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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비영양성 흡철 이하(non nutritive sucking, NNS)

이란 영양공급이 없는 상태로 진공상태의 젖꼭지를 아기

에게 빨게하는 중재를 말한다.

는 신생아의 수유 전 보챔이나 울음시간을 단축NNS

시키며 신생아의 수유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안,

정된 상태를 유지시켜 불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Kessen et al., 1967; Anderson, 1986; Gill

생리적인 효과와 관련et al., 1992; McCain, 1992).

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 심박동수와 산소소모NNS NNS

량을 감소시키며 피하 산소분압을 증가시키며 위장관 호

르몬의 분비와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에 관한 동물실험에서 가 구lingual lipase NNS

강내의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혀를 자극하

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주장과lingual lipase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Hamosh, 1979)

가 있었다(Smith et al., 1986) .

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의NNS , NNS

제공이 신생아의 에너지 소모를 감소하며 영양물의 소화

흡수를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체중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신생아 특히 미숙아의 회복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의 재원일수의 단축에.

따른 병원비용의 절감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Field et al., 1982; Bernbaum et al.,

등 은 미숙아의 체중증가와 이에1983) Curtis (1986)

따른 결과를 의 분비 촉진에 의한NNS lingual lipase

간접적 효과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의 에 대한 연구는 수 편이 보고되NNS

고 있을 뿐이다 가 직접적으로 의. NNS lingual lipase

분비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어 저,

출생 체중아에게 를 제공하여 활성NNS lingual lipase

도가 증가하였다는 일 보고가 있을 뿐이다박호란( ,

그러나 포유류 대상의 실험에서 신생아 대상으1994).

로의 첫 실험이었을 뿐 아니라 의 제공시간과 실험NNS

기간은 물론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의 효과 차이가NNS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 활성도NNS lingual lipase

증가에 대한 실험결과의 해석은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대상자에서의 반복실험이나 대상자를 달리

한 반복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저자는 아직 국내에서 시도되지않은 젖병수유를

하는 미숙아에 있어서의 의 의 분비NNS lingual lipase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젖병수유시간 외에. NNS

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젖병수유시간 외에 를 제공NNS

받지 않은 대조군에 있어 의 위액내 활성lingual lipase

도에 차이가 있는가 또 제공기간 동안 체중의 변, 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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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비영양성 흡철 을 제공한 실험군과 비영양성1) (NNS)

흡철을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의 위액 내 lingual

활성도를 비교한다lipase .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체중의 변화를 비교한다2) .

Ⅱ 문헌 고찰.

비영양성 흡철 과(non nutritive sucking) lingual

는 혀의 분계선 앞에 위치하는lipase Lingual lipase

성곽유두의 기저부에 위치하는 에서von Ebner's gland

분비되는 지방소화효소이다 이 효소의 주 역할은 식이.

지방의 를 주로 와 유리지방산으trigliceride digliceride

로 수화시키는 것이며(Hamosh, et al., 1975;

이로써 췌장효소에 의한 십이Patton, et al., 1982),

지장에서의 지방분해 작용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Fredrikzon, et al., 1982; Levy et al., 1982).

신생아 특히 미숙아에서의 위내 지방분해 작용은 특별

한 의미가 있다 신생아기는 태아기의 고당질식으로부터.

신생아기의 고지방식으로의 식이전환이 이루어지는 기간

이며 지방이 성장이 활발한 유아기 동안 지속적으로 요,

구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숙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하여 췌장의 지방분해 효소 활동이 낮

으며 담즙염에 의한 지방의 용해작용 또한 저조하므로

위내에서의(Jensen et al., 1982; Hamosh, 1983)

지방분해 효소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lingual lipase .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유지방의 는95-99%

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trigliceride (Hamosh, 1983;

섭취한 유지방의 정Hamosh et al., 1984) 10-30％

도가 에 의하여 위내에서 수화된다lingual lipase

(Fink et al., 1984; Liao et al., 1984).

