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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xplore premature infants’ pain response to routine procedur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6 preterm infants who showed 149 pain responses to 8 high frequency routine procedures

which were evaluated using the Premature Infant Pain Scale (PIPS). Videotaped recording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paire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PIPS scores for

each procedure were as follows; for removal of central catheter dressing, 6.17 (2.04), venous sampling, 6.12 (2.87), intra-

muscular injection, 6.05 (2.38), insertion of a peripheral line, 5.38 (2.16), insertion of feeding tube, 4.40 (1.34), heel stick,

4.33 (1.23), insertion of central line, 4.00 (2.12), and endotracheal suctioning, 2.90 (1.25). PIPS score was negatively corre-

lated with gestational age (r=-.218, p=.007) and birth weight (r=-.249, p=.002)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Conclusion: The majority of 8 routine procedures were found to be painful for premature infants in the NICU. Therefore,

adequate pain management related to procedures should be provided to premature infant in the N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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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신생아는 중추신경계의 미숙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는 그릇된 통념 때문에 과거에는 적극적인 통증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러나 신생아는 성인에 비해 통증 감각이 전달되는

거리가 더 짧고 척수의 하행 억제경로가 미숙하기 때문에 더 심

하고 오래 통증을 느끼며(Evans, Vogelpohl, Bourguignon, &

Moracott, 1997), 조직손상에 해훨씬더민감한(Fitzgerald,

1995)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 신생아의 통증

에 한 의료인의 인식 및 통증관리에는 괄목할 만한 진보가 이

루어져 왔다. 

재태기간 20주가 되면 태아는 말초 및 상행 통증경로가 성숙

되므로 출생 후 신생아는 완전하게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피부에 통증 수용체가 집되어 있고 출생 후 6-8주가 될 때까

지 하행 통증경로의 미숙과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미숙아는 성인

보다 더 심하게 통증을 경험한다(Evans, 2001). 통증은 성장과

치유에 필요한 에너지를 통증에 처하기 위해 사용되게 하므로

신생아, 특히 미숙아에게는 더 해롭다. 미숙아에게 있어 치료되

지 않는 통증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와 산소의 소모 및 면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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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능을손상시키며(Mitchell, Brooks, & Roane, 2000), 장기

적으로는신경계의 구적인구조적변화를초래하고(Anand &

Scalzo, 2000), 이환율과 사망율을 증가시킨다(Evans et al.,

1997). 

불행하게도 미숙아는 특성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순

간부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날마다 통증을 유발하는 침습

적검사와시술을자주경험하게된다. 재태기간28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평균 700회 이상의 시술

을 받았는데 이중 부분이 침습적이고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며(Porter, Wolf, & Miller, 1999), 첫 수 주 동안 날마다

평균 15회 정도의 통증이 있는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Car-

bajal et al., 2008) 보고되었다. 그러나 통증관리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술로 인한 통증에 한 중재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Walker, 2005), 이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강조되어 온 미숙아 통증관리의 중요성이 실무에 반 되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Cignacco et al., 2008). 

미숙아는 자신의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간호제공자가

미숙아의 통증을 인식하고 사정하여 중재하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숙아는 비록 취약하지만 더 나은 성장발달

을위한기회를가진, 그리고적절한중재를통한도움이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런 시술로 인한 통증을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이들을 도와야 한다. 

미숙아의통증중재를위한첫번째단계는통증사정이다. 정

확한통증사정은간호제공자가직면하는주요논점인데(Anand,

2007) 통증의 주체가 표현해내는 통증의 유무와 강도를 얼마나

잘 읽느냐에 달려 있다(Ahn, Kang, & Shin, 2005). 그러나 미

숙아는 통증 표현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이 어려우며, 신

경계의 미숙으로 인해 만삭아와는 달리 통증에 한 생리적 반

응과행동반응이눈에띄지않거나전혀없을수도있다(Holsti,

Grunau, Oberlander, & Whitfield, 2004). 또한 이런 반응들

은 관찰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되므로 관찰자 간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van Dijk, Koot, Saad, Tibboel, & Pass-

chier, 2002). 예를 들면 동일한 시술에 한 통증 반응에 해

의사에 비해 간호사가(Pillai Riddell & Craig, 2007; Cignac-

co et al., 2008) 또는 부모가 간호사나 의사보다 훨씬 더 통증

을 심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 Riddell & Craig,

2007). 이런 평가의 차이는 종종 의료인 간의 통증 중재에 한

불일치를 초래하여(Spence, Gillies, Harrison, Johnston, &

Nagy, 2005) 결국미숙아에게충분한통증중재를제공하는데

큰 장해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보다 객관적인 통증 사정을 통해 미숙아의 통증을 파악하

