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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의료기술의 급진적인 과학화와 신생아학의 발전 그리

고 산전 관리 및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미숙아 사망률이 급

격히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미숙아의 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미숙아의 발생정도는 조사 규모 및 방법에 따.

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출생아의 수준으로 간3 7%～

주하고 있다배종우 년대 중반 의료기관 조사결과( , 1999). 1990

에 의하면 미숙아 발생률은 박인화 황나미 로 제7.7%( , , 1994)

시되고 있으며 년 출생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1996

결과에서는 한영자 서경 신손문 이승욱 년3.4%( , , , , 1999), 1998

인구동태통계의 출생신고 자료에서는 통계청 로3.58%( , 1999)

나타나 있다.

미숙아란 세계보건기구 의 정의에 의하면 출생시 체(WHO)

중에 관계없이 재태기간 주미만 혹은 최종 월경일에서37 259

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이미경 미숙아는( , 2002).

생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호흡곤란 체온 조절 장애 빨기 및, ,

삼키기 장애 무호흡 발작 간기능 미숙으로 인한 중증 황달, , ,

저혈당 등의 문제에 당면하기 쉬우며 이는 재태기간이 짧을,

수록 심하다 그러므로 미숙아 대부분은 출생과 동시에 신생.

아집중치료실 에서의 간(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NICU)

호를 필요로 하게 되며 특히 무호흡 발생에 따른 처치, (apnea)

를 요구하게 된다.

미숙아에서 중한 무호흡 은 호흡이 초 이상 정(apnea) 15 20～

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에 청색증과 서맥이 동반될 경우,

호흡이 정지한 기간에 관계없이 중한 무호흡으로 정의된다홍(

창의 이와 같은 무호흡은 신생아기에서 가장 흔하며, 2001).

그 빈도와 심한 정도는 재태기간과 반비례하여 호흡 조절 계

통의 미성숙에 의한 것이라 추측되어지므로홍창의 미( , 2001)

숙아에서 보다 발생빈도가 높고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그 횟,

수 및 심한 정도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감염 저산소증 혹은 두개 내 병변 등의 요인,

은 무호흡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Henderson-Smart,

따라서 미숙아는 생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정상 신생아1995).

보다 무호흡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미숙아 무호흡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상적으로 임상실무에서는 미숙아에게 무호흡이 발현할 경

우 즉각적인 조치로써 미숙아의 발바닥을 국소적으로 자극한,

다거나 미숙아의 다리나 팔을 흔드는 방법 등으로 자극을 주

고 있다 이는 무호흡을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무호흡으로 인.

한 여러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중재라기보다는 사후,

대처방식의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중재방법이라고 하겠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공호흡기, (mechanical ventilation)

치료 후 자발적 호흡을 유도하는 단계 에서 미(weaning stage)

숙아에게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검사용 폐 의 팽창을(test lung)

이용한 자극 제공의 예방적 중재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할만한 효과를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무호흡 증상이 있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

여 무호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중재방안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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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기적 자극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기적 자극 제공이(regular stimulation)

미숙아의 무호흡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미숙아 무

호흡을 예방하고 안위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건강발달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연구가설
첫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의 미숙아 무호흡 발생횟,

수는 주기적 자극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무호흡 발생횟수

보다 적을 것이다.

둘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산소포화도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산소포화도보다 높을 것이다.

셋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심박동수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심

박동수보다 많을 것이다.

용어정의
미숙아•

세계보건기구 의 정의에 의하면 미숙아란 출생시 체(WHO)

중에 관계없이 주 미만 혹은 최종월경일에서 일 미만에37 259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한다이미경( , 2002).

본 연구에서는 에서 지정한 주 미만의 신생아라는WHO 37

정의 외에 모자보건법「 」1)에서 지정한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를 포함시킨다.

