 3 minutes after the stimulation. In addition,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 mean

ranks from 1 minute prior to the olfactory stimulation and 5 minutes post to the

stimul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eart rate and respiration rate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rease of the oxygen saturation between the provision point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and 1 minute after the stimulation

(U=10631.50, p=.044) as well as the decrease of the oxygen saturation between the

2 minutes and 3 minutes after the stimulation (U=9876.00, p=.004) (Table 4).

Gastric residual volume (GRV)

Hypothesis 4. “The GRV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olfactory stimulations

with breast milk will be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Linear mixed model (LMM) was used to compare the changing patterns of GRV

because it can be varied between each individual. The gestational age at birth and

the body weight at birth were specified as covariat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V between the groups (F=4.41, p=.01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raction effects (F=0.78, p=.749) between the groups

and by the lapse of time according to the numbers of the intervention (F=1.03,

p=.418). Thus, hypothesis 4 was accepted (Table 5).

Figure 8 shows the changes of GRV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The GRV of the control group tended to be greater than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ontrol group, GRV greatly increased between the third

and the fifth intervention. Reviewing the EMR during this period, the data

collection dates of GRV were all different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nd their

general conditions were stable. Among the control group, the GRV of a subjects



- 90 -

was measured to be 13ml, which was 72.2% of the previous volume of gavage

feeding (18ml), at the third intervention. Thus, this measurement was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Table 5) and the corresponding graph (Figure 9).

The GRV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overall except that at the eleventh intervention. This was because the general

condition of the 6th subject of the experimental group became intermittently

unstable for 3 hours from 9AM to midday during the 11th intervention, resulting

in the reduced oxygen saturation and increased respiration rate which affected the

GRV at 11th intervention with the figure of 14%. The researcher and the nurse

caring for the infant judged that the infant’s condition was not as poor as to

discontinue the intervention and the intervention was carried out at midday. The

GRV at this time reflected the temporarily unstable respiration of the 6th subject.

Wilcoxon signed-rank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V on the days with and without the olfactory stimul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Table 6).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GRV at midday and 3PM on

the days with the olfactory stimulation was 0.61 and that on the days without the

stimulation was 2.40.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2.80, p=.005).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GRV at 6PM on the days with and without the

olfactory stimul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lasting effect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The mean GRV on the days with the

olfactory stimulation was 0.87 and that on the days without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was 0.9.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Z=-0.11, p=.917).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reast milk became ineffective after 6 hours of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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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ime to oral feeding and body weight

Hypothesis 5.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ill be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6. “The increase of body weight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ill be grea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transition time to oral

feeding and the mean rank of the increase in the body weight during 15 days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is 5 and 6. The mean postmenstrual ages of transition

time to full oral feed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241.42 days and 240.38 days,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U=81.00, p=.485). The mean increases in the body

weight during 15 day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349.25g and 395.81g,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U=78.00, p=.403). Thus, hypothesis 5 and 6 were

rejected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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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Unlike fullterm infants, preterm infants do not have the opportunities to receive

olfactory stimulation with the mothers’ body odor or breast milk odor because

they are cared for in the NICU for a relatively long time due to prematurity.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using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and

longitudinal repeated measur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on the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by providing 12

time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to preterm infants over 15 days.

Physiological responses to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were analyzed as the

physiological responses to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heart rates of the preterm infants depending on the

groups, by the lapse of time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s and the

time, the graph demonstrating the changes over the time showed that the heart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table for 3 minutes after the provision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the

olfactory stimulation on heart rate. Hung et al. (2013) maintained that preterm

infants preferred thawed breast milk to fresh breast milk because there was fewer

changes when fresh breast milk was used than thawed breast milk was used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cause thawed breast

milk was used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heart rate would have been clear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when fresh breast milk had been

used for the intervention. Van Reempts, Wouters, De Cock, & Van Acker (1997)

reported that heart rates of preterm infa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olfactory simulation with alcohol odor was provided as a stressor. In other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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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rt rate increases when preterm infants scent unpleasant odor and remains

