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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통증은 모든 연령층의 인간에게 흔히 나타나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므로 통증관리는 간호사의 매우 중요한 관심,

사중 하나이다.

신생아의 통증 인지능력이 충분하다는 신경 생리적,

임상적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통증을 동반하는 시술 시

에는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통증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도 개발되고 규명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생아들에게 주로 활용될 수 있는 비약물 통증완화

방법으로는 말하기 소음이나 해로운 자극을 최소화하기, ,

노리개젖꼭지 물리기 감싸안기 흔들어주기(pacifier) , , ,

둥지만들어주기 태아심음 들려주기 조용한(nesting), ,

소리로 얼르기 등이 있다(Furdon, Pfeil & Snow,

그 밖에 발뒤꿈치천자 면역주사 정맥주사와 같1998). , ,

은 단순한 통증유발 처치시 비약물 통증 완화방법으로는

자당 의 경구투여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sucrose)

(Celeste, Robyn, Linda & Allison, 1999; Luca,

Christopher, Gillian & Malcolm, 1995).

자당의 경구투여의 효과는 입으로 빨므로서 안정을 찾

을 수 있고 입과 손의 접촉을 이끌어 냄으로서 신생아,

에게 진정효과가 있으며 설탕으로 인한 단맛의 자극을,

통해 내분비계 아편분비의 빠른 순환이 일어나므로 진통

효과가 있다(Barr, Quek, Cousineau, Oberlander,

Brian & Young, 1994).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생아의 발뒤꿈치 천자시 나타나

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단맛을 이용한 자

당의 경구투여가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

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통증완화의 간호중재,

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2.

본 연구는 통증자극전 자당의 경구투여가 신생아의 통

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

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당 경구투여가 신생아의 피부 천자시 통증의 행동1)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자당 경구투여가 신생아의 피부 천자시 통증의 생리2)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 가설3.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가설 자당을 경구 투여한 실험 군 노리개젖꼭1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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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물린 실험 군과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간에는 피B

부천자후 통증 행동반응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가설 자당을 경구 투여한 실험 군 노리개젖꼭2 ; A ,

지를 물린 실험 군과 처치를 하지않은 대조군간에는 피B

부천자 전후 통증 생리반응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제 부가설 세 집단간에는 피부천자 전후 심박동수1 ; .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부가설 세 집단간에는 피부천자 전후 호흡수는2 ; .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부가설 세 집단간에는 피부천자 전후 경피산소3 ; .

포화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4.

자당1) (sucrose)

이론적 정의 자당은 사탕수수와 사탕무우에서 추출:

되는 로서 소화효소에 포함Saccharose (C12H22O11)

된 에 의해 포도당 과 과당Sucrase (glucose) (fructose)

으로 가수분해하여 장에서 흡수된다(Taber's Cyclopedic

Medical Dictionary, 197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자당이란 정제된: 100%

설탕 에 증류수를 가해서 가 되도록 혼합한25g 100㎖

용액 을 의미한다25% .

피부천자2)

이론적 정의 피부천자란 몸의 일부에 속이 빈 가는:

침으로 체내의 액체를 뽑아내는 것이다이희승( , 197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혈액내 빌리루빈 또는:

혈당치 측정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페닐케톤뇨증 및(

갑상선 기능저하증를 위한 채혈 방법인 발뒤꿈치천자)

를 의미하며 일정한 통증자극을 주기 위하(heel prick) ,

여 자동천자기(Autolet Roftclix , Roche Co. USA.)Ⅰ

를 이용하여 정도의 바늘깊이로 천자하도록 조절한3㎜

것을 말한다.

통증 행동 반응3)

이론적 정의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

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국제통증연구, (

협회 이며 통증행동반응이란 통증자극에 대응하는 생체)

의 근육반응 내분비선의 작용상태 등의 총칭이고 이희, (

승 통증자극에 대한 행동적 지표들 근육수축, 1975), ( ,

얼굴표정 울음 위축 수면부족 등을 의미한다 조결자, , , ) (

등, 200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발뒤꿈치 천자 후에 나:

타난 신생아의 행동반응을 Lawrence, Alcock, McGrath,

와 가 개발한 신생아Kay, Vacmurray Dulberg(1993)

영아 통증척도(Neonatal infant pain scale; NIPS)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통증 생리 반응4)

이론적 정의 통증 생리반응은 통증 작용이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의 현상이희승 이다( , 197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채혈 방법인 발뒤꿈치:

천자시 나타나는 신생아의 심박동수 호흡수 경피산소포, ,

화도를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신생아의 통증 반응1.

신생아가 통증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요소들은

태아 초기부터 발달하여 통증 수용기는 재태 주부터 나7

타나기 시작하고 이때 태아의 입주위에는 경피 감각수,

용체가 나타난다 통증수용체에 접수된 통증자극이 대뇌.

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경로인 척수의 후각세포

가 재태기간 주경에 완성된다(dorsal horn cell) 30

(Anand & Hickey, 1987; Anand, Carr, 1989).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한 신생아의 반응은 상태와 관련,

된 행동으로 출생시부터 나타난다 통증 행동양상은 재.