무호흡(Apnea)•

미숙아에서 중한 무호흡은 호흡이 초 이상 정지하는15 20～

것으로 정의되며 이에 청색증과 서맥이 동반된다면 호흡이,

정지한 기간에 관계없이 중한 무호흡으로 정의내린다홍창의( ,

2001).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가 울거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포화측정기 를 통해 서맥분당 회 이하(pulse oxymeter) ( 80 )

혹은 저산소증(SaO2 이하이 나타나 산소포화측정기 경고85 )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조 항에 따르면 미숙아란 주 미만1 2 “37「 」
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2500g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37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자 로 정의하고 있다” .

음이 회 이상 울린 상태를 의미한다1 .

주기적 자극(regular stimulation)•

본 연구에서는 인큐베이터내 매트리스위에 인공호흡기

와 연결된 검사용 폐 를 놓고(mechanical ventilator) (test lung)

그 위에 미숙아를 앙와위 자세로 눕힌 후 인공호흡기를 작동,

시켜 공기의 주입 및 배출을 반복적으로 조작하여 검사용 폐

가 확장됨에 따라 미숙아가 상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헌 고찰

미숙아 무호흡과 주기적 자극
무호흡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연령 정상인에서의 호흡 시간의 표준 편차 이상 호흡3

휴지기 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숙아의 중(respiratory pause) ,

한 무호흡은 호흡이 초 이상 정지하는 것으로 정의되15 20～

며 또는 청색증 서맥 회분 미만 창백 무기력이 동반된, , (100 / ), ,

다면 호흡이 정지한 기간에 관계없이 중한 무호흡으로 정의

된다박상기 홍창의 무호흡의 발생빈도는 재태( , 1996; , 2001).

연령이 낮을수록 자주 발현하여 재태기간 주에서30-31 54%,

주에서는 가 발생하고 또한 미숙아의 체구가 작을수26-29 78%

록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출생시 체중 미만인 경2,500gm

우에서 미만에서는 가 무호흡을 경험한다25%, 1,000gm 84%

박상기 즉 무호흡은 그 빈도와 심한 정도가 재태기( , 1996). ,

간 및 체중에 반비례하므로 미숙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으

며 임신 주수가 적을수록 출생시 체중이 적을수록 무호흡의,

발생빈도가 높고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무호흡의 병인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

지 않는 실정이다 특별히 동반되는 질환이 없는 특발성 무호.

흡인 경우는 아직 호흡기 계통이 불안정한 미숙아에 있어 호

흡중추 중추와 말초 화학수용기 호흡기로부터 발생되는 여, ,

러 반사들 그리고 호흡운동 등의 미숙으로 인해서 무호흡이,

나타난다고 하며김순희 김문자 이근 질식 두개 내( , , , 1986), ,

출혈 발작 등 중추 신경계 질환 감염 쇼크 심부전 등 전신, , , ,

성 질환 저혈당증 저나트륨 혈증 저칼슘 혈증 등 대사성 질, , ,

환 열성 장애 후비공 폐쇄 등 기도의 해, (thermal disturbance),

부학적 협착에 의해서도 발생된다홍창의( , 2001).

이러한 무호흡에 의해 미숙아는 반사적으로 심박수 혈압과,

맥압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무호흡 출현 초, 1.5 2～

내에 동성서맥이 시작된다 또한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감소되.

며 서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심박동수 감소는 경

동맥체 화학수용체의 저산소성 자극 때문으로 추측된다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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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한 임상적으로 무호흡은 여러 기저질환의 한 증, 1996).

후가 될 수 있고 이는 저산소혈증 저혈압 뇌혈류감소를 초, , ,

래하고 결국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을 일으켜 신경학적 후유-

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미숙아의(Groswasser, et al., 1995).

무호흡은 그 횟수가 반복될수록 그 자체가 미숙한 뇌에 장애

를 초래하여 중추신경계 장애와 후기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

반하므로 그 조기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숙아의 무호흡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저산소성 손상이 억제되고 의미있는 장기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허혈로 인한 뇌손상,

의 중추신경계장애 및 향후 뇌성마비와 같은 후기 신경학적

후유증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Korner, Guilleminault, Hoed &

적절한 사전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다Baldwin, 1978) .

