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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edical nutrition therapy of premature infan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presence of metabolic disorders, hematological profile and feeding methods were 
compared between the premature infant group (＜37 weeks, n=61) and the full-term infant group (37∼42 
weeks, n=165). Birth weight (p＜0.0001), birth length (p＜0.005), head circumference (p＜0.0001), chest cir-
cumference (p＜0.0001), and Apgar scores (p＜0.0001) of the neonates were all statistically lower in the pre-
mature infant group. Jaundice cases (p＜0.0001) were statistically higher in the premature infant group. White 
blood cell counts (WBC: p＜0.005), mean corpuscular volume (MCV: p＜0001),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p＜0.005),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p＜0.005), and mean platelet volume 
(MPV: p＜0.05) were statistically lower in the premature infant group. The premature infant group were fed a 
higher rate of premature formula than breast milk and the full-term infant group were fed a high rate of hu-
man milk at a higher rate, showing differences in kinds of feeding methods (p＜0.0001) between the two 
groups. An infant’s birth weight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infant’s birth length (p
＜0.0001), head circumference (p＜0.0001), chest circumference (p＜0.0001), and Apgar scores(p＜0.0001). 
The birth length also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head circumference (p＜0.05) and 
chest circumference (p＜0.05). Head circumference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chest cir-
cumference (p＜0.0001) and Apgar scores (p＜0.0001). Chest circumference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pgar scores (p＜0.0001). In addition, the Apgar Score at of 1 minute after birth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pgar score at of 5 minute after birth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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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생아 중 재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7주 이전에 

태어난 경우 미숙아라고 한다. 국내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산모의 증가와 출생률의 증가 등에 의해 
최근의 미숙아 출생빈도는 약 10%로 십 여 년 전보
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Koo 등 2006).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대열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조기출산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 위기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점에
서 건강한 2세는 국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라고 인식될 수 있다(Lee & Chang 2008).

미숙아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지 않는 채 태
어나기 때문에 아기 스스로 내 · 외적인 환경에 적응하
고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이미경 
2003; Lee & Chang 2008). 미숙아는 열량 저장량이 매
우 적고 글리코겐이 아직 없어 생후 1∼2일부터 빠른 
영양집중지원이 필요하다. 입으로 먹기를 거부하거나 
장기능 발달이 미숙하거나 소화, 흡수가 적절하지 않
은 경우에는 영양집중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위장배출능력과 십이지장 운동성이 미숙하고 지
방 흡수가 부적절하며 위장관의 투과성이 과다하므로 
정맥 영양이 필요한 주요대상이다. 영양불량 단독은 
적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나쁜 소아는 
감염가능성이 높고 질병치료의 적응도가 낮다(김은미 
2008). 미숙아의 증가율과 함께 출생체중이 작은 저체
중아의 수도 증가추세이고, 생존율은 신생아 집중치료
기술의 발달로 높아지고 있다. 미숙아는 대부분 저체
중을 동반하고 있으며 신체적, 생리적 미성숙상태로 
체온조절장애, 폐기능 미숙으로 인한 호흡곤란증후군, 
기침반사의 미약으로 인한 흡유 및 연하장애, 간기능 
미숙으로 인한 황달, 순환기계 미숙으로 심박동수가 
불규칙하며 모세관의 저항성이 약하여 두개내 출혈, 
폐출혈 등의 문제에 당면하기 쉽다(이미경 2003).

미숙아의 재태 연령에 따른 신체 계측치(체중, 신장, 
두위)의 자료는 향후 미숙아에게 동반될 수 있는 문제

점을 알아내는 중요한 지표이다(Aum 등 2007). 신생아
의 신체 계측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고위험군을 선별하
기 위함이며, 이들을 조기에 진단하여 사망률과 유병
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생시 체중, 신장, 머리둘레 등
의 신체계측치의 정상치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다(Roje 등 2004). 이러한 판정 작업을 통해서 영양위험
군에 있는 신생아들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이면서, 
개인에 맞는 임상영양관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을 크게 두 그룹
으로 나누어 37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군(＜37 weeks, 
n=61)과 37주에서 42주 사이에 태어난 만삭아군(37∼
42 weeks, n=165)으로 분류하여, 신생아들의 일반적인 
특징, 황달발생빈도, 혈액성상 그리고 수유방법을 비
교하고, 신생아의 일반적인 특징과의 상관관계 분석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미숙아 임상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서