stable when they scent pleasant odor. In this study,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did not change the heart rates of the preterm infants. Thus, the

mother’s breast milk is not considered as a stressor to preterm infants.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oxygen saturations of the preterm

infants depending on the groups, by the lapse of tim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roups and the time, the graph demonstrating the changes over the time

showed that the oxygen satur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tended to increase

from the point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at this point revealed that the increase of oxygen saturation was

more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From 2

minutes to 3 minutes after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the increased

oxygen saturation began to decrease down to the previous level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at this point revealed that the decrease of oxygen saturation was

more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revious

researches reported that pleasant odor increases the oxygenated blood of the

orbito-frontal region. A study of Aoyama et al. (2010) providing breast milk odor

and formula odor to 18 fullterm infants by dividing them into the breast milk

feeding group and the combined feeding group (breast milk and formula) reported

that the oxygenated blood of the frontal lobe increased when breast milk odor was

provided in both groups regardless of the intensity of the odor. Bartocci et al.

(2000) also reported that the increase of oxygen saturation was more significant

when colostrum odor and vanilla odor were provided to 21 fullterm infant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difference in the changes of oxygen saturation

between the groups in this study when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was comparable to that of previous researches. Although the effect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oxygen saturation was insignificant in this



- 94 -

study, it can be said that it is effective to increase oxygen saturation.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spiration rates of the preterm

infants depending on the groups, by the lapse of tim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roups and the time, the graph demonstrating the changes over the time

showed that the respiration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1 minute

after the provision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decreased to the

previous level 4 minutes after the stimu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espiration rate of the control group. Wilcoxon

signed-rank test at each point revealed that the respir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rom 1 minute to 3 minutes after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but it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ith an

olfactory stimulation, respiration rates increase since the cycles of respiration

become shorter to scent the smell (Buonviso, Amat, & Litaudon, 2005). A previous

research of Soussignan et al. (1997) reported that respiration rates increased when

the odors of the breast milk or formula which infants were fed were provided and

a study of Van Reempts et al. (1997) reported that respiration rate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alcohol odor was provi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es, the respiration rates in this study also increased 2 minutes

after the provision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gradually recovered

to the level prior to the stimulation.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to determine the assessment interval of the

physiological responses after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t was varied

from study to study with the mean interval of 1 sec, 10 sec, 30 sec, 1 min etc.

(Aoyama et al., 2010; Neshat et al., 2015; Van Reempts et al., 1997; Hung, et al.,

2013, Soussignan et al., 1997). In the study of Aoyama et al. (2010) with the

assessment interval of 1 second, the brain oxygenation began to change after 30

seconds an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ung et al. (2013)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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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ological responses every 30 seconds and the changes of the heart rate

and oxygen saturation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hat the physiological responses to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could have

been offset because they were assessed every 1 minute. Thus, in the future

studies, the assessment intervals of physiological responses should be shorter than

1 minute.

The male infa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is study

were 10 (83.3%) and 11 (68.8%), respectively. Makin & Porter (1989) reported that

female infants were more sensitive to lactating females’ breast odor than male

infants. Thus, the fewer numbers of female infants in this study may have

affected the study results. Further researches regarding the responses to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ccording to gender of preterm infants will be

needed.

As physiological responses to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were assessed in this study and the

changes in them were all statistically insignificant.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graphs showing the changes over the time, the heart rate was stabilized and th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tended to increase. In addition, the increase

and the decrease of the oxygen saturation in the experiment group after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ing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s

considered as a pleasant stimulation because it did not increase the heart rate and

increased the oxygen saturation and respiration rate although the increas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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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The GRV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apse of time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s and the time. Although the inclusion criteria and exclus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and the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e homogeneity, there were

inevitable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Since these individual differences can

affect GRV, the GRVs of the experimental group on the days with and without

the provision of the intervention were additionally analyzed to offset the

temperamental differences of the preterm infants. The mean ranks of GRV at 6PM

were compar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the GRV of the following day that the intervention was not provid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n this study was provided at 9AM and MD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Vs at 6PM on the day with the intervention

and without intervention, the effect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lasted

less than 6 hours and would not last until the following day. The comparison

between the GRVs of the experimental group at MD and 3PM on the day with

and without the intervention showed that the GRV on the day with the

interven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significantly reduced GRV in the group where there were no

temper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s.