태연령 출생 후 연령 질병이나 임상상태 경험에 따라, , ,

다양하며 통증과 연관된 반응으로 사지의 뻣뻣함 굴절,

및 긴장이 나타나며 굴(Johnston & Strada, 1986),

곡이나 내전 얼굴 표정의 변화 울음 복합적 행동반응, , ,

수면양상 운동양상 등으로 나타난다김미예 등( , ) ( , 1999).

얼굴표정은 급성통증에 대한 즉각적이고 (Stevens,

가장 일관성 있는 반응Johnston & Horton, 1993),

이며 조결자 등 짧은 통증자극에 대한 초기반응( , 2000),

이기 때문에 급성통증의 사정에 유용하며 신생아 통증,

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방법이 될 수 있다 얼굴반응의.

정확한 수량화는 촬영에 의한 표준화된 관찰이 필Video

요하고 이러한 방법은 연구목적에 적절하다(McGrath,

1987).

울음은 신생아의 의사소통 방법이고 통증이나 다른 자

극에 대해 나타나는 주된 반응으로서 유(Full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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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자극이 있을때 울음소리는 고음으로 절박하며 거,

칠고 격렬하며 긴박감을 주는데 울음의 이러한 특수한, ,

양상은 통증사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조결자 등( ,

2000).

신생아의 통증 행동반응 측정은 유해자극에 대해 나타

나는 통증 경험을 추론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용

적 방법인데 통증 행동반응과 통증(McGrath, 1987),

의 표준인 자기 표현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

동 반응으로 통증을 추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리.

를 내거나 얼굴표정 몸의 움직임 등이 전형적으로 통증,

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통증의 행동 양식과 자기 표현의,

일치는 바늘로 찌를 때와 같이 짧고 날카로운 통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강정완과 윤덕미( , 1995; Brede, 1989).

신생아는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이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사증진 심폐기능부전 심부정맥 등의 여러가, ,

지 부작용과 치료지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유해자극 후에 생리(Johnston & Stevens, 1990), ,

행동 호르몬 대사 그밖의, , (Anand & Hickey, 1992),

다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김미예 등 통증( , 1999).

생리반응으로 심박동수 증가박인옥( , 1998; Booth,

McGrath, Brigham, Frewen & Whittall, 1989),

호흡수 증가(Booth, McGrath, Brigham, Frewen &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의 상승Whittall, 1989), (Anand

산소포화도 감소박인옥& Hickey, 1987), ( , 1998; Craig,

Whitefield, Grunau, Linton & Hadjistavropaulos,

가 나타날 수 있다1993) (Durand, Sangha, Cabal,

Hoppen- brouwers & Hodgman, 1989).

심박동수는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개인적 차이를 반영 하(Fox & Porges, 1985)

며 심박동수의 증가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방어반응으,

로 부정적 영향이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Vaughan, Mckay & Nelson, 1987).

통증자극에 대한 생리반응으로 호흡수의 증가를 보고

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조결자 등( , 2000; Booth,

McGrath, Brigham, Frewen & Whittall, 1989),

Craig, White -field, Grunau, Linton & Hadjistavro-

는 호흡수의 감소를 보고하였으며 박인옥poulos(1993) ,

과 신희선 김동옥 및 조경미 는 호흡수의(1998) , (1995)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Poets, Stebbens, Samuels

과 은 발뒤꿈치 천자와 같은 통증자극Southall(1993)

에 대한 생리반응으로 산소포화도의 변화는 만삭아와 미

숙아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만삭아박인옥 와, ( , 1998)

미숙아(Craig, Whitefield, Grunau, Linton &

도 통증반응으로 산소포화도Hadjistavropoulos, 1993)

가 감소한다고 하였다강정완과 윤덕미( , 1995).

이상을 종합하면 신생아도 성인과 같은 통증 인식능력

이 있어서 효율적인 통증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신생아의 통증완화를 위한 간호중재와 관문통제이론2.

비약물 통증 중재방법은 약물요법과 병행을 하든 안하

든 간에 효과적일 수 있고 급성통증 또는 만성통증의 순

간적인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증이 있는 동안 자기조절을 할지라도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유용한 방법이다(Pederson &

Harbaugh, 1995).

비영양성 빨기노리개젖꼭지 빨기는 통증 유발자극동( )

안 심박동수 감소와 경피산소분압 의 증가에 유(TcPO2)

의한 효과가 있고 산소포화도와 행동상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생아의 활동 수면 각성 산소화 그, , , , ,

리고 영양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비영양성 빨.

기는 발뒤꿈치 천자시 신생아의 울음시간을 단축하고 행

동상태 변화와 심박동수를 감소시키며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Field & Goldson,1984). Woodson

과 그리고 박호란 은 비영양성Hamilton(1988) (1994)

빨기는 심박동수 감소 지방 소화효소인, Lingual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lipase .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통증 중재방법으로 노리개젖꼭지

를 순위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빠는 행1 (Frank, 1987),

위가 안정효과가 뛰어나고 감정을 순화시키며(Blass &

심박동과 대사율을 감소시키고Ciaramitaro, 1994),

통증 역치를 상승시키나 코티졸 반응 미주신경 산소포, ,

화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Dipietro, Cusson,

Caughy, Brian & Fox, 1994; Gunnar, 1992).

