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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effect of routine suctioning at a nursery for healthy newborns who have under-

gone immediate oronasopharyngeal bulb suctioning after birth in a delivery room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ir oxygen

saturation level, heart rate, respiration rate, the vomiting sign, and the number of instances of vomit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or 62 days from March 15 to May 15, 2009 at the nursery of a hospital located in Seoul. One hundred forty new-

borns were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a no suction group, an oropharyngeal suction group, or a orogastric suction

group.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WIN 15.0 program using ANOVA, cross tabulations and an indepen-

dent 2-sample t-test. Results: Routine suctioning to healthy newborns resulted in decreasing oxygen saturation levels and

increasing the heart and respiration rate regardless of the kind of suctioning. Stabilization of the oxygen saturation level and

vital signs was also observed without suctioning. Conclusion: To prevent healthy newborns from the side effect of suc-

tioning, selective suctioning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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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을 통해 첫 호흡이 시작되며 유지된

다. 출생 후 30초 이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질식의 위험이 있

다. 신생아가 울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점액 및 양수 등에 의

한 기도폐쇄이다. 또한 폐와 장의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양수

를 많이 먹게 되면 구토가 유발되기도 한다. 그러한 질식과 구토

를 예방하기 위하여 되도록 첫 호흡을 하기 전에 벌브 시린지나

부드러운 카테터로 비인두강으로부터 분비물을 제거해준다. 흡

인(suction)은 출생 후 즉시 신생아에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Cunningham et al., 2001; Gausche-Hill, Fuchs,

& Yamamoto, 2004; Varney, 2003; Velaphia & Vidyasagar,

2008). 출생 시 정상 신생아의 상례적인 흡인에 한 조사를 보

면 흡인의 역할로 폐에 채워져 있는 액체, 점액 등의 분비물 제

거와 공기유입을 돕는 역할에 해 관찰되어 왔다(Carrasco,

Martell, &Estol, 1997). 흡인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첫 숨을 쉴

때 입과 코의 흡인(aspiration)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브 시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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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카테터로 흡인을 할 수 있다(Murray & Mckinney,

2006). 흡인은 기도 내로 흘러나온 폐의 분비물 제거를 도와주

고 기도를 깨끗하게 해주며, 폐의 환기(aeration)를 촉진한다.

즉, 폐에채워져 있는 액체의 제거를 돕고 기능적인 잔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산소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또

한 초기에 호흡이 시작될 때 태변 착색된 양수, 태변, 점액이나

혈액의 흡인(aspiration)을 예방한다. 따라서 흡인을 받은 신생

아는 더 나은 산소화를 기 할 수 있고 흡인(aspiration)이나

호흡곤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Di & Saps, 2004; McCart-

ney, 2000; Velaphi & Vidyasagar, 2008).

우리나라 다수의 병원에서는 분만실에서 일차적으로 벌브

시린지 흡인을 시행하고, 신생아실에 오면, 신생아에게 상례적

인 구위 흡인(orogastric suctioning)을 실시한다. 그러나 아기

의건강상태를고려하지않고모든아기들에게상례적으로시행

하는흡인이정말꼭필요한가에 해의문을가지게된다(Gun-

gor et al., 2005, 2006; Michelle & Cheryl, 1999).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분만실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구비인두흡인마저도 흡인의 부작용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되

고있다. 흡인 시에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한 서맥이나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고 정상적인 산소포화도 도달도 지연된다. 또한 점

막에 자극을 주게 되며, 점액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코가막히는증상이나타난다. 또한카테터삽입시흡인압력으

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며 감염을 막아주는 정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게된다. 그러므로상례적인흡인은오히려해가될수있

다고 주장하고있다(Gungor et al., 2005, 2006; Mercer, Er-

ickson-Owens, Graves, & Haley, 2007; Velaphi & Vidy-

asagar, 2008; Waltman, Brewer, Rogers, & May, 2004).

Gungor 등(2005, 2006)의 연구에서는 구비인두 흡인이 질

식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 모두 임상적으로 건강한 신생아에게

는 필요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보고되었다. 