무호흡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중재는 인공호흡기 연결과 같

은 기계적 치료 및 등의 약물치, Aminophylline Theophylline

료(Henderson-Smart & Steer, 1997; Saigal, Campell, Watts,

외에도 고유수용자극Ferguson & Duffy, 1986) (kinesthetic

흔들침대 진동하는 물침대stimulation), (rocking bed), (oscillating

등의 비약물성 예방치료water beds) (Henderson-Smart &

Osborn, 1997; Jirapeat, 1993; Korner, et al., 1978; Osborn &

Henderson-Smart, 2000; Tuke, Monin, Duvivier, May & Vert,

가 있으며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산소요법을 동반한1982) ,

기계적 환기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진동 물침대 의 제공은 미숙아의 진동(oscillating water beds)

을 유발하여 미성숙한 호흡중추를 자극하여 불규칙한 호흡을

줄이고 무호흡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Clark, Cordero,

흔들침대Gross & Manos, 1989; Tuke, et al., 1982), (rocking

는 미숙아의 서맥 미만을 동반한 무호흡 초bed) (100 bpm ) (12

초과 및 저산소증) (TcPO2 과 관련된 무호흡에서< 50mmHg)

효과적인 무호흡 횟수 감소를 보여 명의 실험군 중 명의12 11

미숙아에서 효과적인 무호흡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uke, et al., 1982).

또한 흔들기 를 이용한 전정자극(rocking) (vestibular stimulation)

이 미숙아의 무호흡 감소에 효과적이고 더 나아가 빠른 성숙

에 이르게 하며 물침대 및 흔들어주기와 같(Farrimond, 1990),

은 고유수용자극과 전정자극은 미숙아에서 산소포화도 증가

및 무호흡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lark, et al.,

1989; Korner, Kraemer, Haffner & Cosper, 1975; Korner, et

은 흔들 침대와 일반 침대al., 1978). Groswasser, et al.(1995)

위에 있는 두 미숙아 그룹 간에 수면양상 및(REM, NREM)

심박동수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일반침대 그룹에서 밤동안

무호흡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흔들매트, (rocking

를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mattress) (nonrocking mattress)

해 무호흡 발생에 있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흔들매트가

무호흡 예방에 효과적 중재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임상적으.

로 중한 미숙아 무호흡의 경우에는 고유수용자극이 무호흡

횟수 감소 및 산소포화도 증가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

았고 미숙아 무호흡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도 제시되고(Jirapeat, 1993; Osborn & Henderson-Smart, 2000)

있다.

이렇듯 미숙아 무호흡 중재에 대한 여러 국외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국내간호학 분야에서는 관련연구가 전무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자는 주기적 자극 제공이. (regular stimulation)

미숙아의 무호흡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무호흡증상이 있는 미숙아 대상으로 주기적 자,

극 제공이 미숙아의 무호흡 감소에 미치는(regular stimulation)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대상자내 반복측정설계(within -

이다subjects design with repeated measure)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 산하 개K 3

의료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에 입원한 무호흡 증상이 있(NICU)

는 미숙아 명으로 다음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11 , .

재태기간 주 미만 혹은 출생시 미만의 미숙아37 2,500gm∙

무호흡 증상이 처음 발현된 후 시간 이내 무호흡 증상12∙

이 회 이상 나타난 미숙아1

호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부착∙

하지 않은 미숙아

산소투여를 받고 있지 않은 미숙아∙

연구도구
주기적 자극•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주기적 자극은 인공호흡기(mechanical

와 검사용 폐 를 연결한 후 인공호흡기를ventilator) (test lung)

작동시켜 공기의 주입 및 배출의 반복적 조작으로 검사용 폐

가 주기적으로 수축 및 팽창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무호흡 발현시 특성 기록지•

무호흡 증상이 있는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과 무호흡 발현

시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관찰 기록지를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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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서울 및 경기2003 7 2004 3

도 소재의 대 산하 개 의료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K 3

미숙아 중 시간 동안 무호흡 증상이 회 이상 발현된 미숙12 2

아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미숙아는 일반11 .