이와 같은 통증 중재방법은 대부분 관문통제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관문통제 이론이 통증을 완전하게 설

명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통증발생의 이해에 많은 도

움을 주는데 특히 간호 실무측면에서 통증 관리방법을

적용하는데 좋은 개념적 모형으로 인정되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박정숙과 박청자( , 1995).

와 의 관문통제 이론에 의하면Melzack Wall(1977)

척수내 후각세포 에 교양질(dorsal horn cell) (Substantia

이라는 관문이 있어 직경이 큰섬유와 작은Gelatinosa)

섬유로부터 신경자극이 전도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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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았고 통증자극은 신경 흥분을 유발하여 개의, 3

척수체계 즉 척수후각의 교양질세포 뇌로 투사되는 척, ,

수후부 섬유 그리고 척수후각의 중앙 전도세포에 전도,

된다 직경이 큰 섬유가 활성화되면 통증을 고위 중추에.

전달하는 신경 을 통과하는 통각이 차단되고 직경이(T) ,

작은 섬유가 활성화되면 통각이 전도세포를 통해 고위

중추로 전달된다 직경이 큰섬유에 의해 차 구심성 섬. 2

유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대뇌 피질에 먼저 도착하게 되

며 통각수용기로서 알려진 직경이 작은 섬유 와, (A-delta

신경섬유를 통해 감각구분영역으로 잘C-polymodal ) ,

알려진 측시상핵과 복저시상 동기유발정의 영역으로 정,

의되는 망상계와 변연계에 도착하여 지각된 내용은 시상

대뇌피질 투사를 가져온다.

대뇌의 통제기능은 관문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영

역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자극을 인지하고 자극의 전

도를 조정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생아에게 이용되는 비약물 통증 중

재방법으로는 감각적촉각 청각 시각 중재방법을 주로( , , )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는 통각반응의 복합성을 설명하고

있는 관문통제 이론을 통증 관리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당 의 투여 효과3. (sucrose)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생아를 위해 통증을 유발하

는 여러형태의 시술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통제와 마

취제로 을 사용하여 왔다'Sugar nipple' (Bruck, 1991;

자당은 진통제로 사용되어 온Pacifiers, 1992). 'sugar

대신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여 안전한 간호중재nipple' ,

로 이용되고 있다(Dalgleish, 1999).

허준의 동의보감동의연구소 에서는 단맛은 감( , 1994)

완 즉 늦춰지게 하고 완급 즉 팽팽( ) , ( ), ( ) ,甘 內經 急

한 것을 늦추어 주며 감미 가 있는 것은 급( ), ( )東 甘

한 것을 완화 시킨다고 하였다( ) ( ) ( , 1978).急

한의학에서 미 는 체내에서 생리적 기능을 항진시키( )

기도 하며 감약 시키기도 하고 평형 을 이, ( ) , ( )減

루는 조절기능을 갖추기도 한다강병수 등( ,1992).

미각을 회복시킬수 있는 자당 경구투여는 마취를 유‘ ’

도하고 내분비의 아편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Luca, David & Malcom, 1999).

자당의 통증완화 효과 기전에 대해서는 흡수기전과 관

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확실

하지 않지만 자당과당포도당은 세포막 수용체의 한,

종류와 결합하는 공통된 감각경로를 따라서 작용한다.

와 는Blass, Fitzgerald Kehoe(1986) naltrexone

의 길항제 효과에 근거를 두고 내분비 아편 체계와 관련

지어 자당의 효과가 전달되는 기전과 자당이 격리 스트

레스와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단맛이 아

편 방출의 원인이 되며 아편은 통증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에 유용하다는 것을 제안하였고 자당용액을,

농축하면 할수록 내분비의 아편분비는 더욱 증가되거나

정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간의 감각은 미숙아도 출생시 잘 발달되어 있고

혀의 끝부분(Maone, Matter & Bernhann, 1990),

첫 내에 미뢰의 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자당액을2 90%㎝

입속에 넣을때는 맛을 가장 잘 인식하는 혀의 앞부분에

주로 떨어뜨려야만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Cheng & Robinson, 1991; Blass &

자당의 투여방법에 따른 통증완화Hoffmeyer, 1991).

효과를 연구한 와 은 재태Luca, David Malcolm(1999)

기간 주 신생아 명을 대상으로 자당을 경32 36 30 25%～

구로 투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행동점수와 울음시간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비위관으로 투여한 경우는 두 군,

간의 행동점수와 울음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의 통증유발 처치시 미각의 유도가 마취효

과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Luca,

과 은 미숙아를Christopher, Gillian Malcolm(1995)

대상으로 자당 경구투여가 통증 행동반응인 울음시간과

얼굴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통증자극 분2

전에 자당 를 경구 투여한 결과 행동변화는 없25% 1㎖

었으나 울음시간이 감소하여 자당 경구투여는 건강한 미

숙아에게 마취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Stevens, Taddio,

과 은 신생아의 통증유발 시술Ohlsson Einarson(1997)

시 효과적인 통증완화를 위한 자당의 농도와 투여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년부터 년까지 연구된 자료를1966 1996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는데 연구의 신뢰구간은 95%

이었다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자당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만삭아와 미숙아를 대상으로 통증유발 처치시

의 자당과 물위0.18g, 0.24g, 0.48g, 0.50g, 1.0g (

약 을 이용하여 자당의 효과적인 농도를 확인한 결과)