울에 위치한 C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대상으
로 하였고, 연구대상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
진 462명 중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측에 전치태반이
나 태반조기박리, 산모가 양수의 감염, 자궁의 기형
이나 종양, 자궁경관 무력증, 기타 임신 중 산모의 
질환, 불임으로 인공시술, 가족력에 미숙아 출산경
력, 그 전에 출생한 아이가 미숙아나 저체중아이거
나 태아가 기형, 다태출산인 경우(Lee & Chang 
2007)를 제외한 226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37주 미
만에 출생한 미숙아군 61명, 37주에서 42주 사이에 
태어난 만삭아군 165명으로 분류하였다.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의 재태기간은 평균 33.7주, 만삭아를 분
만한 산모의 재태기간은 평균 39.0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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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s PI (n=61) FI (n=165) P-value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WT, N (%)  ＜0.00011)**

＜2.5 47 (77.1)  7 ( 4.3)

2.5∼3.9 14 (22.9) 153 (92.7)

≥4.0  0 ( 0.0)  5 ( 3.0)

Mean±SD   2.1±0.62) 3.3±0.4

HT 43.8±3.8 51.6±31.2   0.00183)*

HC 31.2±2.4 34.7±1.5 ＜0.0001**

CC 27.4±2.8 32.2±1.7 ＜0.0001**

Apgar score 1 minute  6.3±2.2 7.6±1.1 ＜0.0001**

5 minute  7.9±1.5 8.8±0.8 ＜0.0001**

Sex, n (%) Boys 24 (39.3) 85 (51.5)  0.10411)

Girls 37 (60.7) 80 (48.5)

WT: Birth weight (kg) HT: Birth length (cm) HC: Head circumference (cm)
CC: Chest circumference (cm) PI: Premature infant group FI: Full-term infant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Mean±SD
3) p-value by t-test
* p＜0.005, ** p＜0.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eonates.

2. 신생아의 신체적 요인 및 혈액성분 분석
1) 신장 및 체중
분만 직후 신생아의 신체계측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숙련된 간호사에 의해서 시행하였다. 출생체
중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10 g 단위로, 신장은 누운 
자세로 0.1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머리둘레는 후두
부의 가장 튀어나온 곳과 전두부의 중앙을 지나는 
최대 둘레를, 가슴둘레는 유두점을 지나는 선을 따라 
줄자를 이용하여 0.1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2) Apgar score
신생아가 출생 후 1분과 5분에 심장박동, 호흡, 자

극에 대한 반응, 근력, 피부의 색깔을 보고 항목당 0
∼2점까지 점수를 주며 10점 만점이다(이미경 2003).

3) 혈액분석
조사대상자들의 혈액분석 내용은 병원의 중앙검

사실에서 분석된 임상기록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혈액분석은 미숙아군 61명과 만삭아군은 162명 중 

49명만이 분석되어 있어 미숙아군 61명, 만삭아군 
49명에 대한 자료만 정리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자료의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미숙아군과 만
삭아군으로 나누어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
차를, 카테고리 변수의 경우 응답수와 백분율을 구
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를 chi-square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고, 인자들 간의 연관성은 Pea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징
조사대상 신생아들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출생시 평균 체중은 미숙아군 2.1±0.6 kg, 만삭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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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n=61) FI (n=165) P-value1)

Jaundice Yes  60 ( 98.4)  97 ( 58.8) ＜0.0001*

No   1 (  1.6)  68 ( 41.2)

Phenylalanine Normal  61 (100.0) 165 (100.0) -

Abnormal   0 (  0.0)   0 (  0.0)