빠는 활동 이 구강내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sucking)

화시켜 혀의 장액샘을 자극함으로써 의 분lingual lipase

비를 촉진시킨다고 가 처음으로 주장하Hamosh(1979)

였으며 그 후 등 은 젖병수유가 위관영양, Smith (1986)

에 비하여 수유후 의 활성도를 현저하게lingual lipase

증가시켰음을 보고함으로써 흡철에 의하여 lingual

의 활성화가 증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lipase .

Ⅲ 대상 및 방법.

대상1.

본 연구의 대상은 가톨릭대학교 부속 성모병원 신생아

실에 입원한 미숙아 중 젖병수유를 하는 명으로 젖병17

수유 전과 후에 를 제공받은 실험군 명과 를NNS 9 NNS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명이다8 .

신생아가사 호흡기 장애 패혈증 산염기 불균형 및, , , .

수유장애가 없으며 중증 선천성 기형이나 구강 인후의,

구조적 이상을 비롯한 선천성기형이 없는 신생아이다.

실험군과 대조군 미숙아의 평균 재태기간 분 분, 1 . 5

아프가 점수 출생시 체중 및 실험시작 시 체중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표< l>.

방법2.

실험처치 제공1) : NNS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1>

실험군(N=9) 대조군(N=8)
χ2/ t P

N(%) or M±SD N(%) or M±SD

성별 남 2(50.00) 2(50.00)
0.02 1.00

여 7(53.85) 6(46.15)

재태기간일( ) 239.89±18.13 234.88±23.60 0.49 0.63

출생시 체중(g) 1830.00±168.00 1803.75±211.72 0.28 0.78

아프가점수 분1 6.33±1.73 6.38±1.85 0.05 0.96

아프가점수 분5 7.67±1.66 7.75±1.58 0.11 0.92

실험시작시 체중(g) 1788.89±169.37 1787.50±156.64 0.02 0.99

수유시작 시기생후 일( - ) 1.11±1.76 2.88±6.69 0.72 0.49

수유기간일( ) 3.00±1.66 3.63±4.10 0.40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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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는 미숙아용 젖꼭지NNS

를 거즈를 이용하여 구멍을 막아 진공(Johnson, USA)

상태를 만든 후 자외선 소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처치의 제공시간은 수유시작 전 분과 수유 후5 5

분 동안이었다 이는 대상자의 빠는 시간을 젖병수유시.

간을 포함하여 총 분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이다20-25 .

이는 선행연구와 소아과 전문의 및 신생아실 간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실험처치의 제공 회수는 신생아실의 수유시간에 맞추

어 시간 간격으로 매 수유시 마다 실시하여 일 회3 1 7 ,

실험기간 일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10 .

실험 첫날 수유시작 분 전에 의 활30 lingual lipase

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위액을 채취하고 체중을 측정하여

기저선으로 하였다 수유 분 전과 수유 종료 후 분 동. 5 5

안 진공으로 만든 젖꼭지를 물려 자발적으로 빨게 하였

는데 빨지 않을 경우에는 초 동안 뺨을 자극하였다2-3 .

위액내 활성도2) lingual lipase

위내용물 채취(1)

위 내용물은 수유 전 위관을 삽입하여 수유 직전과 수

유 후 회에 걸쳐 각각 씩 채취하였다 채취는 오6 0.5ml .

전 오후 각 회씩 하였으며 채취한 위 내용물은, 1 -20℃

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위관은 신생아의 잔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삽입하여

수유 후 위 내용물 채취를 종료한 후 제거하였다.

효소활성도 측정(2)

냉동보관한 위 내용물을 상온에서 녹이고 원심분리하

여 지방층을 제거한 후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효소의.

활성정도는 등 이 제시한 방법으로 측Blacberg (1977)

정하였다.