자당은 신생아 통증 유발처치시 울음시간을 감소0.18g

시키는데 비효과적이었고 자당 이 가, 0.24g(12% 2 )㎖

장 효과적이었으며 자당 은 에, 0.50g(25% 2 ) 0.24g㎖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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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효과적인 자당의 농도는 자당용액0.24g(12% 2 )㎖

에서 자당용액 의 자당용액을 주사기0.50g (25% 2 )㎖

또는 고무젖꼭지로 주는 것이 울음과 심박동수를 감소시

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등 은 통증 자극전에 자당의 경구투Stevens (1999)

여는 만삭아와 미숙아에서 울음시간 심박동수 얼굴표정, ,

등 통증지표를 감소시키며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기 약,

분전에 의 자당을 줄 때 만삭아에게 가장 큰2 2 25%㎖

진통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간격은 단맛에 의,

하여 자극된 내분비의 아편 방출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건강한 신생아 명을 대상으로 자당의 통증완화 효100

과 연구에서 자당 를 투여한 군이 생리식염수50% 2 2㎖

를 투여한 군보다 울음시간과 통증 행동반응이 현저하㎖

게 낮았고 성별 재태기간 출생나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 ,

하였다 와(Aage-Knudsen, 1999). Stevens Ohlsson

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처치를 시행할(2000)

때 발꿈치 천자 정맥주사 면역주사 자당 경구투여는( , , )

통증 생리반응으로 심박동수와 통증 행동반응총 울음시(

간 첫울음시간 얼굴표정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 ) .

과Örs, Özek, Baysoy, Cebeci, Bilgen Basaran

는 건강한 신생아 명을 대상으로 한 자당의(1999) 102

통증 완화효과 연구에서 발뒤꿈치 천자 분전에 자2 25%

당과 모유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발뒤꿈치 천자후, 1

분 분 분동안 울음시간 회복시간 심박동수의 변화, 2 , 3 , ,

를 관찰하였는데 연구결과 자당 경구투여군이 모유와 생

리식염수 투여군보다 울음시간이 감소하였고 회복되는,

시간도 짧았으며 심박동수 변화가 다른군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모유의 구강 감각의 통증 차단효과는 자. 25%

당 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하였고 자당의 통증 차단,

효과는 흡수 이전의 기전에 의해서 전달되며 달콤한 용

액을 경구투여시 위장관 효과와 내분비의 아편경로 사이

에는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출생시 미숙아에서도 잘 발

달된 감각인 단맛을 인식하는 감각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단맛의 경구적 자극은 발뒤꿈치 천자

와 같은 짧고 날카로운 통증에 대해 통증완화 효과가 있

으므로 자당의 경구투여는 신생아에게 쉽고 간편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비약물 통증 중재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당 경구투여 효과를 검정함으로써 자당 경구

투여가 통증에 대한 독자적 간호중재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의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실험설계를 이용

한 순수실험 연구이며 독립변수는 자당 경구투여이고,

종속변수는 통증반응 이다 그림< 1>.

그림 본 연구의 설계< 1>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 군A Ye11 X1 Ye12

실험 군B Ye21 X2 Ye22

대조군 Yc1 Yc2

자당 경구투여X ; (sucrose)₁

노리개젖꼭지 물리기X ;₂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2.

연구 대상자는 년 월 중순부터 월 하순까지2000 5 7

서울시내 대학 부속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한 신생아이K

며 생후 주일이내 혈액학적 및 선천성 대사검사를 위, 1

해 발뒤꿈치 천자를 받는 아기로 실험 군 명 실험A 35 , B

군 명 대조군 명 총 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대32 , 29 , 96 .

상자의 표집 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표본이 편중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은 각각의 종이에 A ,B, C

를 기록한 다음 는 대조군 는 실험 군 는 실험C , A A , B B

군으로 하였으며 입원한 순서에 따라 순으로, C, A, B

배정하였다 피부천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모든 신생.

아에게 실시하고 검사목적으로 발뒤꿈치를 천자하여 혈,

액을 채취하므로 본 연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환자에

게 부담되지 않았다.

실험 처치3.

실험 군에게 제공한 실험처치는 정제된 설탕1) A 100%

에 증류수를 가해서 로 혼합한 자당25g 100 25%㎖

용액 를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준비하였다가 통2㎖

증자극발뒤꿈치 천자을 주기 분전에 혀의 앞부분( ) 2

에 경구 투여하였다.

실험 군에게 제공한 실험처치로 노리개젖꼭지를 통2) B

증자극전에 빨렸는데 이는 와, Field Goldson(1984)과

박호란 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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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노리개젖꼭지는 국산 Disney Pooh,ⓒ

사 제품이Based on the 'winnle the pooh'works

며 명에게 개씩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것은 분, 1 1 , 10

동안 끓여 소독하였다.

측정 도구4.