Neo.TSH Normal  61 (100.0)  164 ( 99.4)  1.0000

Abnormal   0 (  0.0)   1 (  0.6)

PI : Premature infant group FI : Full-term infant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 p＜0.0001

Table 2. Metabolic disorder of the neonates.
N (%)

3.3±0.4 kg으로 미숙아군에서 체중이 유의적(p＜0.0001)
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숙아군에서 태어난 신생
아 중 2.5 kg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는 47명(77.1%)이고, 
만삭아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2.5∼3.99 kg는 153명
(92.7%)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평균 신장은 미숙아군 43.8±3.8 cm, 만삭아
군 51.6±31.2 cm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5)으
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머리둘레는 미숙아군 
31.2±2.4 cm, 만삭아군 34.7±1.5 cm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01)으로 머리둘레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가슴둘레는 미숙아군 27.4±2.8 cm, 만삭아
군 32.2±1.7 cm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01)으
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pgar score는 미숙아군은 1분에 6.3±2.2점, 5분에 
7.6±1.1점, 만삭아군은 1분에 7.9±1.5점, 5분에 8.8±0.8
점으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01)으로 낮게 나
타났다. 

2. 신생아 황달과 선천성 대사 이상
신생아의 황달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생아 황달 빈도는 미숙아군이 60명(98.4%), 만

삭아군이 97명(58.8%)으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 
0.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중 페닐케톤뇨증과 선천
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검사에 대해서는 만삭아군의 

1명만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신생아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3. 혈액학적 성상
신생아의 혈액성상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백혈구 수(WBC)는 미숙아군 12.2±5.7 103/㎕, 만삭아

군 15.5±6.8 103/㎕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5)으
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혈구용적(MCV)은 미숙아군 
104.0±7.1 fL, 만삭아군 109.6±4.8 fL로 미숙아군에서 유
의적(p＜0.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혈구혈색소량
(MCH)은 미숙아군 36.5±2.2 pg, 만삭아군 37.9±1.7 pg으
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혈구혈색소농도(MCHC)는 미숙아군 34.6±1.1 g/dl, 
만삭아군 35.2±0.8 g/dl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5)
으로 낮게 나타났다. 적혈구세포 크기의 분포도(RDW)
는 미숙아군 15.7±1.9%, 만삭아군 16.5±0.9%로 미숙아
군에서 유의적(p＜0.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혈소판용적(MPV)은 미숙아군 9.5±0.6%, 만삭아군 
9.7±0.6%로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
타났다.

4. 수유방법
신생아의 수유방법은 Table 4와 같다. 미숙아군은 

모유수유 5명(8.2%), 조제분유 3명(4.9%), 모유와 미숙
아분유의 혼합수유 5명(8.2%), 미숙아분유 38명(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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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data PI (n=61) FI (n=49) P-value1)

WBC (103/㎕)  4.0∼10.0  12.2±5.72) 15.5±6.8   0.0044**

RBC (106/㎕)     Male  : 4.2∼6.3
    Female: 4.0∼5.5  4.2±0.6  4.5±0.5 0.2691

Hgb (g/dl)     Male  : 13.0∼17.0
    Female: 12.0∼16.0 12.0±3.1 13.4±1.7 0.7191

Hct (%)     Male  : 39.0∼52.0
    Female: 36.0∼48.0 42.7±6.7 43.7±4.9 0.2974

MCV (fL) 79.0∼96.0 104.0±7.1 109.6±4.8  ＜0.0001***

MCH (pg) 26.0∼33.0 36.5±2.2 37.9±1.7   0.0020**

MCHC (g/dl) 32.0∼36.0 34.6±1.1 35.2±0.8   0.0046**

RDW (%) 11.5∼14.5 15.7±1.9 16.5±0.9   0.0016**

PLT (103/㎕) 145.0∼375.0 254.9±80.2 272.1±66.2 0.1926

PDW (fL) 25.0∼65.0 10.3±1.9 10.5±0.9 0.5266

MPV (fL)  7.4∼10.4  9.5±0.6  9.7±0.6  0.0647*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Hgb: Hemoglobin Hct: Hematocrit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RDW: Red cell distribution width
PLT: Platelet count PDW: Platelet distribution width
MPV: Mean platelet volume PI: Premature infant group
FI: Full-term infant group
1) p-value by t-test
2) Mean±SD
* p＜0.05, ** p＜0.005, *** p＜0.0001

Table 3. Hematological profile of the neonates.