의2×7 cpm triolein (NEN, Wilmington,

에 의 올리브유 의U.S.A.) 25mg , 1 ml 10 % gum

의arabic, 3 ml 0.2 M sodium citrate buffer, 2 ml

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에서 분간 하고0 4 sonication℃

여기에 의 탈지된 소혈청 알부민과2.5 ml 18.7 % 2

의 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잘 섞은ml 3 M Nacl, 2 ml

후 에서 분간 방치하고 앞에서 준비한 효소원37 15 20℃

을 가하여 분당 회 회전시키며 에서 분간50 37 30㎍ ℃

효소반응을 시켰다. methanol : chloroform :

혼합액 와heptane( 1.41 : 1.25 : 1, v/v) 3.25 ml

의 완충액pH 10.5 0.1 M potassium carbonate 1

를 의ml 5 ml Aquasol( NEN, Wilmington, U.S.A.

과 섞은 후 액체 섬광측정법으로 효소활성을 측정하였)

다 효소활성을 측정하기위한 시약은 사. Sigma (St.

에서 구입하였다Loui, U.S.A.) .

체중측정3)

체중은 신생아실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단위 체gm

중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방법4)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두 군의 동질성검사는

와 로 분석하였으Fisher's Exact test unpaired t-test

며 는 오전 오후의 평균값으로 두 집단간, ligual lipase ,

의 각 시점별 평균을 구하여 날짜별 변이를 반복측정 분

석 으로 분석하였다 또(repeated measures ANOVA) .

한 두 집단의 체중변화도 반복측정 분석(repeated

으로 분석하였다measures ANOVA) .

Ⅳ 연구 결과.

위액내 활성도1. lingual lipase

실험 첫날 실험군에서의 활성도는 수lingual lipase

유시작 전 단위 에서 수7.39 ( ; n moleFFA/30 mim)

유후 분에 수유후 분에 수유후 분15 7.37, 30 7.09, 60

에 수유후 분에 수유후 분에6.77, 90 6.78, 120 7.04,

수유후 으로 수유 후 분에 가장 낮았으며 수유7.06 60

후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수유전,

에서 수유 후 시간에 따라 각 각7.80 7.74, 7.37,

로 수유후 분에 가장 낮은7.18, 7.17, 7.87, 7.71 60

활성도를 수유후 분에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120 .

실험 제 일에는 수유후 시간에 따른 활성도가 실험3

군 과 대(7.69, 7.60, 7.09, 6.85, 7.05, 7.17, 7.50)

조군 이(7.67, 7.51, 7.31, 7.15, 7.24, 7.26, 7.40)

같은 유형으로 변화하였으며 두 군 모두에서 수유 후 60

분에 가장 낮았으며 수유후 분에 가장 높았다, 180 .

실험 제 일에는 실험 제 일 제 일에 비하여7 1 , 3

활성도의 변화폭이 다소 큰 경향이 있었lingual lipase

으나 실험군에서의 변화(7.90, 7.62, 7.00, 6.53,

나 대조군에서의 변화6.93, 7.15, 7.29) (7.56, 7.48,

가 비슷한 유형으로 변6.82, 6.62, 7.12, 7.19, 7.29)

화하였으며 수유 후 분에 가장 낮았다가 수유 후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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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에 높아졌다180 .

실험 제 일에는 실험군의 활성도의10 lingual lipase

변화가 수유 직전에 가장 높고 수유후 분에 가(8.77) 15

장 낮아 다소 다른 변화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수(6.18)

유 후 분에 낮았다가 가 수유 후 분60 (6.62) 120 (7.75)

과 분 에 다시 높아지는 비슷한 변화양상을 나180 (7.15)

타내었다 대조군의 활성도의 변화 양상, lingual lipase

은 실(7.89, 8.12, 7.29, 6.55, 7.43, 8.09, 7.95)

험 제 일 제 일 제 일과 비슷하였다 그림1 , 3 , 7 < 1>.

체중2.

실험군의 체중은 실험 제 일 에서 실험 제1 1788ｇ

일에 으로 이 증가하였고 표 대조군10 2048 260 < 2>,ｇ ｇ

은 실험 제 일에 에서 실험 제 일에1 1787 10 2018ｇ ｇ

으로 이 증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미숙231ｇ

아의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두 군(p=0.0001)

의 교호 작용은 없었다 그림(p=0.2470)< 2>.