통증 행동 반응1)

신생아 영아 통증척도(1) (Neonatal Infant Pain

Scale; NIPS)

등 이 개발한 신생아 영아 통증척도Lawrence (1993)

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얼굴표정. (0-1

점 울음 점 호흡양상 점 팔움직임 점), (0-2 ), (0-1 ), (0-1 ),

다리움직임 점 각성정도 점의 개 영역으로(0-1 ), (0-1 ) 6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범위는 점통증없음에서, 0 ( )

부터 점 심한통증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통증을7 ( )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NIPS =.92α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 .8133 .α

녹화(2) Video

Camcorder Video 8mm(VM-E645LA, HITACHI,

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얼굴표정 울음 팔다리 움1998) , ,

직임 각성정도 등 행동상태를 녹화하였다 측정자간의, .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명의 통증 행동반응을20

아동간호학교수와 함께 분석한 후 일치도를 산출하였으

며 일치도는 였다, 88.0% .

통증 생리 반응2)

호흡수(1)

호흡수는 흡기수를 복부에서 분간 청진기로 측정하1

였다.

심박동수와 경피산소포화도(2) (SaO2)

심박동수와 경피산소포화도 측정은 맥박산소계측기

(Pulse oxymeter) (NPB-40 Handheld Pulse

Oximeter, 1996. Nellcor Puritan Bennett Inc.

를 이용하였다USA.) .

자료 분석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SAS

였다.

실험 군실험 군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정은1) A , B , X2-test

및 를 이용하였다ANOVA .

가설검정은 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2) Oneway ANOVA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사후 검정방법인

를 이용하였다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연구의 제한점6.

연구기간 동안 유발될 수 있는 개별적인 외적 자극을1)

통제하지 못하였다.

신생아실의 환경소음 다른 신생아의 울음과 대상2) ( , )

자의 수유방법모유수유와 인공수유에 대한 영향을( )

배제하지 못하였다.

.Ⅳ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제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1.

일반적 특성별 세 집단의 동질성 검정1)

본 연구의 대상자는 피부천자시술 분전에 자당2 25%

를 경구투여한 실험 군 명 피부천자시술 분전에2 A 35 , 2㎖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실험 군 명 피부천자시술 전에B 32 ,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 명으로 총 명이었다29 96 .

연구 대상자인 실험 군과 실험 군 대조군의 일반적A B ,

특성인 재태기간 출생나이 출생시 체중 점수, , , Apgar

분 성별 분만형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일반적 특성(5 ), ,

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세 집단은 동질 집단임을 확인하

였다 표< 1-1>.

세 집단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2)

실험 전 세 집단의 통증 생리변수인 심박동수 호흡,

수 경피산소포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로 분석, ANOVA

한 결과 실험전 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통증 생

리변수인 종속변수에서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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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 집단간의 실험전 종족변수에 대한< 1-2>

동질성 검정

변 수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값F 값P

심박동수

회분( / )

실험 군A (N=35) 133.4 15.7 1.12 .330

실험 군B (N=32) 128.2 19.5

대조군(N=29) 127.3 18.8

호흡수

회분( / )

실험 군A (N=35) 53.3 8.2 1.0 .368

실험 군B (N=32) 55.9 10.9

대조군(N=29) 52.7 9.0

경피산소

포화도(%)

실험 군A (N=35) 97.3 1.8 .66 .515

실험 군B (N=32) 97.3 2.4

대조군(N=29) 97.8 1.8

가설 검정2.

제 가설1) 1

자당을 경구투여한 실험 군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실A ,

험 군과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간에는 피부천자 후 통B

증 행동반응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자당을 경구투여한 실험 군 이 노리A (3.97)

개젖꼭지를 물린 실험 군 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B (6.21)

않은 대조군 보다 피부천자후 통증 행동반응 정도(6.20)

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차이가 있어 제 가설은 지지(F=23.49, P=.000) 1

되었다.

자당의 경구 투여효과를 통증 행동반응의 항목별로 보

면 얼굴표정을 제외한 울음 호흡(F=13.48, P=.000),

양상 팔움직임(F=6.11, P=.033), (F=17.28, P=.000),

다리 움직임 각성상태(F=17.28, P=.000), (F=9.85,

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개 항목P=.000) 6

에서 자당을 경구투여한 군이 노리개젖꼭지를 물린군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군보다 통증 행동점수가 낮았

다 그리고 사후 검정한 결과 자당 경구투여군이 노리개.

젖꼭지를 물린군과 대조군간에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1-1>

일반적 특성
실험 군A (N=35)

평균 표준편차

실험 군B (N=32)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N=29)

평균 표준편차

또는F

값²χ
값P

재태기간주( ) 39.5±1.7 39.1±1.7 39.0±1.5 3.618 .728

출생나이일( ) 3.0±1.3 3.2±1.5 3.6±2.0 9.665 .139

출생체중(g) 3272.3±414.0 3184.7±434.0 3085.9±375.3 4.649 .325

점수 분Apgar (5 ) 8.9±0.5 9.0±0.4 9.0±0.7 4.694 .320

빈도명( ) .526 .768

남(%) 19(54.3) 15(46.9) 16(55.2)

여(%) 16(45.7) 17(53.1) 13(44.8)

분만형태명( ) 2.295 .317

자연(%) 17(48.6) 17(53.1) 10(34.5)

수술(%) 18(51.4) 15(46.9) 19(65.5)

표 세 집단간 실험 후 통증 행동반응의 평균치 및 차이검정< 2>

특 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값F 값P DMR

통증행동반응점수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3.97 1.94

6.21 1.15

6.20 1.34

23.49 .000*

A

B

AB

얼굴

표정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0.91 .28

1.00 .00

1.00 .00

2.77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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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설2) 2

자당을 경구투여한 실험 군 노리개젖꼭지를 물린A ,

실험 군과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간에는 피부천자 전B .