In animal studies with dogs, the secretion of gastric acid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olfactory dysfunction but was not changed by the craniotomy of

other areas (Schapiro, Britt, Gross, & Ganes, 1971; Smith, 1995). A study of

Sagheddu et al. (2010) using rats reported that olfactory stimulation increased

peristalsis by affecting the gastric cilia but there is no study conducted with

humans or preterm infants. The physiological responses of preterm infant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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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n this study reflected that the intervention did

not induce distress to the infants and GRV was less when the intervention was

provided. The most challenging task to preterm infants in order to adjust to the

extrauterine environments is feeding. During oral feeding trainings, unstable

respiration such as reducing oxygen saturation and increasing respiration rate is

often induced due to premature sucking, swallowing and the coordination of

peristalsis and energy consumption secondary to unstable respiration leads to

disturbing digestive function. For preterm infants with a large GRV, NPO or a

reduction of feeding volume is prescribed to prevent complications such as

neonatal necrotizing enterocolitis or feeding intolerance but these interventions may

hinde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It is expected that i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s provided prior to feeding, the complications due

to premature digestive function will be reduced without causing distress to

preterm infants and there will be positive impacts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times to oral

feeding and the increases of body weight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the stimulation

over the course of 2 weeks. The effect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in

preterm infants have been proven by a number of previous researches. Yildiz,

Arikan, Gözüm, Taştek n, & Budancamanak (2011) divided a total of 80 preterm

infants into two groups and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to

40 preterm infa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ansition time to oral feed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horter than the

control group. Unlike the previous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ransition time to oral feeding between the groups in this study. In the study of

Yildiz et al. (2011),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3 times a day until full oral

feeding was achieved whereas the intervention in the present study wa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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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32weeks 0 day to 34 weeks 0 day because the most preterm infants

achieved full oral feeding after 34 weeks. It is possible that the intervention period

of this study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previous study although it was not

exactly specified and the sample size of the present study was smaller with 12

subjects. Therefore, further studies with larger sample sizes an longer intervention

periods will be needed. In addition, as the increase of body weight was

insignificant in this study, further studies with larger sample sizes and more

frequent interventions will be needed too.

In this study, the data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spectively collected and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retrospectively collected. To exclude selection bias

in the selection of the control group, all candidates meeting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during the recruitment period included in the control group. The

children’s hospital where this study was conducted provided cares using the same

incubators and patient monitors in the same space since it was transferred in Jun

2013. The NICU maintained the temperature of 25℃, the humidity of 50% and the

noise level less than 80dB and there were incubator covers and the nests assisting

positions in all incubators. The same environments were also maintained from

January 2014 to the present time, the recruitment period of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cared in the same

environments. However, new variables such as sucking reflex or behavioral

responses to the olfactory stimulation could not be chosen for the control group

because the data of the control group was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lthough the breast milk odor in this study was

provided as an olfactory stimulation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there are a variety of olfactory stimulations in NICU. While

researches on the olfactory environments of NICUs are absent in Korea, Kuhn,

Astruc, Messer & Marlier (2011) investigated olfactory environments in the 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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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rtiary hospitals in Fra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neonates were exposed to

76 different types of artificial nosocomial odors, falling into 9 categories, including

alcohol-based hand rubs known as a nosocomical irritant, adhesive removers,

lubricants used for the insertion of feeding tubes and intubation, disinfectants for

incubators known as a potential nosocomial irritant, disinfectants for ultrasound

probes, skin disinfectants and products for umbilical cord care, other nosocomial

odors such as soaps for hand hygiene, bath soaps and skin care products for

buttock care. Most of these products were used to improve the health of neonates

and provide security, and the more vulnerable neonates were, the more treatments

and interventions provided and the more nosocomical odor exposed. The most

frequently exposed odor was the smell of aqueous alcoholic hand rub. Alcohol was

diffused more when the hand rub was not completely dried.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strong odors reduce respiration rates of infants (Marlier, Sachaal,