신생아흡인에관한국내연구로는Ahn (1998)과Kim, Ahn,

Park, Choi와 Yoo (1998)이 고위험 신생아에게 수행되고 있는

기관 흡인술에 한 실태조사연구가 있었고, Park (1997)이 신

생아의 폐쇄형과 개방형 기관흡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건

강한 정상 신생아를 상으로 상례적인 흡인의 연구는 없는 실

정이다. 부분의 신생아실에서는 상례적인 흡인이 간호사들에

게 익숙하고, 선택적인 흡인은 선호도가 적으며 오히려 흡인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자는 실정이다. 이에 신생아

흡인에 한 과학적인 간호중재를 위해 표준화된 흡인 지침 확

립의기반을세우기위해상례적으로신생아에게행해지는흡인

이 신생아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흡인 종류와 흡인유무를

통해 상자의 산소포화도와 심박동수, 호흡수, 구토유무에 미

치는 향을 비교하여 신생아실에서의 상례적 흡인을 계속적으

로권유해야할지, 정당한사정을통해흡인이필요한경우만선

택적으로 해야 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흡인

간호중재를통해신생아가최적의건강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출생 후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흡인방법과 흡인유

무에 따른 신생아의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 그리고 구토

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본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인종류와유무에따라신생아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흡인 종류와 유무에 따라 신생아의 구토유무 및 횟수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인의 유무 및 흡인의 종류가 신생아의 산소포화

도, 심박동수, 호흡수및구토유무에어떠한차이를가져오는지

를 확인하기위한 무작위 통제군 전후 실험설계(pretest-pos-

ttest control-group design)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2009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개 종합병원

에서출생한건강한정상신생아140명을 상으로하 으며선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태기간37주 이상 42주 미만

둘째, 출생 시 체중 2,500 g 이상 4,000g 미만

셋째, 아프가 점수가 1분과 5분에서 8점 이상

넷째, 어머니가 임신과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만 35세 미만인 경우

다섯째, 자연분만인경우 두위분만

여섯째, 반복제왕절개분만

일곱째, 비강과 구강에 다량의 양수 및 분비물이 관찰(visible

secretions)되고 분비물로 인해 그 거리는 호흡음이 들리며

(audible secretions) 호흡곤란이나 기도유지를 위해 흡인이

꼭 필요하다고판단되는 신생아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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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Hewlett Packard Patient Monitor (M1205A, Hewlett Pa-

ckard, Boeblingen, Germany), CASIO Stopwatch, 6Fr-8Fr

의 흡인 카테터, 흡인한 분비물 양을 측정하기 위한 20 mL, 10

mL, 5 mL 일회용 주사기

자료 수집

일개 종합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간호부장, 부서

장과 신생아실 주치의 2인의 허락을 받고 실시하 다. 실험에

참가한 신생아의 어머니에게는 실험 후에 실험절차와 아기 상

태에 해 설명하 다. 

자료 수집 절차

구인두흡인과구위흡인시행시정확성과신뢰도를높이기위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 고 시간측정과 기록은 신생아

실7년차이상의경력자1명과함께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연

구자가만든조사지를이용하 으며, 무작위할당(random ass-

ignment)을 이용하여 신생아실에 입원한 순서 로 비흡인 한

그룹과 흡인 두 그룹 총 세 그룹을 1, 2, 3으로 번호를 매겨 1번

에게는비흡인을2번에게는구인두흡인을3번에게는구위흡인

을 실시하 다. 

1) 신생아실 도착 시: 비흡인군과 흡인군 모두 신생아를 가온

기위에서 앙와위를 취한 후, 경피적 산소포화도측정기 센서를

아기 오른발에 부착하고, 3개의 EKG lead를 가슴에 부착 후,

모니터를 이용하여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를 기록하

다(분만실에서 신생아실 도착 시점은 출생 후 10분이며 기구를

부착하고기록하기까지5분이소요됨. 즉, 출생후15분과일치).

2) 흡인 시: 흡인군에게 흡인 압력기를 작동시키고 카테터와

생리식염수를 준비하여 흡인을 시행하면서 연구자 외 간호사 1

인은 흡인 시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를 기록하 다. 흡

인양은주사기를이용하여측정하고기록하 다(흡인준비및수

행 소요시간10분. 즉, 출생 후 25분과 일치). 

3) 출생 후 30분: 비흡인군은 출생 후 30분 후에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를 측정하고 분비물은 소독된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흡인군은 흡인을 마치고 흡인 카테터를 뺀, 흡인 직후

시점에 측정하 다(흡인 직후 기록까지 5분 소요됨. 출생 후 30

분과 일치).