후 통증 생리반응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

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심박동수 호흡수 경피산소포화도, ,

로 나누어 검정하였다.

제 부가설(1) 1

세 집단간에는 피부천자 전후 심박동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부가(F=8.067, P=.0006) 1

설은 지지되었다 표< 3-1>.

세 집단의 실험전후 심박동수의 변화에 대하여 실험.

전보다 실험후에 실험 군은 회분 증가하였으나 실A 5.1 / ,

험 군은 회분 대조군은 회분 증가한 것으로B 18.3 / , 25.6 /

나타나 자당용액을 경구투여한 집단이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집단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박

동수의 변화가 적었다 그림< 4>.

그림 세 집단의 실험전후 심박동수< 2>

100

110

120

130

140

150

160

전 후

(회/분)

A군

B군

대조군

표 세 집단간 실험 후 통증 행동반응의 평균치 및 차이검정 계속< 2> < >

특 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값F 값P DMR

울음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0.67 .11

1.56 .50

1.55 .63

13.48 .000*

A

B

AB

호흡

양상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0.38 .06

1.00 .00

1.00 .00

6.11 .033*

A

B

B

팔

움직임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0.34 .48

0.84 .36

0.86 .35

17.28 .000*

A

AB

B

다리

움직임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0.34 .48

0.84 .36

0.86 .35

17.28 .000*

A

AB

B

각성

상태

실험 군A (N=35)

실험 군B (N=32)

대조군(N=29)

0.62 .49

0.96 .17

0.93 .25

9.85 .000*

A

B

AB

*P <.05

표 세 집단간 실험전후 심박동수 평균치 및 차이검정< 3-1>

변 수 집 단
전

평균 표준편차( ± )

후

평균 표준편차( ± )

전후차

평균 표준편차( ± )
값F 값P

심박동수

회분( / )

실험 군A

(N=35)
133.4±15.7 138.6±23.1 5.1±22.5 8.067 .0006*

실험 군B

(N=32)
128.2±19.5 146.6±24.0 18.3±21.8

대조군

(N=29)
127.3±18.8 153.0±24.4 25.6±17.4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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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가설(2) 2

세 집단간에는 피부천자 전후 호흡수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F=1.475, P=.2340) 2

부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즉 자당용액을 경구투여< 3-2>. ,

한 집단과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집단 및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집단의 실험전후 호흡수의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5>.

그림 세 집단의 실험전후 호흡수< 3>

50

52

54

56

58

60

전 후

(회/분)

A군

B군

대조군

제 부가설(3) 3

세 집단간에는 피부천자 전후 경피산소포화도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세 집단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F=1.133, P=.3265 )

제 부가설은 기각되었다 표3 < 3-3>.

그러나 세 집단의 실험전후 경피산소포화도의 변화에.

대하여 실험 군은 감소하였으나 실험 군은A 4% B 1.3%,

대조군은 감소되었다 그림1.9% < 6>.

그림 세 집단의 실험전후 경피산소포화도< 4>

95

96

97

98

99

100

전 후

(%)

A군

B군

대조군

표 세 집단간 실험전후 호흡수 평균치 및 차이검정< 3-2>

변 수 집 단
전

평균 표준편차( ± )

후

평균 표준편차( ± )

전후차

평균 표준편차( ± )
값F 값P

호흡수

회분( / )

실험 군A

(N=35)
53.3± 8.2 51.3±7.5 -2.0±5.1

1.475 .2340

실험 군B

(N=32)
55.9±10.9 54.9±8.0 -1.0±5.4

대조군

(N=29)
52.7± 9.0 52.9±7.7 .21±4.7

* p < .05

표 세 집단간 실험전후 경피산소포화도 평균치 및 차이검정< 3-3>

변 수 집 단
전

평균 표준편차( ± )

후

평균 표준편차( ± )

전후차

평균 표준편차( ± )
값F 값P

경피산소

포화도(%)

실험 군A

(N=35)
97.3±1.8 96.8±2.7 -.4±3.7 1.133 .3265

실험 군B

(N=32)
97.3±2.4 96.0±3.5 -1.3±4.3

대조군

(N=29)
97.8±1.8 95.9±3.6 -1.9±3.4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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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신생아 시기의 조기 통증 경험은 영아 후기의 통증반

응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임상현장에서는 신생아의,

통증 유발 처치 후 목소리로 얼르거나 안고 흔들어주거,

나 비영양성 빨기를 주로 이용하는데 본 연구자는 발뒤,

꿈치 천자와 같은 단순한 통증에 대하여 미각 중 단맛을

이용한 자당 경구투여의 효과와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

의 효율성 및 유용성을 규명하고자 자당 경구투여가 신

생아의 피부천자시 통증완화에 미치는 효과들을 선행연

구에 비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신생아의 혈액채취를 위한 발뒤꿈치 천자와 같은 짧은

통증유발 처치 전에 자당의 경구투여가 통증 행동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결과 피부 천자 전에 자당을 경구

투여한 군 은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군 이나(3.97) (6.21)

처치를 하지 않은 군 보다 통증 반응점수가 낮았으(6.20)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

사후검정 결과 자당 경구투여군이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군이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군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발뒤꿈치 천자 분전 통증완화를 위하2

여 자당을 경구투여한 경우와 자당을 경구 투50% 25%

여하여 통증 행동점수와 울음이 유의하게 감소한 Steven,

과 등Taddio, Ohlsson Einarson (1997), Örs (199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신생아실이나 중환아.