적인 치료과정의 특성상 인공호흡기 치료 후 자발적 호흡을

유도하는 단계 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인공호(weaning stage)

흡기와 연결된 검사용 폐 를 이용한 주기적 자극을(test lung)

제공받게 되며 이는 임상치료의 일부분이므로 본 연구를 위,

해 별도의 사전 동의 및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미숙아는 오전 시부터 정오6

까지 주기적 자극을 제공받고 정오부터 오후 시까지는 주기, 6

적 자극을 제공받지 않으며 그 후 오후 시부터 자정까지 주6

기적 자극을 제공받고 자정부터 오전 시까지 주기적 자극을, 6

제공받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에 시간씩 회 주기. 6 4

로 번갈아가며 주기적 자극을 제공받게 되고 이러한 자극은,

총 일 동안 지속된다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5 .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제변수재태기간 출생후 나( ,•

이 성별 출생시 체중 연구시 체중 분만 유형(postnatal age), , , , ,

분 점수 분 점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 산과1 Apgar , 5 Apgar , ,

력는 관찰기록지를 통해 수집하고 무호흡의 관찰 및 생리적) ,

반응 측정값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은 산소포화측정기( , , )

및 심전도 모니터 를 통해 수집(pulse oxymeter) (EKG monitor)

한다.

주기적 자극 제공 및 반복측정 단계(regular stimulation)•

인큐베이터 혹은 개방형보온침대 매트리스위에 인(warmer)①

공호흡기 와 연결된 검사용 폐(mechanical ventilator) (test

를 놓는다lung) .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검사용 폐 위에 무호흡 증(test lung)②

상이 있는 미숙아를 앙와위 자세로 눕힌다.

인공호흡기를 통한 공기의 주입 및 배출의 반복적인 조작③

으로 검사용 폐의 팽창 및 수축을 이용하여 미숙아를 상

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이때 검사용 폐의 팽창 및 수축은 주기와 상13cycles/min④

하 폭으로 움직이고 자극제공은 하루 회 주기로1cm , 4 6

시간씩 번갈아가며 총 일 동안 작동된다이를 그림으로5 (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1> ).

그림 주기적 자극 제공 시기< 1>

0시

18시 6시

ONONONON

ONONONONOFF

regular
stimulation

OFF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regular
stimulation

산소포화도와 심박동수 호흡수는 각 실험구간의 중간시점,⑤

에서 회씩 측정하여 하루 회씩 일간 총 회 측정하였1 , 4 5 20

다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 산소포화측정기. (Pulse

의 단자를 미숙아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부착하oxymeter)

고 심박동수 및 호흡수 측정을 위해 심전도 모니터, (EKG

의 패치를 미숙아 흉부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 후monitor)

미숙아의 움직임이 심하지 않을 때 측정하였다 그림< 2>.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무호흡이 발현된 경우에는 무호흡⑥

발현 일시 무호흡 발현시 자극 유무 무호흡 발현시 최소, ,

산소포화도 및 최소 심박동수 안정상태로의 복귀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진행방법은 이전의 여러 연구들로부터 의거

한 것으로(Groswasser, et al., 1995; Jones, 1981; Korner, et al.,

기 간

실험 일1 실험 일2 실험 일5

cycle1 cycle2 cycle3 cycle4 cycle1 cycle2 cycle3 cycle4 cycle1 cycle2 cycle3 cycle4

m1 m2 m3 m4 m1 m2 m3 m4 m1 m2 m3 m4

대상자 O0 O1 O2 O3 O4 O5 O6 O7 O8 O17 O18 O19 O20

cycle 1 : 0AM 6AM, cycle 2 : 6AM 12MD, cycle 3 : 12MD 18PM, cycle 4 : 18PM 24AM～ ～ ～ ～

m1 : 3AM, m2 : 9AM, m3 : 15PM, m4 : 21PM

O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O1,2,3,4 20～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 , ,

그림 자료수집절차< 2>

주기적

자극

주기적

자극

주기적

자극

주기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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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폐의 팽창 및 수축의1975; Saigal, et al., 1986)

주기는 모체의 분당 호흡수가 회라는 점13cycles/min 12 14～

에 감안한 것이고 주기적 팽창 및 수축에 따른 상하 폭, 1cm

은 모체의 방광내 소변량에 따른 용적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숙아의 생체리듬 주기를 고려하여 시부터0

시까지를 주기적 자극제공 제외의 시기로 정하고 그 후 시6 , 6

부터 시까지 주기적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의 시간 간격으12 6

로 주기적 자극이 번갈아가며 제공되도록 설계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 자극 제공 유무에.