여 간호제공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중재에 해 합의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것이 매우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미숙아의 통증을 객관적으로 사정하기 위해

여러통증사정도구들이제시되었으나 부분특정중재를위한

연구 도구로 사용되었고, 실무를 위한 실용성 여부는 분명하지

않았다(Spence et al., 2005). 또한 미숙아 통증 사정도구로 신

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Stevens, Johnston, Petryshen와

Taddio (1996)이 개발한 Premature Infant Pain Profile

(PIPP)의 경우도 결과 해석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 실무에 사용

하기에는 쉽지 않다(Kim, Kim, Ham, & Kim, 2006).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PIPP의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미숙아 통증

지표(Premature Infant Pain Scale, PIPS)가 개발됨(Kim et

al., 2006)에따라미숙아의통증사정이훨씬용이하게되었다.

이 PIPS는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PIPP를 간소하게 수정한 도구로,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보다 쉽고 신속하게 미숙아의 통증을 사정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PIPS를 이용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

행되는 다빈도 시술을 중심으로 각 시술별 미숙아의 통증 반응

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간호제공자들로 하여금 시술에

따른 통증 정도를 인식하게 하고, 적절한 통증 중재를 위해 간

호제공자들 간에 일치되는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시

술에 따른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조사하여 미숙아 통증 중재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각 시술에 따른 통증 반응을 파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시술에 따른 통증 반응 간

의 상관성을파악한다. 

용어정의

미숙아

산모 측 혹은 태아 측 요인으로 인해 재태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신생아를말하며(Ahn, 2007), 본연구에서는출생시체

중과 상관없이 재태기간37주 미만으로태어나 상 병원신생

아중환자실에입원한 아기를 의미한다.

통증 반응

통증을유발하는자극에의하여미숙아에게나타나는얼굴표

미숙아의 시술 관련 통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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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체의움직임및생리적변화등을말하며(Marceau, 2003),

본연구에서는각시술별로PIPS를이용하여측정한점수로나

타내었다.  

시술

미숙아에게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 검사 및 수술을 하

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

자실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 정맥혈

액 채취, 근육주사, 말초정맥관 삽입, 양관 삽입, 발뒤꿈치 천

자, 중심정맥관 삽입, 기도 흡인 등의 8개 행위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제공되는 일

상적인 다빈도 시술을 중심으로 각 시술 별 미숙아의 통증 반응

을 파악한 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

2008년 8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level Ⅲ)에 입원한 지 3주

이내인 미숙아 중 비확률편의추출 한 56명을 상으로 하 다.

단, 뇌성마비나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grade III 이상의 뇌실

내 출혈이 있는 미숙아는 제외하 다.

분석에 이용된 시술은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20건), 정맥

혈액 채취(18건), 근육주사(19건), 말초정맥관 삽입(18건), 양

관 삽입(20건), 발뒤꿈치 천자(20건), 중심정맥관 삽입(15건), 기

도흡인(19건) 등총8개이며, 총149건의시술이분석되었다. 필

요한 시술 건수를 결정하기 위해 각 5건의 예비조사를 통해 산

출된 총 8개 시술에 한 평균 PIPS 점수를 각각 4.5, 4.5, 4.0,

4.0, 3.0, 3.0, 2.5, 2.5로 표준편차를 2.1로 가정하고, 유의수

준 5%, 검정력 80%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각 시술별로 15건

이었다. 

연구도구

상자의 통증 반응 정도

상자의 통증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숙아의 상황적 특

성, 생리적 반응 및 행동 반응을 관찰하여 점수로 나타낸 Kim

등(2006)이 개발한 미숙아 통증지표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교정연령(corrected age), 심박동수와 맥박산소포화도(SpO2)의

변화, 행동상태 변화 등 4개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역에

하여 0-3점으로 측정한다. 총점은 0-12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통증이 심함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60-

.6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916이었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상자의 중증도 및 치료적 중재에

한 평가

심박동수 및 산소포화도 같은 생리적 지표들은 재태기간이나

질병의 중증도 등에 향을 받으며(Evans et al., 1997), 통증

이 있는 시술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장기적으로 감각, 행동,

심리 및 정서적 측면의 결과에 향을 주므로(Evans, 2001) 시

술 전 이에 한 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이용하 다. 