Gaugler & Messer, 2001) and unpleasant odors such as disinfectants or adhesive

removers hinder the oxygenation of the brain (Bartocci et al., 2001). Moreover, the

heart rates of preterm infants increased when alcohol odor was provided as a

stressor (Van Reempts et al., 1997). In the NICU where this study was conducted,

hands were cleaned using chlorhexidine soap and water or alcohol-based hand

rubs for hand hygiene before interventions. In addition to theses, various

nosocomial odors from disinfectants for ultrasound probes, skin disinfectants and

products for umbilical cord care must have influence the preterm infant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other olfactory stimulations except odor of the mother’s

breast milk could not be controlled to provide the same environments as to the

control group, the possibility that the intensity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could have been offset cannot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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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f the study

Significance in the view of nursing theor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as it expanded the knowledge about the

developmental theory in nursing regarding the effects of olfactory stimulations by

applying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based on the scientific evidence that

humans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s as they grow and develop.

Significance in the view of nursing research

Researches on the tactile sensation, vestibular sensation, taste, smell, hearing

and vision of preterm infants have been widely conducted and the effects have

been proven. However, studies on the olfactory sense are lack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inspire researchers to conduct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olfactory stimulations on preterm infants.

Significance in the view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Interven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lfactory sense of preterm infants are

not currently considered in the clinical practice. This study grounded foundations

to devise interven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lfactory sense of preterm

infants. Although a variety of interven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their effects

have been proven, they have not been yet utilized due to heavy workload and

other barriers. In this study,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provided to

preterm infants and the effects were evaluated. The intervention is highly feasible

because it can be briefly applied prior to gavage feeding. In addition, the

intervention is cost-effective since it does not cost extra-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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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and clinical implications

Conclu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in

order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by establishing

the protocol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based after literature review.

The subjects included preterm infants with the gestational age of 28 ~ 32 weeks.

The control group included 16 preterm infants born from January 2014 to Jun 2015

and their data was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EMR and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d 12 preterm infants born from July 2015 to December 2015. For the

experimental group, a total of 12 time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ere provided twice a day and 3 times a week for 15 days and their data was

prospectively collected from EM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eart rates

remained stable after the provision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suggesting that it was not a stressor to the subjects. The oxygen saturations

increased and the respiration rates increased 2 minutes after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GRV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ransition time to oral feeding and body weight between the group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reduces GRV and improve

digestive function in preterm infants without inducing distress.

Clin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or further researches.

First, the effect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may have underval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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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 choice of variables was limited due to retrospective collection of the

control group data and nosocomial odors that can influence the preterm infant

were not controlled. Hence, in the future studies, data of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hould be prospectively colle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Second, most subj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ale preterm infants

whose olfactory responses are less sensitive than female infants. The effect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may have undervalued due to the gender

disproportion. In the future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the proportion of subject gender should be considered.

Third, further researches need to develop integrated interventions which proven

interventions promoting development and olfactory stimulations are combined

Fourth, sensational stimulations are essential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The stimuli provided to preterm infants should be tolerable and

effective. Nevertheless, there are lacks of evidences to determine the amount and

the methods of olfactory stimuli comparing to the timing of olfactory stimulations.

Thus, the body of theoretical knowledge regarding olfactory stimulations for

preterm infant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is study.

Fifth, this study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small sample size in a single institute.

Sixth, in this study,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as effective to reduce

GRV in the preterm infants. Thus, it is suggested that feasible intervention

protocols using the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clinical setting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Seventh, olfactory environments of NICUs in Korea have not been yet

understood. Thus, the types and frequencies of exposed olfactory stimulations

while preterm infants are treated in NICUs are to be assessed and thei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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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understood. Then, the olfactory stimulations hinder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should be removed or minimized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reterm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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