따른 미숙아의 총 발현된 무호흡 횟수 및 무호흡 기간을 측

정하고 시간 주기로 일간 총 회에 걸쳐 대상자들의 평균, 6 5 20

산소포화도 분간 평균 심박동수 분간 평균 호흡수를 측정, 1 , 1

한다.

자료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 ,∙

산출하였다.

주기적 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무호흡 발생횟수 및 양상∙

분석을 위해 범주형 반복측정자료 분석을 위한 일반화 추

정방정식 을 실시하였(General Estimating Equation : GEE)

고 에서 를 사용하였다, SAS V8.2 proc genmod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남 명 여 명으로서 분만11 ( : 5 , : 6 )

유형은 질식분만 명 제왕절개 명이었고 재태기간은 평균5 , 6 ,

일 출생후 나이는 평균 일이었으며 출생시 체중215.55 , 230.64 ,

은 평균 연구시작시 평균 체중은 이었1681.36gm, 1707.09gm

다 분 점수는 평균 점이었고 점 점수는. Apgar 1 5.64 , Apgar 5

평균 점이었다 표7.27 < 1>.

가설 검증
주기적 자극 제공 간호중재에 따른 미숙아 무호흡 발생 횟

수 및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2> .

주기적 자극 제공 간호중재를 실시한 기간의 미숙아 무호∙

흡 발생횟수는 총 회로 이는 실시하지 않은 기간의 무11

호흡 발생횟수 총 회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19 ,

유의하지 않아 제 가설인 주기적 자극을 제공(p=.2762) 1 “

한 기간의 미숙아 무호흡 발생횟수는 주기적 자극을 제공

하지 않은 기간의 무호흡 발생횟수보다 적을 것이다 는”

지지되지 않았다.

무호흡 발생시 최소 산소포화도는 주기적 자극 제공 간호∙

중재를 실시한 기간 에서 실시하지 않은 기간(M=74.73)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1)
특 성 구 분 실 수(%) 평균 표준편차( )

성별 남 5( 45.50)

여 6( 54.50)

분만유형 질식분만 5( 45.50)

제왕절개 6( 54.50)

재태기간일( ) 주 주28 -30

주 주30 -32

주 주32 -34

4( 36.36)

4( 36.36)

3( 27.28)

215.55( 11.68)

출생후 나이일( ) 주 주28 -30

주 주30 -32

주 주32 -34

주 주34 -36

2( 18.18)

3( 27.28)

5( 45.45)

1( 9.09)

230.64( 15.09)

출생시 체중(gm) 1200-1500

1500-1800

1800-2100

2100-2400

3( 27.28)

5( 45.45)

2( 18.18)

1( 9.09)

1681.36(282.68)

연구시작시 체중(gm) 1200-1500

1500-1800

1800-2100

2100-2400

3( 27.28)

4( 36.36)

3( 27.28)

1( 9.09)

1707.09(283.68)

분 아프가 점수1 1-5

6-10

6( 54.50)

5( 45.50)

5.64( 0.81)

분 아프가 점수5 1-5

6-10

0( 0.00)

11(100.00)

7.27( 0.65)

표 주기적 자극제공 여부에 따른 무호흡 발생 횟수 및 양상< 2> (N=11)

특 성

주기적 자극 제공

Estimate p-value
무 유

횟수 또는

평균 표준편차( )

횟수 또는

평균 표준편차( )

무호흡 발생횟수 19 11 -0.4842 .2762

무호흡 발생시
최소 산소포화도

66.05(11.21) 74.73( 9.19) 0.0148 .0049*

무호흡 발생시
최소 심박동수

86.42(16.67) 92.55(11.14) 0.0074 .0338*

* p-value is calculated from the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ethod.