신생아 중증도 분류(Score for Neonatal Acute Physiology_

Perinatal Extension, SNAP_PE)

Richardson, McCormick, Gray와 Goldmann (1994)이 고

위험신생아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입실 12시간 내에 26개 생리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 으

며, 2001년에 6개 항목(평균 혈압, 최저 체온, 산소분압/흡입산

소농도, 최저 pH, 경련 유무, 소변량(mL/kg/hr)에 출생 시 체

중, 5분 아프가 점수, 재태기간에 비해 작은 신생아(small for

gestational age) 여부의3개항목을더해수정한것이다. 0-162

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의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생아의치료적중재평가(Neonatal 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 NTISS)

Gray, Richardson, McCormick, Workman-Daniels와

Goldmann (1992)이 치료적 중재 평가(Therapeutic Interven-

tionScoring System, TISS)의 76개 항목 중 신생아와 관련이

적은 42개 항목을 삭제하고 28개 항목을 추가해서 개발하 으

며, 신생아의 치료적 중재 횟수와 정도를 계산하는 도구이다. 8

개 역의 6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0-100점으로 측정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치료적 중재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해당 병원의 간호부서 연구위원

회와 신생아중환자실 담당의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

인을 얻었으며, 비디오 촬 에 해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수행하 다. 

문헌 고찰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 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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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시술 중 8개의 다빈도 시술을 선정하 으며, 미숙아

의 통증 반응은 비디오 촬 으로 표준화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한 연구 결과(McGrath, 1987)를 근거로 시술 전과 후의 활력징

후 및 행동 반응을 비디오로 촬 하여 분석하 다. 한 상자에

게서 각기 다른 시술을 관찰하 으며, 동일한 시술을 반복하지

않았다.

자료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보조자 훈련

시술 시행자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시술 시행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로 제한하 고, 이들에게 선정

된 8개 시술에 한 프로토콜을 교육한 후 이를 재현하게 하고

비디오 촬 을 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시술 시행자 간의 차

이를 최소화하 다. 통증 반응의 평가자는 임상경력 5년 이상

의 간호사 4명으로, 이들에게는 PIPS에 해 교육한 후 동일한

비디오를 보면서 토론을 통해 행동 반응 평가기준을 일치시킨

다음 각자 다섯 사례를 평가해 보도록 하여 일치도를 확인하

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는 0.93이었다. 비디오 촬 은 3명의 연

구보조자가시행하 으며, 보조자들이동일한상황을촬 한후

비교 검토 하여 적절한 화면 구성을 선택하 다. 

시술 시행 및 비디오 촬

∙시술전5분동안 상자에게외부자극이제공되지않도록

하고 안정상태를 유지하 다.

∙시술 직전 15초 동안 심박동수, 맥박산소포화도 및 행동 반

응을 비디오로 촬 하 다.

∙시술 프로토콜에 따라 상자에게 시술을 시행하며, 시술

시작부터 시술이 완료되고 30초 후까지 비디오 촬 을 하 다.

각 시술별 촬 시작 시점은 다음과 같다: 발뒤꿈치 천자는 발

뒤꿈치를 소독하는 것부터, 말초정맥관 삽입은 팔이나 다리에

압박띠(tourniquet) 적용 시부터, 정맥 혈액채취는 팔 혹은 다

리 혈관에 압박띠 적용 시부터, 양관 삽입은 코나 입으로

양관을 삽입하는 순간부터, 근육주사는 주사 부위의 자극 시부

터,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는 드레싱(테가덤) 제거 시작 시부

터, 중심정맥관 삽입은 삽입 전 펜타닐(Fentanyl) 1 mg/kg를

약 30분에 걸쳐 투약하여 진정을 유도한 후 압박띠 적용 시부

터, 그리고 기관 내 흡인은 폐쇄형 흡인카테터 삽입 시부터 촬

하 다. 

∙시술 후에는 통증 중재를 제공하 다. 

비디오 분석

4명의 평가자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택하여 같은

시각에 모여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동시에 PIPS의 해당 항목

에 표시하게 하 으며, 평가자 간 의사소통을 단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 다. 또한 평가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

해평가자들이연구 상자에 한정보를알지못하도록하 다.