PI (n=61) FI (n=165) P-value1)

Feeding method ＜0.0001*

  Human milk 5 ( 8.2) 77 (46.7)

  Infant formula 3 ( 4.9) 64 (38.8)

  Human milk＋Infant formula 0 ( 0.0) 13 ( 7.9)

  Human milk＋Premature formula 5 ( 8.2) 0 ( 0.0)

  Premature formula 38 (62.3) 11 ( 6.6)

  Parenteral nutrition 10 (16.4) 0 ( 0.0)

PI: Premature infant group FI: Full-term infant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 p＜0.0001

Table 4. Feeding method of the neonates.
N (%)

그리고 정맥영양 10명(16.4%)으로 나타났고, 만삭아군
은 모유수유 77명(46.7%), 조제분유 64명(38.8%), 모유
와 조제분유의 혼합수유 13명(7.9%) 그리고 미숙아분
유 11명(6.6%)으로 두 군 간에 수유방법에서 미숙아군
은 미숙아분유와 정맥영양의 비중이 높았고, 만삭아군

은 모유와 조제분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01).

5. 신생아 일반적인 특징과의 상관관계
신생아의 특징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체

중과 신장(p＜0.0001), 머리둘레(p＜0.0001), 허리둘레
(p＜0.0001), 1분 평균 Apgar scores(p＜0.0001) 그리고 5
분 평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신장과 머리둘레(p＜0.05), 가슴둘레(p＜0.05)
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머리둘레와 신생아 가
슴둘레(p＜0.0001), 1분 평균 Apgar scores 그리고 5분 
평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가슴둘레와 1분 평균 Apgar scores(p＜0.0001)와 
5분 평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분 Apgar scores와 5분 평균 Apgar scores(p
＜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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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HT HC CC Apgar 1 Apgar 5

WT 1.0000 0.1584** 0.8778** 0.9271** 0.4645** 0.4861**

HT 1.0000 0.1445* 0.1620* 0.0875 0.0850

HC 1.0000 0.8989** 0.5413** 0.5560**

CC 1.0000 0.4950** 0.5214**

Apgar 1 1.0000 0.9278**

Apgar 5 1.0000

Apgar 1: Apgar Score of 1 minute after birth Apgar 5: Apgar Score of 5 minute after birth
* p＜0.05, ** p＜0.0001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eonates.

고 찰
신생아의 출생시 평균 체중은 미숙아군에서 체중

이 유의적(p＜0.0001)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Park 
& Ahn(1999)의 조기분만군 2.4 kg, 만기분만군 3.3 kg
의 임신결과보다 두 군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신생아의 건강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출생시 체중은 재태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Han(2001) 연구의 미숙
아 중 2.5 kg 미만인 저출생체중아의 81.2%보다는 낮
게 나타났고, 평균체중은 2.0 kg로 비슷하게 나타났
다. Aum 등(2007)의 연구에서도 미숙아의 평균체중
은 2.0 kg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 비슷하게 나타났
다. 모자보건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출생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및 향후 신체적, 
지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Lee 등 1993), 
우리나라의 출생시 체중이 2500 g 이하인 저체중아 
출생이 총 출산의 5∼8.9%나 차지하고 있고, 1년간 
신생아 출생수가 80∼90만 명 선으로 집계되고 있으
므로 저체중 출생아는 최저 4만 명에서 최고 8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의 저체중아는 짧은 재태기
간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Lee 등 1993; 
Han 2001; Aum 등 2007).