실에서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자주 시행되고 있는 발뒤꿈

치 천자와 같은 짧은 통증 유발 처치를 할때 자당의25%

경구 투여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피부천자로 통증을 유발시키면 신생아는.

강직되거나 몸부림치는 전신적인 신체반응 자극영역이,

위축되는 국소반사 아픈 얼굴표정 큰소리의 울음등으로, ,

반응을 하므로김미예 등( , 1999; Katz, Kellerman &

본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울음 호흡양Siegel, 1980) , ,

상 팔움직임 다리움직임 각성상태로 통증반응을 측정, , ,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통증자극 전에는 평온한 얼.

굴이었으나 자극 후 세 집단에서 각각 평균점수( .91～

가 상승하여 통증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역시 울음1.00) ,

호흡양상 팔움직임( .67 1.56), ( .38 1.00), ( .3～ ～

다리움직임 각성상태4 8.6), ( .34 .86), ( .62 .93)～ ～ ～

영역에서도 평균치가 상승함으로써 통증의 행동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얼굴표정에 관하여는 세 집단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울음에 대하여는 자당의 효과를 보25%

여주었는데 이는, Aage-Knudsen (1999), Carbajal,

과Chauvet, Couderc Olivier-Martin(1999), Luca,

과Chris- topher, Gillian Malcolm(1995), Luca,

와 등David Malcolm(1999), Örs (1998), Stevens,

과 등Taddio, Ohlsson Einarson(1997), Stevens

과 등의 연구결과와(1999) Stevens Ohlsson(2000)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촉각자극은 관심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울

음을 그치게 하고 안정을 찾게 해주는 방법이므로

통증완화를 위해 노리개(McCaffee & Beebe, 1989)

젖꼭지 물리기를 이용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자당.

을 주사기로 경구투여한 집단이 노리개젖꼭지 물리기 집

단보다 통증점수가 월등히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촉각자극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

맛에 의한 진통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자당. ,

경구투여가 통증 생리반응 중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통증 자극전 자당 경구.

투여군의 평균 심박동수는 통증 자극후에 다른 두 군에

비해 심박동수 변화의 폭이 적고 심박동수가 증가되지

않았다 등 등. Örs (1998), Stevens (1999), Stevens

와 은 자당을 경구투여한 군이 심Ohlsson(2000) 25%

박동수 변화가 적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 자

당 투여군이 심박동수 변화가 적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

다고 할 수 있다 심박동수의 증가는 새로운 자극에 대.

한 방어반응으로서 부정적 영향이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Hanson, 1980; Vau- ghan,

또한 통증 생리반응으로McKay & Nelson, 1987),

심박동수는 증가되므로강정완과 윤덕미 박인옥( , 1995; ,

조결자 등 과1998; , 2000; Stevens, Johnson

본 연구에서Horton, 1994; Owens & Todt, 1984)

심박동수가 증가되지 않은 것은 자당의 경구투여가 통증

을 완화시켰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당 경구투여와 통증 신생아의 호흡수와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호흡수와

경피산소포화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흡수에 대하여 자당 투여군과 노리개.

젖꼭지를 물린 군은 근소한 차이의 변화가 있었을 뿐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경피산소포화도에 대하여.

자당 경구투여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적

었다.

통증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생아의 호흡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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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결자 등( , 2000; Johnston & Strada, 1986;

는 보고와 호흡수는 변화가 없Zahr & Balian, 1995)

다 김희숙 박인옥( , 1996; , 1998; Bucher et al,

는 보고 그리고 호흡수의 감소1995) , (Craig et al,

과1993; Stevens, Taddio, Ohlsson Eianrson,

를 보고하기도 하여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1997)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통증자극에.

대하여 나타나는 호흡양상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산소포화도는 통증과 스트레스 및 신생아의 자세에 영

향을 받는다장영표 등 이우영 부모와( , 1990; , 1993).

조기 접촉시 산소포화도는 낮게 나타나며 과(Harrison

통증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경피산소Woods, 1990),

포화도의 감소박인옥( , 1998; Craig et al, 1993;

High & Gorski, 1985; Williamson & Williamson,

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1983)

김희숙( , 1996; Norris, Campbell & Brenkert,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당 경구투여군과 노1982) .

리개젖꼭지 물린 군은 경피산소포화도가 대조군보다 감

소폭이 적었고 그 중에서도 자당 경구투여군이 가장 적,

어 단맛의 통증 완화효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당 경구투여군의 통증 행

동반응과 심박동수의 변화 폭이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군

이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군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증 자극전에 자당의 경구투여는 신생아에게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당 경구투여군.

이 경피산소포화도 변화의 폭이 적게 나타났고 호흡수,

도 다른 두 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므로 자당의 단맛에 의

한 통증감소 효과라고 생각한다 즉 자당의 단맛은 대뇌.