시술 전 통증 반응은 시술 전 15초 동안 관찰된 심박동수 및

맥박산소포화도의 기저선과 변화에 따른 최고 심박동수 및 최

저 맥박산소포화도의 차이를 계산하 고, 행동 반응은 15초 동

안 나타나는 반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하 다. 시술 후 통

증 반응은 상자의 시술 전 심박동수 및 맥박산소포화도의 기

저선과 시술 후 최고 심박동수 및 최저 맥박산소포화도의 차이

를 계산하 고, 행동 반응은 시술 동안 나타나는 반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하 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 다. 

둘째, 상자의통증반응은평균과표준편차로, 시술전과후

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다.

셋째, 상자의일반적특성과시술에따른통증반응간의상

관성은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상자

는 총 56명으로, 남아가 28명(50%), 여아가 28명(50%)이었고,

분만형태는 제왕절개가 37명(66%), 질식분만이 19명(34%)이

었다. 평균 1분 아프가 점수는 5.7점, 5분 아프가 점수는 7.5점

이었고, 재태기간은 평균 29주(4.7주)이었으며, 자료수집 시 재

태기간은 32.3주(4.7주)이었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1,402 g

이었으며, 자료수집 시 체중은 1,532 g이었다. SNAP_PE 점수

는 평균 27.5점이었고, NTISS 점수는 평균 15.0점이었다. 자

료수집 시기는 입실 후 평균 15일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시술에따른 상자의통증반응

8개의 시술별 미숙아의 통증 반응은 다음과 같다(Table 2).

시술 후 PIPS 점수는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가 가장 높았고,

미숙아의 시술 관련 통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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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맥혈액 채취, 근육주사, 말초정맥관 삽입, 양관 삽

입, 발뒤꿈치 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순이었으며, 기관 내 흡인

이 가장 낮았다. 모든 시술에서 시술 전보다 시술 후의 PIPS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1), 정

맥혈액 채취의 경우 시술 전에 비해 시술 후의 PIPS 점수가 평

균 4.56점 정도 높아져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 고, 그 다음은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 및 근육주사로 4.42점, 말초정맥관 삽

입 3.57점, 양관 삽입 2.65점, 발뒤꿈치 천자 2.6점, 중심정

맥관 삽입 2.5점, 기관 내 흡인 1.06점의 순으로 시술 전에 비

해 시술 후의 PIPS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일반적특성과각시술에따른통증반응간의

상관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재태기간(r=-.218, p=.007)과 출생

시 체중(r=-.249, p=.002)이 통증 반응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

를 보 으며, 상자의 중증도나 치료적 중재 평가는 통증 반응

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과 출생 시 체중은

상자의 중증도 및 치료적 중재 평가와도 유의한 역 상관관계

를 보 으며, 상자의 중증도와 치료적 중재 평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보 다(Table 3). 

논 의

미숙아의 생존과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자극을 최소화하여 자

궁 속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ol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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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for Neonatal Acute Physiology_Perinatal Extension; �Neonatal Ther-
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n (%) or Mean (SD)

Gender Male 28 (50)
Female 28 (50)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19 (34)
Caesarean section 37 (66)

Apgar score (score) 1 min 5.7 (1.9)
5 min 7.5 (1.6)

Gestational age (weeks) 29 (4.7)
Corrected age (weeks) 32.3 (4.7)
(n=149)

Birth weight (g) at birth 1,402 (750)
at study (n=149) 1,532 (688)

SNAP_PE (score)* 27.5 (19.7)
NTISS (score)�(n=149) 15.0 (5.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6)

Variables
Pre-procedure Post-procedure

Mean (SD) Mean (SD)
t p

Removal of central catheter dressing (n=20) 1.75 (0.96) 6.17 (2.04) -12.10 .001
Venous sampling (n=18) 1.56 (0.92) 6.12 (2.87) -6.01 .001
Intramuscular injection (n=19) 1.63 (0.89) 6.05 (2.38) -7.85 .001
Insertion of peripheral line (n=18) 1.81 (0.75) 5.38 (2.16) -7.53 .001
Insertion of feeding tube (n=18) 1.75 (0.77) 4.40 (1.34) -10.75 .001
Heel stick (n=20) 1.73 (0.92) 4.33 (1.23) -8.58 .001
Insertion of central line (n=15) 1.50 (1.15) 4.00 (2.12) -5.93 .001
Endotracheal suctioning (n=19) 1.84 (0.90) 2.90 (1.25) -3.95 .001