미숙아군의 평균 체중(p＜0.0001), 신장(p＜0.005), 
머리둘레(p＜0.0001) 그리고 가슴둘레(p＜0.0001)가 유
의적으로 낮은 것은 만삭아군보다 짧은 재태기간에
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미국의 미숙

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체중, 신장, 두위가 10
백분위수 이하인 경우가 각각 28%, 34%, 16%라 하
였으며, 미숙아의 성장부전은 학령기의 운동, 인지
기능장애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Cooke & Hughes 
2003). 이미경(2003)은 재태기간과 출생시 체중이 미
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치료경과 과정에서 주요
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는 적
절한 치료가 사망률과 이완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미숙아는 임신 말기에 엄
마로부터 면역 물질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고 면
역 기능이 불완전하여 국소감염이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높고, 또 아기의 치료를 위해서 각종 시술과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균들이 체내에 침
입될 기회가 많다. 그러므로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연미(2008)는 미숙
아는 성장속도에 대한 관찰이 중요한데, 보통 신생
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체중을 
재며, 1주일에 1회 같은 요일에 신장, 두위, 흉위를 
측정하나, 단편적인 수치의 측정을 통해 성장속도를 
보기도 하지만 각 기관에서 기준으로 삼는 성장곡
선에 점을 찍어보아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미숙아는 개인별 특성이 다
르므로, 개인별 임상영양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신생아 상태 및 향후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의 하
나인 Apgar scores는 1분과 5분에 미숙아군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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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p＜0.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Han(2001)의 
연구에서 미숙아의 Apgar score는 1분에 7.5점, 5분
에 8.4점, 이미경(2003)은 미숙아의 1분 평균 Apgar 
score는 6.6점이고, 5분 평균 Apgar score는 8.1점, 
Park & Ahn(1999) 조산아 1분 평균 Apgar score는 
6.5점이고, 5분 평균 Apgar score는 8.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생아 가사상태로 판정되는 출생 1분 후
의 Apgar score가 6점 이하(Han 등 1990)인 경우가 
만삭아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미숙아군에서는 
17명으로 Park(1996)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
다. Apgar scores는 신생아와 영아 사망률 및 성장하
면서 나타나는 지능과 신경손상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이 점수가 신생아 건강상태의 유일
한 지표는 아니지만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좋
은 요소가 될 수 있다. 