유의수준* 95%



임 혜 상 외

456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제 가설인(M=66.05) (p=.0049) 2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산“

소포화도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산소포화도보다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

무호흡 발생시 최소 심박동수는 주기적 자극 제공 간호중∙

재를 실시한 기간 에서 실시하지 않은 기간(M=92.55)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제 가설인(M=86.42) (p=.0338) 3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심“

박동수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심

박동수보다 많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

추가 분석
연구기간동안 발생한 무호흡 횟수는 총 회로 이 중 회30 22

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계하지 않은 기타 외부자극이 제공되

었는데 그 유형은 발바닥 문지르기 회 발바닥 문, (12 , 54.54%),

지르기와 산소 공급의 병행 회 다리 흔들기 회(5 , 22.73%), (3 ,

산소 공급 회 순으로 나타나 임상실무에서13.64%), (2 , 9.09%)

미숙아 무호흡이 발현할 경우 증상완화를 위한 중재방법으로

간호사들이 발바닥 문지르기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호흡 발생시 기타 외부자극의 제공 없이 미숙아.

자발적으로 호흡이 회복된 경우는 회였으며 이 중 주기적8 ,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경우는 회 제공하지 않은 기5 ,

간에 발생한 경우는 회로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3 ,

호흡의 경우보다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

흡에서 유의하게 자발적 회복횟수가 높았다 표(p=.0287)< 3>.

표 주기적 자극제공 여부에 따른 무호흡 발생시 자발적< 3>
회복횟수 (N=11)
특 성

주기적 자극 제공
Estimate p-value

무 유

무호흡 발생시
자발적 회복횟수

3 5 2.4030 .0287*

* p-value is calculated from the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ethod.

유의수준* 95%

또한 주기적 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미숙아의 생리적 변화

를 관찰한 결과 주기적 자극을 제공받은 기간과 제공받지 않,

은 기간에서의 미숙아 생리적 상태평균 산소포화도 심박동( ,

수 호흡수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 4>.

논 의

미숙아에게 무호흡은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건

강을 위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 무호흡은 미숙아의 재태.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출생시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그 빈

도와 정도가 심하고 출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호흡 발생,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데김순희 등 박상기 홍창( , 1986; , 1996;

의 무호흡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2001),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김순희 등 계속되는( , 1986)

무호흡 발작으로 인한 이차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더 큰 문

제가 된다박상기 따라서 미숙아 무호흡의 치료는 무( , 1996).

호흡이 반복될수록 그 자체가 미숙한 뇌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며 가능한 예방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주기적 자극 제공 간호중재에 따른 무호흡 발

생 횟수 및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제 가설인 주, 1 “

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의 미숙아 무호흡 발생횟수는 주기

적 자극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무호흡 발생횟수보다 적을

것이다 는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

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무호흡 발생 횟수가 주기(p=.2762)

적 자극을 제공한 시기 회에서 제공하지 않은 시기 회보(11 ) (19 )

다 적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볼 때 대상자 수를 충분히 한다

면 통계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 가설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2 “

호흡시 최소 산소포화도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

호흡시 최소 산소포화도보다 높을 것이다 와 제 가설인 주” 3 “

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심박동수

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시 최소 심박동수보

다 많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는데 이는 비록 주기적 자극을” ,

표 주기적 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미숙아의 생리적 변화< 4> (N=11)
특 성

주기적 자극 제공

Estimate p-value무 유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산소포화도 94.51( 3.27) 95.49( 3.28) 0.0023 .0645

심박동수 143.76( 9.81) 146.49(11.44) 0.0001 .2195

호흡수 43.20(11.38) 44.78(10.80) <0.0001 .2336

* p-value is calculated from the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ethod.