Table 2. Comparison of Pain Response between Pre- and Post-Procedure (N=149)

Gender
Delivery

type
Apgar score 

at 1 min
Apgar score 

at 5 min
Gestational 

age
Corrected 

age
Birth 

weight
SNAP_PE� NTISS� PIPS

Gender
Delivery type .298**
Apgar score at 1 min .204* .055
Apgar score at 5 min .148 .076 .795**
Gestational age .123 .176* .363** .307**
Corrected age .119 .125 .003 -.043 .653**
Birth weight .099 .023 .409* .308** .887** .506**
SNAP_PE� .166* -.003 -.528** -.439** -.431** -.101 -.439**
NTISS� -.015 .055 -.167* -.117 -.296** -.315** -.245** .326**
PIPS .037 -.102 .025 .016 -.218** -.097 -.249** .002 .10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ain Respon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05; **p<.01; �Score for Neonatal Acute Physiology_Perinatal Extension; �Neonatal 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



Franklin, 2004), 그러나 오히려 미숙아들은 건강한 신생아보

다생존을위해더많은통증자극에불가피하게노출되고있다.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통증에 취약하다는(Grunau, Whit-

field, Petrie, & Fryer, 1994) 점을 고려할 때, 미숙아의 통증

관리는 이들의 단기적 안위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인 신경행동

학적예후를위해서라도반드시실무에서이루어져야한다(Kim

et al., 2006). 통증관리는미숙아의특성을고려하여통증을사

정하고, 그 결과로 간호제공자가 통증 정도를 인식함으로써 적

절한 중재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일련의 행

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증관리의 첫 단계로 통증

사정을통해미숙아가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해있는동안노출

되는 일상적인 시술로 인해 유발되는 통증 정도를 제시하 고,

그 결과를 토 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통증 사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Kim 등

(2006)이 개발한 미숙아 통증지표(PIPS)로, 이 도구는 개발 당

시 발뒤꿈치 천자에 한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기준으로 하

는데 이때 발뒤꿈치 천자에 한 PIPS 점수는 평균 4.51점이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뒤꿈치 천자에 한 PIPS 점수는 평

균 4.33점으로 본 연구의 상자와 Kim 등(2006)의 연구 상

자의 일반적 특성이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평가 상

이 된 나머지 시술들에 해서도 PIPS 점수가 미숙아의 통증

정도를 타당하게 반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각 시술에 따른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살펴보면, 모

든 시술에서 시술 전보다 시술 후의 PIPS 점수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나 8개 시술 모두가 미숙아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관 내 흡인, 기관 내 삽관, 말초정맥

관 삽입, 발뒤꿈치 천자 같은 침습적 시술 등이 통증을 유발한

다고 한 연구들(Cignacco et al., 2008; Kenner & McGrath,

2004)과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이런 시술들에 한 통증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술 전의 통증 상태를 고려하면 정맥혈

액 채취,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 근육주사, 말초정맥관 삽입,

양관 삽입, 발뒤꿈치 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기관 내 흡인

순으로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맥혈액

채취가말초정맥관삽입보다통증을더발생시키는이유는정맥

혈액 채취 시 혈액 역류를 돕기 위해 미숙아에게 지속적인 자극

을가하게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Long, Philip과Lucey

(1980)는 지속적인 만짐(handling)에 의해 심박동수와 동맥혈

산소분압이 저하되므로 미숙아 간호 시 만짐의 빈도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다. 

중심정맥관 드레싱 제거 시 통증이 심한 것은 미숙아의 피부

가 표피와 진피 사이의 결합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박테리아의 침입 및 감염 등에 취약하며 정상 신생아에

비해 피부에 털이 많아 드레싱 제거 시 자극과 통증을 느끼기

(Mitchell & Boss, 2002)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드레싱

부착 시에는 듀오덤 같이 쉽게 분리되는 제품 위에 드레싱을 부

착하는 방법 등의 모색이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드레싱을 제거

할 때는 먼저 생리식염수를 제공하거나 진통제를 투여한 후 부

착 부위를 떼어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근육주사의 경우, 짧은 순간의 통증으로 생각되어 진통제 투