재태기간이 짧았던 미숙아군은 출생시 체중, 신
장, 머리둘레 그리고 가슴둘레가 유의적으로 작고 
Apgar scores가 낮은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건강상태
가 만삭아군보다 양호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므로 
신생아 건강에 있어 미숙아 출생이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숙아는 신체의 미성
숙으로 인하여 자궁외부의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도한 외부의 자극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출생과 더불어 미성
숙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자궁내부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외부환경 즉 인큐베이터, 개방온열기, 혹은 아
기 침대에 적응해야 한다(이미경 2003). 따라서 미숙
아로 출산 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신생아 황달 빈도는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 
0.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경(2003)의 조
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84.1%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미경(2003)은 재태기간이 짧을수
록, 또한 체중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조사대상자의 미숙아는 재태기간이 
33.7주이고, 저체중아 비율이 77%로 나타나 위의 내
용과 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이며 대부분은 양성질환으로 60%의 만삭아와 80%
의 미숙아에서 생후 첫 1주 내에 나타난다(Kang 등 
2008).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간기능이 미성숙하
여 황달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황달은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
한 치료가 요구된다. 미숙아는 임신말기에 엄마로부
터 면역물질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고 면역 기능
이 불완전하여 국소감염이 전신적으로 퍼질 위험이 
높다. 또 아기의 치료를 위해서 각종 시술과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균들이 체내에 침입될 기
회가 많다. 그러므로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미경 2003). Wang 등(2004)은 
만기에서 1∼2주 이른 임신 35∼36주에 태어난 아기
는 만기 또는 만기를 넘겨 태어난 아이에 비해 신
생아 황달, 호흡곤란, 저혈당, 체온조절곤란 등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미숙아는 간 기능이 미숙하여 감염 조절이 어려
우며 잦은 시술과 처치로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들은 태어나기 전 마지막 3개월
간에 많은 영양분이 몸에 저장되는데 미숙아는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므로 여러 가지 영양
분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적절한 영양공급이 어
렵고 아기의 치료를 위해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게 
되므로 빈혈이 올 수도 있다(이미경 2003). 본 연구
에서도 분만 직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측정해볼 
수 있는 지표인 백혈구 수(WBC: p＜0.005), 평균혈
구용적(MCV: p＜0.0001), 평균혈구혈색소량(MCH: p
＜0.005), 평균혈구혈색소농도(MCHC: p＜0.005), 적
혈구세포 크기의 분포도(RDW: p＜0.005) 그리고 평
균혈소판용적(MPV: p＜0.05)은 미숙아군에서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나 미숙아군이 상대적으로 영양적면
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수유방법에서 미숙아군은 미숙아분유와 정맥영양
의 비중이 높았고, 만삭아군은 모유와 조제분유를 많
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001). 미숙아군은 개인의 건강상태 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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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양섭취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
으므로, 미숙아는 개인의 건강과 성장에 맞는 철저히 
개별적인 임상영양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신생아의 식도, 특히 하부 식도 괄약근의 발달은 
해부학적으로 미숙하여 수축력이 낮기 때문에 신생
아는 열류와 구토를 잘 일으킨다(Vandenplas 1992). 
역류와 구토가 잦으면 영양부족으로 인하여 성장부
진이 초래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여 식도 출
혈에 의한 철분 결핍성 빈혈, 천식, 호흡곤란증 그
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Orenstein 1994). Park & Kim(1999)은 식도의 기능이 
미숙하고 위의 연동운동이 덜 발달된 미숙아나 신
생아는 역류와 구토의 빈도를 줄이고 경구영양을 
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위 배출 시간이 빠른 모
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만삭아군의 모유수유빈도가 46.7%, 미숙아군은 8.2%
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숙아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산모는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
고 착유 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었
다. 신생아들의 수유방법에 의해서도 위 배출 시간
에 따른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성장 후에도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풍부한 영양분을 고루 갖
춘 우수한 영양 공급원이며 이는 미숙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모유를 만삭
아를 출산한 산모의 모유와 비교하였을 때 그 성분
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모유는 만삭아를 출산한 산모의 모유보다 열량과 영
양분이 더 풍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미숙아 분만 산모가 40주가 되면 만삭아의 모유와 
같아진다고 하였다(Chueh 등 2008). 그러나 이러한 
성분은 개인차가 있으며, 미숙아의 따라잡기 성장
(catch-up growth)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연구결
과도 있었다(Schanler 2001). Anthony & McGuire(2001)
의 연구에 따르면 이전 20년간 시행되었던 모유와 
미숙아 전용분유의 비교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만삭