4) 출생 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출생 후 매 30분 간격

으로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를 측정하 으며 출생 후 2

시간째를마지막으로기록한후기구를제거하고모니터를중단

하 다.

5) 출생 후 4시간 후: 모니터를 제거 후 신생아의 체온을 측

정하여 체온조절이 잘 되었음을 확인 후 가온기 전원을 꺼주고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어 아기 침 로 옮겨주었다. 4)시점

이 끝난 후부터 2시간까지는 구토여부를 관찰하 다(출생 후 4

시간, 첫 수유시작 전까지 시점).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SPSS WIN 15.0 프로그램을사용하여통계처리하 다.

첫째, 연구 상자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ANOVA와 교차분

석으로 분석하 다.

둘째, 실험군(구인두흡인군, 구위흡인군)과 조군(비흡인군)

의산소포화, 심박동수, 호흡수의총평균차이검증을위해AN-

OVA와 Independent 2 sample t-test로 분석하 으며,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신

생아실 도착 시부터 출생 후 2시간까지 30분 간격으로 산소포

화도, 심박동수, 호흡수변화의차이를검증하기위해Indepen-

dent 2 sample t-test로 분석하 다.  

셋째, 흡인종류(구인두흡인, 구위흡인)에따른산소포화도, 심

박동수, 호흡수의 총 평균 차이검증과 신생아실 도착 시부터 출

생 후 2시간 까지 30분 간격으로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2 sample t-test

로 분석하 다.

넷째, 흡인 시 흡인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2 sample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연구 상자 특성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출생 시 체중, 재태기간, 산

모연령, 분만종류, 아프가점수, 흡인종류로 분류하여 구분하

다. 흡인 종류분포는 비흡인군 51명(36.4%), 구인두흡인군 45

명(32.1%), 구위흡인군 44명(31.5%)으로 세 집단 모두 균등한

분포를 보 다.

이 세 집단을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군에서 아프가 점수는 모든 상자가 8점 이상을 받아 동

질성 확보가 되었으며, 세 집단에 따른 체중, 재태기간, 산모 연

령의 차이 검증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다(Table 1). 이로써 세 집단 간 체중, 재태기간, 산모 연령에

관한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만종류의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도 세 집단 간 분만 종류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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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생 후 흡인유무 및 종류에 따른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 총 평균의 차이와 구토유무

흡인유무에 따른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의 총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규명해본 결과 산소포화도인 경우 평균값이

비흡인군이흡인군보다산소포화도가높게나타났으며, F-test

로통계처리한결과세군에따른산소포화도는차이가있는것

으로 나타났다(F=506.211, p<.001) (Table 3). 흡인유무에 따른

심박동수의 평균값은 흡인군이 비흡인군의 심박동수보다 상승

된심박동수를보 고F-test로통계처리한결과세군에따른

심박동수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3.544, p<.001)

(Table 3). 흡인유무에따른호흡수의평균값은구인두흡인군이

비흡인군과 구위흡인군보다 호흡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F-test

로통계처리한결과세군에따른호흡수는차이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F=10.978, p<.001) (Table 3). 세 집단의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사후검증

을 통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구인두흡인군과 구위흡인군이 동

일한 성격을 가지며, 비흡인군과 구인두흡인군이 차이가 있고,

비흡인군과 구위흡인군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흡인

유무에 따라 집단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인종류 간의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의 차이를 통계

적으로 규명해 본 결과 산소포화도의 경우 평균의 차이는 없었

으며 t-test로 통계처리 한 결과 역시 흡인종류에 따른 산소포

화도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심박동수의경우역시평균의차이는없었으며t-test로통계

처리한 결과 또한 흡인 종류에 따른 심박동수 평균의 차이는 없

었다(Table 4). 호흡수의 경우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구인두

흡인군은41.2회/분이고구위흡인군은37.8회/분으로구인두흡

인군이 구위흡인군보다 평균 호흡수는 약간 높았으나 t-te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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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 M±SD F p Scheffe

Weight No suction 51 3,296.7±350.426 0.379 .685 -
Orogastric suction  45 3,356.4±390.915
Oropharyngeal suction  44 3,307.7±310.557

Gestational yr No suction 51 39.4±1.148 0.232 .793 -
Orogastric suction 45 39.4±1.151
Oropharyngeal suction 44 39.5±0.976