유의수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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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기간에 무호흡이 발생하더라도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

포화도 감소 및 심박동수 저하의 특징적인 변화가 주기적 자

극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의 경우보다 부작

용의 손상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 주기적 자극을 제공받은 기간과 제공받지 않

은 기간에서의 미숙아 생리적 상태평균 산소포화도 심박동( ,

수 호흡수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미, ) ,

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미숙아에게 주기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중재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 연구에서 흔들매트를 제공한 실험Groswasser, et al.(1995)

군과 대조군간의 두 미숙아 그룹 간에 수면양상의 차이가 없

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지속적인 흔들기 자극이,

미숙아에게 수면방해 및 불안정의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기적 자극 제

공이 미숙아의 무호흡 및 무호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

고 무호흡 발현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산소포화도 저하 심박, ( ,

동수 감소의 폭을 저하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 어머니가 지적하는 미숙아의 건강관리.

요구 사항 중 두 번째로 요구도가 높았던 사항이 질(57.8%) “

식사돌연사증후군 예방 이라는 점김선옥 을 감안해” ( , 2000)

볼 때 미숙아 무호흡 예방으로 주기적 자극, (regular

제공 간호중재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stimulation) .

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미숙아 곁에서 시간 상주하며 직접24

적인 관찰 및 즉각적인 중재를 통해 무호흡과 같은 돌발적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

라서 사전에 무호흡 유발가능의 반사를 피하여 기관지흡인을

조심스럽게 하고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장을 피하는 간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 자극 제공과 같은 임상활용 가능한 다양한 간호중재

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결 론

본 연구는 주기적 자극 제공이 미숙아의 무호흡 감소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미숙아의 무호흡 예방 및 안위 도모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내 반복측정설계 연구(with-subject design

로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with repeated measure) ,

대 산하 개 의료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무호흡 증K 3

상이 있는 미숙아로 시간동안 무호흡 증상이 회 이상 발12 2

현된 미숙아 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11 . 2003 7

부터 년 월까지였으며 하루에 시간씩 회 주기로 번갈2004 3 , 6 4

아가며 주기적 자극을 제공하여 총 일 동안 지속하였다 주5 .

기적 자극 제공은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검사용 폐(test lung)

에 공기의 주입 및 배출을 반복적으로 조작하여 이에 따른

팽창 및 수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빈도 및

평균에 대하여 서술통계를 하였고 주기적 자극 제공 여부에,

따른 미숙아 무호흡 발생횟수 및 양상 비교를 위해 일반화

추정방정식 을 실시하였다(General Estimating Equation : GEE)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가설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의 미숙아 무호흡1 “∙

발생횟수는 주기적 자극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무호흡

발생횟수보다 적을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의 미숙아의 무호흡 발,

생횟수는 총 회로 이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무호흡11

발생횟수 총 회보다 적게 나타났다19 .

제 가설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2 “∙

시 최소 산소포화도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

흡시 최소 산소포화도보다 높을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 가설인 주기적 자극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3 “∙

시 최소 심박동수는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무호흡

시 최소 심박동수보다 많을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극 제공이 미숙아의 무호흡 예방에 따른 안정상∙

태 및 신체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정하기 위

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주기적 자극의 다양한 주기별 제공에 따른 효과검증을 위∙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주기적 자극 제공의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누어 중재효과,∙

의 측정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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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regular stimulation affects apnea of a premature infant.

Method: This study was used a within-subjects design with repeated measure using GEE (General Estimating

Equation) and had been conducted from July 1, 2003 to March 12, 2004. The subjects consisted of 11 apneic

premature infants who had showed apnea more than twice for 12 hours. A regularly vibrating test lung was

provided to the subjects to find how regular stimulation affects apnea. Result: From the result of regular

stimulation for apneic premature infants, both the lowest SaO2 and the lowest heart rate at experime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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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ound to be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decreased frequency of the apnea cases was not statistically

effective.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gular stimulation for apneic premature infants could be

effective on increasing both SaO2 and heart rate. Therefore, we suggest regular stimulation to be used clinically to

heal apnea of premature infants.

Key words : Apnea, Premature infant, Regular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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