날짜가 지남에 따라 두 군간의 체중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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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Before feeding

1 : 15 min. after feeding started Exp : experimental group

2 : 30 min. after feeding started Con : control group

3 : 60 min. after feeding started

4 : 90 min. after feeding started

5 : 120 min. after feeding started

6 : 180 min. after feeding started

<Fig. 1> Changes of lingual lipase activity in gastric juice i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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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신생아의 비영양성 흡철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NNS)

진행되면서 정상 신생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출생체중아

나 미숙아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띄게 되었다 즉 미숙.

아가 를 하는 동안 심박동수의 감소 산소 소모의NNS ,

감소 에너지 소모의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가 미숙아의 성장에 유익이 되는 중재라고 주장하NNS

였다(Woodson et al., 1983; Woodson &

Hamilton, 1988).

한편 등 은 재태기간 주의 신Hamosh (1981) 26-41

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재태기간 주인 미숙26

아아의 경우에도 출생시 이미 위내에 활lingual lipase

동이 있었으며 활동은 재태기간에 따라lingual lipase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미숙아의. lingual lipase

활성도는 정상 신생아의 수준이었으며1/3 -1/2

미숙아에 있어서 지방의 흡수정도가(Hamosh, 1979),

위장관 기능의 성숙도나 식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

으나 일반적으로 정상 신생아의 지방 흡수율이 85-

이하이며 미숙아는 이하라고 보고되고90% 65- 75%

있다 또(Alemi et al., 1981; Smith et al., 1986).

수유간격 시간 시간 시간에 따라 미숙아의1 , 2 , 3

활동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으며 젖병수lingual lipase

유하는 미숙아가 위관영양을 하는 미숙아에 비하여 수유

후 활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lingual lipase 24%

흡철 활동이 의 분비를 촉진하(sucking) lingual lipase

는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 해 보였다.

저자의 실험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lingual lipase

활성도가 수유 직후에는 낮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

가하여 수유 후 분과 분에 최고 값을 보였는데120 180

이는 시간 간격의 수유에서 수유 후 분에 활성도가3 120

최고에 달했다는 등 의 결과와 일치하며Smith (1986) ,

시간 간격으로 위관영양을 실시한 저출생체중아를 대3

상으로 국내에서 실험한 박 의 결과와도 일치한(1994)

다 또한 본 실험에서 활성도가 날짜가. lingual lipase

지남에 따라 점차 많은 변화의 폭을 보이면서 점차 안정

표 날짜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변화< 2> (g)

Day 1 Day 3 Day7 Day10 Group Variable G*V

실험군

(N=9)
1788.89±169.37 1815.56±167.94 1944.44±252.84 2048.89±150.20

2.13

(0.1781)

64.59

(0.0001)

1.51

(0.2470)대조군

(N=8)
1787.50±156.64 1812.50±178.15 1888.75±203.92 2018.33±166.06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FIg. 2> Changes of body weight i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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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변화양상을 보였으며 실험 제 일에는 실험군의10

활성도가 수유 후 분 분lingual lipase 90 , 120 , 180

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 결과,

도 활성도가 실험 날짜에 따라 유의한lingual lipase

차이가 있어 실험 제 일과 제 일에 실험군과 대조군1 3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박 의 선행 연구결(1994)

과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결과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날짜에 따른 활성lingual lipase

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젖,

병수유를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흡철 하는 미숙(sucking)

아에게 의 제공이 그들에게 의 분비NNS lingual lipase

를 촉진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의 효과가 대상자 선정에, NNS

따라서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 의 회 제공 시간과NNS 1

제공 기간에 따라서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다양

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미숙아의,

분비에 관한 반복실험연구가 시도되기를lingual lipase

바란다.

의 체중증가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저출NNS ,

생체중아에게 를 제공하여 빠른 체중증가와 더불어NNS

퇴원이 빨라졌으며 따라서 병원비용이 절감되었고(Field

위관영양을 하는 미숙아에서 를 제et al, 1982), NNS

공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증가율이 높았으며

저출생체중아에서 실험군의(Bernbaum et al, 1983),

체중증가가 대조군보다 배나 빨랐다3 (Anderson et al,

또한 위관영양을 하는 미숙아에게 를 제공1990). NNS

하여 위관영양에서 젖병수유로의 전환이 빨랐으며 재원

일수를 단축시켜 퇴원도 빨라져 병원비용의 절감효과까

지 있었다(Sehgal et al, 1990).