Maternal yr No suction 51 30.9±2.509 0.337 .714 -
Orogastric suction 45 30.8±1.979
Oropharyngeal suction 44 31.1±2.411

Table 1. Homogeneity of Birth Weight, Gestational Age, Maternal Age among Three Groups (N=140)

Vaginal 44 86.3 37 84.1 40 88.9 121 86.4 2.202 .699
Cesarean 7 13.7 7 15.9 5 11.1 19 13.6

Total 51 100.1 44 100.0 45 100.0 140 100.0

Table 2. Homogeneity of Delivery Route among Three Groups (N=140)

No suction group
c2 pDeliveryroute

Total

n % n % n % n %

Orogastric suction group Oropharyngeal suction group

***p<.001.

Variables Group n M±SD F p

Table 3. Differences in The Average Oxygen Saturation, Heart Rate and Respiration Rate between No Suction Group and Suction
Groups (N=140)  

Oxygen saturation levels No suction 51 99.6±1.0
Oropharyngeal suction 45 98.2±3.35 506.211 .000***
Orogastric suction 44 98.5±2.97

Heart rates No suction 51 143.4±7.9
Oropharyngeal suction 45 146.0±8.80 83.544 .000***
Orogastric suction 44 147.3±11.42

Respiratory rates No suction 51 39.6± 6.6
Oropharyngeal suction 45 41.2±6.32 10.978 .000***
Orogastric suction 44 37.8±8.61



통계처리한 결과 산소포화도, 심박동수와 같이 흡인종류에 따

른 호흡수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흡인유무에 따라서는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인종류 간의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인유무 및 종류가 구토의 유무와 횟수를 관찰한 결과 모든

상자에서 구토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위흡인 시

평균 흡인 양(13.1 mL), 구인두흡인 시 평균 흡인 양(6.8 mL)으

로 구위흡인 양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고, t-test의 결과 구인

두흡인군과구위흡인군간의흡인양의차이가있었다(t=-7.342,

p<.001). 

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및 호흡수

의 차이

산소포화도

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산소포화도 평균을 보면 비흡인군

의 산소포화도는 모든 시점에서 안정된 산소포화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구인두흡인군의산소포화도는신생아실도착시99.-

6%, 흡인 시 98.2%, 흡인 직후는 92.8%로 크게 감소하다가 점

차 회복함을 나타내었고 구위흡인군 또한 신생아실 도착 시 산

소포화도의 평균 98.8%, 흡인 시 95.3%, 흡인 직후는 94.8%로

점차 감소하다가점차 회복하 다.   

산소포화도의 흡인유무 간의 차이는 출생 30분 후 시점(흡인

직후 시점)에서만 비흡인군-구인두흡인군(t=10.589, p<.001),

비흡인군-구위흡인군(t=6.399, p<.001)으로 흡인 유무에 따라

산소포화도의 차이를 보 다. 이는 흡인으로 인하여 흡인 직후

산소포화도의변화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5). 

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흡인 종류 간의 산소포화도 평균

의 차이는 흡인 시(t=4.113, p<.001) 시점에서 차이를 나타냈

다. 흡인 시에는 구인두흡인 시 98.2%, 구위흡인 시 95.3%로

구위흡인이 더 낮은 산소포화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구위흡인

이 더 흡인 카테터 삽입 길이가 더 길고, 깊이가 더 깊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카테터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깊을 수로 산소포

화도 감소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흡인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산소포화도 85-90% 이하와

85% 미만을 관찰해본 결과 비흡인군에서 산소포화도 85-90%

이하와 85% 미만 모두 발견되지 않았고, 흡인군에서 흡인 시

산소포화도 85-90% 이하가 구인두흡인군 1건, 구위흡인군 4

건으로 나타나 구위흡인군의 산소포화도 감소가 더 많이 나타났

다. 흡인 직후에는 85% 미만이 구인두흡인군 1건 구위흡인군 2

건으로 비슷한 건수로 나타났으며, 85-90% 이하에서는 구인

두흡인군은 10명 구위흡인군은 6명으로 구인두흡인군이 흡인

직후 산소포화도 감소가 더 많았으나 평균산소포화도는 구위

흡인군이 83%로 구인두흡인군 88.4%보다 더 낮았다. 즉, 흡인

두 종류 모두 흡인 시에는 산소포화도 85% 미만은 없으므로 크

게 감소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으나 흡인 직후에는 85% 미만이

총 3건을 나타내어 카테터 제거 시에 산소포화도가 더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인두흡인군에서는흡인 시 산소포화