아의 모유와 미숙아 출산 산모의 모유는 미숙아 전
용분유에 비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열량 및 단백
질이 부족하다고 보고되었다(Chueh 등 2008). 미숙아 
모유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방지에 효과적인 면역
글로블린이나 락토페린 등이 풍부하여 괴사성장염이
나 미숙아 망막증을 예방할 수 있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어 미숙아에게도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
고 있다. 단 모유에는 단백질, 나트륨, 칼슘, 인 등이 
적기 때문에 수분제한이 필요한 경우 모유강화제를 
혼합하여 먹어야 하고, 모유강화제를 혼합해도 단백
질 등 요구량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요
구량에 맞춰서 추가적인 단백질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보고하였다(이연미 2008). 또한 미숙아는 열량 저
장량이 매우 적고 글리코겐이 아직 없어 생후 1∼2
일부터 필요에 따라서는 빠른 영양집중지원이 필요
하다. 입으로 먹기를 거부하거나 장기능 발달이 미숙
하거나 소화, 흡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양집
중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김은미 2008). 이
러한 영양집중지원은 신생아가 잘 성장하도록 영양
공급을 하는 반면,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과 경제적인 
비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숙아의 지속적인 영양부족은 유아기, 성인기의 
계측치에도 영향을 주지만 운동, 인지능력에도 변화
를 준다. 하지만 미숙아의 임상적 특성과 체내장기의 
미숙함 등은 영양섭취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인 성장
부전을 유발한다. 따라서 미숙아의 특성에 맞는 영양
중재의 방법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단기 · 장
단기의 영양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도 살펴보
아야 한다. 단순히 신체계측치의 변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단기 · 장단기 성장패턴의 관찰과 체성분의 변
화, 임상적인 변화에 주목하여야 하며 삶의 질도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연미 2008). Bodil Larsen(2008)
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의 영양관
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생아 중환자
실 영양사들은 열량 및 단백질 요구량 결정을 위해 
간접 열량 측정법(indirect calorimetry), 표준 수치나 
공식, 질소평형, 환자의 영양상태나 현재의 질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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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감안하여 수치를 산출한 각종 지침서들을 참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영양관리는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 및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영양상태, 생화학수치에 
맞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의 영양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또는 소아과의사들에 의해서 영양치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연미(2008)의 보고에
서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표준화된 미숙아 영양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개개인에 적합하게 장기적
인 계획을 세워 영양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은 미숙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는 보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요약 및 결론
미숙아 임상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본 연구에서는 37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군
과 37주에서 42주 사이에 태어난 만삭아군으로 분류
하여 신생아들의 일반적인 특징, 황달발생빈도, 혈
액성상 그리고 수유방법을 비교하고, 신생아의 일반
적인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신생아의 출생시 평균 체중(p＜0.0001), 신장(p＜ 

0.005), 머리둘레(p＜0.0001) 그리고 가슴둘레(p＜ 
0.0001)는 미숙아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신생아 상
태 및 향후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의 하나인 Apgar 
scores는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0.0001)으로 낮
게 나타났다.

2. 신생아의 황달 빈도는 미숙아군에서 유의적(p＜ 
0.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
사 중 페닐케톤뇨증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검사에 대해서는 만삭아군의 1명만 선천성 갑상
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신생아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3. 신생아의 혈액성상은 백혈구 수(p＜0.005), 평균혈

구용적(p＜0.001), 평균 혈구혈색소량(p＜0.005), 평
균혈구혈색소농도(p＜0.005) 그리고 적혈구 세포 
크기의 분포도(p＜0.005)들은 미숙아군에서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수유방법은 미숙아군은 미숙아분유를, 만삭아군은 
모유수유와 조제분유의 섭취가 높게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01).

5. 신생아의 특징과의 상관관계는 체중과 신장(p＜ 
0.0001), 머리둘레(p＜0.0001), 허리둘레(p＜0.0001), 
1분 평균 Apgar scores(p＜0.0001) 그리고 5분 평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신장과 머리둘레(p＜0.05), 가슴둘레(p＜0.05)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머리둘레와 가슴둘레
(p＜0.0001), 1분 평균 Apgar scores 그리고 5분 평
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가슴둘레와 1분 평균 Apgar scores(p＜ 
0.0001)와 5분 평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분 Apgar scores와 5분 평
균 Apgar scores(p＜0.00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군에서 체중, 신장, 머리둘
레, 가슴둘레 그리고 Apgar scores가 낮게 나타났고, 
황달 빈도는 미숙아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생아의 
혈액성상은 백혈구 수, 평균혈구용적, 평균 혈구혈
색소량, 평균혈구혈색소농도, 적혈구세포 크기 그리
고 평균혈소판용적의 분포도들은 미숙아군에서 낮
게 나타났다. 수유방법은 미숙아군은 미숙아분유를, 
만삭아군은 모유수유와 조제분유를 더 많이 섭취하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미숙아로 태
어난 후 영양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것은 추후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영양관리
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에 맞는 
임상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이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
에 대해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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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한 병원에서 태어난 미숙아를 대
상자로 선택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고찰을 하였
다. 이 고찰 결과를 모든 미숙아로 확대 해석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미숙아 영양치료를 위한 임상영
양치료 가이드라인 정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미숙아의 임상영양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과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임상영양치료의 수가 지
급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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