본 연구결과 실험 기간 일 동안의 체중의 변화가10

실험군에서 대조군에서 으로 다소 차이가260g, 231g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를NNS

제공한 미숙아에서 체중증가의 효과를 보지 못한 Ernst

등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l(1989) .

미숙아의 체중변화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미숙아의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의

통제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관련 선행연구의 결, NNS

과로 미루어볼 때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의NNS NNS

체중증가 효과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

본 연구자는 전망한다.

저자의 실험결과에서 가 분비효NNS lingual lipase

과에서나 체중증가에 대한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

던 이유는 우선 미숙아가 젖병수유를 하는 동안 빠는 능

력과 빠는 정도가 미숙아 개체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

로 사료되며 이에 의하여 의 실험처치의 효과가 희NNS

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미숙아의 개별 흡철 능력을 통제할(sucking)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젖병수유를 하는 미숙아에게는

제공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다NNS .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공방법 제공기간을NNS ,

비롯하여 대상자 선정 및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 등에 유

의하여 분비 및 체중증가는 물론 기타lingual lipase

생리적 변수나 호르몬분비 및 행동변화 등의 효과에 관

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비영양성 흡철 이 젖병수유를 하는(NNS)

미숙아에 있어 지방소화효소인 의 분비에lingual lipase

영향을 미치는가와 미숙아의 체중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군 명과 대조군. 9

명 총 명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일 동8 17 10

안 실험하여 제 일 제 일 제 일 제 일에 측정하1 , 3 , 7 , 10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활성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1. lingual lipase

수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변화를

보였다 즉 수유 후 분에 낮은 활성도를 보이나 시. 30

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수유후 분이나120 180

분에 최고 값에 도달하였다.

활성도는 실험 제 일 제 일 제2. lingual lipase 1 , 3 , 7

일 제 일 날짜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 10

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은 날짜에 따라 두 군 모두에3.

서 증가하였으며 날짜에 따른 체중의 변화의 두 군,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비영양성 흡철이 젖병수유를 하

는 미숙아에서 분비를 촉진시키며 미숙lingual lipase

아의 체중증가를 촉진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앞으로 젖병수유하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lingual

분비에 관한 반복연구를 시도함은 물론 미숙아lipase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비영양성 흡철의 효과를 확인하는

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비영양성 흡철이 미숙아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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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를 위한 간호중재로써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를 밝히

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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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Nonnutritive Sucking, Prematurity,

Body Weight, Lingual Lipase

Activity

Effects of Nonnutritive Sucking on

Lingual Lipase Activity and Body

Weight of Low Birth Weight

Infants with Bottle Feeding

Park, Ho-Ran*Park, Sun-Nan**

We studied the effects of nonnutritive

sucking(NNS) on lingual lipase activity and

body weight under bottle feeding with 17

premature infants hospitalized .

NNS was applied to nine infants and other

eight infants comprised the control group.

Pacifiers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5 minutes before and after bottle feeding.

The treatment took approximately 20-25

minutes each time including bottle feeding time

and was applied 7 times a day at intervals of 3

hours and for consecutive ten days. Lingual

lipase activity and body weight were measured

on the first, third, seventh and tenth day.

Results and Conclusion :

1. Lingual lipase activity was low at 30 minutes

after feeding and then began to increase

reaching its highest level at 120 and 180

minutes after the feeding in both group.

2. Lingual lipase activ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not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on the third, seventh and

tenth day.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octoral course of graduation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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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dy weight increased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s days passed, while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These results lead to conclusion that among

premature infants under bottle feeding, NNS is

not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ingual lipase for

fat digestion and NNS is not also effective for

increasing body weight.

The application of NNS to premature infants

under bottle feeding needs considerable

judgement for promoting well-being of nursing

go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