여에 한논란이많은시술이다. 본연구에서는8개시술중세

번째로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ignacco 등

(2008)의 연구에서도 매우 아픈 시술로 분류되었다. 현재 약물

뿐만 아니라 노리개 젖꼭지, 포도당 투여(Ahn, Jang, & Hur,

2006) 및 약손요법(Park et al., 2006) 등도 효과적인 통증 중

재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근육주사 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한 안

위 제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심정맥관 삽입에 한 통증 정도는 말초정맥관 삽입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프

로토콜에 의해 중심정맥관 삽입 전 통증 경감을 위해 30분에

걸쳐 펜타닐을 투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일반

적으로 미숙아의 통증 중재를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이 권장되고 있으나(Han, 1998), 호흡부전과 환아의 상태 악화

를 우려하여 실제는 기준보다 적은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

술 전 투약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런 경우 간호제공자는 통증 조절을 했다는 자체에 해 안도감

을 갖거나 적정한 통증 중재를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에 좀 더 체계화된표준 지침이 요구된다.

한편, 8개 시술 중 기관 내 흡인에 따른 통증이 가장 덜한 것

으로나타났는데, 이결과는기관내흡인을아픈시술로분류한

연구 결과(Cignacco et al., 2008)와는 차이가 있다. Cig nacco

등(2008)은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시각아날로그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흡

인 시 얼굴 찡그림 등의 반응은 나타났다. 그러나 PIPS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흡인 전 삽입할 카테터 길이를 미리 계산하여

기관내관보다더깊게들어가지않도록하여자극을방지하 거

나 또는 폐쇄형 흡인술을 사용함으로써 산소포화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PIPS의 세부항목인 산소포화도의 저하를 줄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시술에 따른 통증 반

응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상자의 재태기간 및 출생 시 체

중과 통증 반응은 역 상관관계를 보여 재태기간이 짧고 출생 시

체중이 적을수록, 즉 미숙 정도가 심할수록 시술에 따른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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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과 출생 시 체중은 상자

의 중증도와 치료적 중재 평가와도 역 상관관계를 보여 미숙 정

도가 심할수록 중재도 많이 이루어져 통증이 배가될 것임을 추

측할 수 있다. 이는 어린 미숙아도 똑같이 통증을 지각하며, 시

술과 연관된 통증 정도는 침습적인 처치를 경험하는 가장 미숙

하고 취약한 신생아의 통증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Porter 등(1999)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신생아 관리

와 의공학의 발달로 초 극소 저출생체중아들도 소생함으로써

생존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어린 미숙아 간호

에 있어 통증 관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자주 시행되는 일상적인 시

술들은 부분 미숙아에게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욱이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시술들 중 극히 일부만을

상으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미숙아가 경험하는 통증

은그정도가다양할것이다. 또한PIPS를이용하여부분적으로

나마 시술에 따른 통증 정도를 제시하 지만 각 시술 간의 점수

를상 적으로비교하여평가했을뿐으로아직이결과만으로통

증 중재의 제공 시점과 중재 내용을 명확히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PIPS를 이용한 다

양한 시술에 한 통증 반응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통증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것이 필요하겠다. 

결론 및 제언

적절한 미숙아의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미숙아의 통증에 한

이해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숙아 통증

사정도구인 PIPS를 이용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8

개의 다빈도 시술들을 중심으로 각 시술별 미숙아의 통증 반응

을평가함으로써미숙아들이경험하고있는통증정도에 한간

호제공자들의인식을고취시키고나아가통증중재에 한합의

를도모하고자시행하 다. 

각 시술에 따른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비디오 촬 하여 분석

한 결과, 8개 시술 모두에서 시술 전보다 시술 후의 PIPS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아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흔한 일상적

인 시술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숙 정

도가 심할수록 시술로 인해 통증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시술들은 미숙아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 통

증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제공자

에게 필요한 시술과 통증관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

숙아의통증완화의필요성이다시한번제시되었다.

한편미숙아의통증에 한주관적인판단들은타당한통증사

정도구를사용함으로써좀더객관화할수있다. 본연구에서이

용한 PIPS는 이제 막 개발된 도구로 아직 후속 연구를 통해 도

구의 신뢰도에 한 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본 연

구를 통해 다양한 자극에 한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확인함으

로써 도구의 재검증을 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

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미숙아의

시술 관련 통증 반응은 각 시술에 한 적절한 통증관리의 기준

을 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앞으로 PIPS를 이용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보다 많은 시술에 한 미숙아의 통증 반응을 연구함

으로써객관적인통증관리기준의제시가필요함을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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