의 중추조절과정에서 내분비 아편물질을 방출하여 통증

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완,

급 완화의 작용으로 통증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서양에서의 진통제와 마취제로서 사용한. 'sugar

이라는 말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nipple’ .

.Ⅵ 결론 및 제언

요약 및 결론1.

본 연구는 자당 경구투여가 신생아의 피부천자시 통증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미각 자극제로서의

자당 경구투여가 용이하고도 유용한 비약물적 통증 간호

중재임을 확인하고자 관문통제이론을 근거로 순수실험

설계중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

상자는 년 월 중순부터 월 하순까지 서울에 소재2000 5 7

하고 있는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한 신생아로 생후K

주일 이내에 혈액학적 및 선천성 대사검사를 위해 발뒤1

꿈치 천자를 받는 신생아에게 피부천자전 자당을25%

경구 투여한 실험 군 명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실험A 35 , B

군 명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 명으로 총 명이32 , 29 96

었다 연구도구는 신생아의 통증행동상태를 측정하기 위.

하여 등 이 개발한 신생아 영아 통증Lawrence (1993)

척도 를 사용하였고 통증 생리반응을 측정하기(NIPS) ,

위하여 심박동수 및 호흡수 경피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

다 대상자의 행동상태는 로 녹화하여 분석하였고. Video ,

통증 생리반응 측정은 맥박산소측정기를 이용하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로 전산 처리하였으며SAS χ2-test,

를 이용하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증 행동 반응1)

피부천자 분전에 자당 를 주사기로 경구 투2 25% 2㎖

여한 군은 피부천자 분전에 노리개젖꼭지를 물린군과2

처치를 하지 않은군에 비해 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통증 생리 반응2)

심박동수(1)

피부천자 분전에 자당을 경구투여한 군은 피부2 25%

천자 분전에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군과 처치를 하지 않2

은 군간에 심박동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

당투여 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심박동수 변화의 폭이

적었다.

호흡수(2)

피부천자 분전에 자당을 경구투여한 군은 피부2 25%

천자 분전에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군과 처치를 하지 않2

은 군간에 호흡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당투여 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호흡수가 감소

되었다.

경피산소포화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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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천자 분전에 자당을 경구투여한 군은 피부2 25%

천자 분전에 노리개젖꼭지를 물린 군과 처치를 하지 않2

은 군간에 경피산소포화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자당투여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경.

피산소포화도 변화의 폭이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신생아의 혈액채취를 위한 피부

천자전에 자당을 경구투여함으로써 통증 행동반응이 감

소되었으며 통증 생리반응 중 심박동수와 경피산소포화,

도의 변화폭이 적었고 호흡수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당의 경구투여가 피부천자시 신생아의 통증

을 완화시키는 독자적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언2.

신생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증자극에 대해 자당의1.

경구투여 효과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당의 농도에 따른 통증완화 정도를 규명하는 연구2.

가 필요하다.

미숙아를 대상으로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자당의 농도3.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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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Intraoral sucrose, Pain relieving

Pain Relieving Effect of Intraoral

Sucrose Replacement in Neonates

Yoon, Hea-Bong*

The ability of neonates to perceive and react

to pain, has been acknowledged recently. Recent

researches have been shown that even short

term pain can have lasting negative effects.

We know that most of the anatomical

pathway and neurotrans - mitter function

necessary for pain perception are fully or nearly

fully developed in the neonatal period. Many

people are still reluctant to believe that pain

felt by neonates may be as severe as that felt

by older children or adults ye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ssess and

compare the analgesic effects of orally

administered sucrose and pacifiers. And to

determine the synergistic analgesic effects of

sucrose and pacifiers.

The tools for this study is Lawrence's NIPS

(neonatal infant pain scale) with behavioural

pain responses and index for pain physiological

reponses as heart rate, respiratory rate and

degree of SaO2. The participants are 96 healthy

infants of neonatal age 1-7days and randomised

to receive heel prick before 2minutes to blood

sampling and physiological test in Nursery of K

Medical University Hospital on May-July, 2000.

The experimental group assigned to one of

three treatment groups : no treatment; a

pacifier; placebo(2ml 25% sucros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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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using X2-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s post hoc.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ain behaviour responses:

The pain score of placebo group(2ml 25%

sucrose) is lower than no treatment group and

pacifier group significantly(P=.000). Placebo

group is different from no treatment and pacifier

group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Pain physiologic responses

(1) heart rate:

The heart rate of placebo group(2ml 25%

sucrose) is different from that of no treatment

group and pacifier group significantly(P=.000).

The heart rate change of placebo group is less

than the other groups.

(2) respiratory rate:

The respiratory rate of placebo group(2ml

25% sucrose) is different from that of no

treatment group and pacifier group

insignificantly (P=.2340). But, the respiratory

rate of placebo group is lower than the other

groups.

(3) SaO2:

The SaO2 score of placebo group(2ml 25%

sucrose) is different from that of no treatment

group and pacifier group insignificantly

(P=.3265). But, the change of SaO2 score of

placebo group is less than the other groups.

In conclusion, the sucrose placebo showed

pain relief effect in behavior responses and less

physiological responses.

Accordingly, the sucrose placebo should be

applied nursing intervention for simple pain

management as heel pr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