도가 감소하다가 흡인 직후 증가하는 상자는1건 있었고 흡인

직후에만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건수가 다수 으며 동일한

상자가 흡인 시와 흡인 직후 모두 같이 감소한 건수는 한 건

도 없었다. 구위흡인군에서는흡인 시 감소하다가 흡인 직후 증

가하는 상자도 있었고 오히려 반 되는 상자도 있었으나,

동일한 상자가 흡인 시 흡인 직후 모두 같이 감소한 상자는

위건수 중 2건이었다.  

심박동수

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심박동수 평균을 비교해보면 비흡

인의심박동수는모든시점에서안정된심박동수를나타내고있

으며, 구인두흡인군과 구위흡인군 또한 비교적 안정된 심박동

수를 나타났으나 구인두흡인군의 심박동수는 신생아실 도착 시

평균 150.9회/분, 흡인 시 152.3회/분, 흡인 직후는 154.1회/분,

구위흡인군은 신생아실 도착 시 평균 153.2회/분, 흡인 시 156

회/분, 흡인 직후는 156.9회/분으로 모두 흡인 직후의 심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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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Variables Group n M±SD t p

Oxygen saturation levels Oropharyngeal suction 45 98.2±3.35 -1.416 .157
Orogastric suction 44 98.5±2.97

Heart rates Oropharyngeal suction 45 146.0±8.80 1.721 .086
Orogastric suction 44 147.3±11.42

Respiratory rates Oropharyngeal suction 45 41.2±6.32 -1.531 .126
Orogastric suction 44 37.8±8.61

Table 4. Differences in The Average Oxygen Saturation, Heart Rate and Respiration Rate between Oropharyngeal Suction Group and
Orogastric Suction Group (N=140)  



가 약간 증가하 다가그 후로는 안정됨을볼 수 있었다.

심박동수의흡인유무간의차이는출생후30분시점(흡인직

후 시점)에서 비흡인군- 구인두흡인군(t=-6.250, p<.001), 비

흡인군-구위흡인군(t=-7.415, p<.001)으로 나타나 흡인유무에

따라심박동수의차이를보 고흡인종류간의심박동수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호흡수

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호흡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비흡

인군의호흡수는모든시점에서안정된호흡수를나타내고있으

며, 구인두흡인군의호흡수는신생아실도착시평균42.1회/분,

흡인 시는 39회/분, 흡인 직후는 46.6회/분으로 흡인 직후에 호

흡수가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구위흡인군은모든 시점에

서 비흡인과 같이 안정된 호흡수를 나타내었다. 

호흡수의 흡인 유무 간의 차이는 출생 후 30분 시점(흡인직

후 시점)에서 비흡인군-구인두흡인군(t=-4.711, p<.001)에서

차이를 보 고, 흡인종류에 따른 호흡수의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인유무에서는 흡인을 하지 않는 것보다

구인두흡인을 시행했을 때 출생 후 30분 시점에서 호흡수의 차

이가 나타났으나, 흡인종류는어떤시점에서도호흡수에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상례적인 흡인시행

이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및구토에미치는 향을비교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신생아는흡인유무에따라산소포화도에서차이를보 다. 흡

인을 하게 되면 흡인 직후에 산소포화도 평균이 흡인을 하지 않

는 것보다 확연히 감소됨을 알 수 있어 흡인은 산소화 증진에 도

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흡인종류에 따른 산소포화도를 살펴보았을 때 구인두흡인군의

평균 산소포화도가 구위흡인군보다 덜 감소함을 보 는데 이는

구인두흡인군이 구위흡인보다 카테터 삽입길이나 시간이 더 짧

았기 때문에 산소포화도가 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출생 후

신생아의 안정된 산소포화도는 92-97%이고, 산소포화도는 출

생 후 20분 동안은 91-100%, 출생 후 6시간 동안은 97-100%

를 유지해야 하며, 산소포화도가 85% 이하로 될 때, 비록 짧더

라도 장기적인 폐혈관수축과 폐동맥고혈압의 원인이 되거나

그러한 증상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출생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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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saturation levels
On arrival at nursery room -2.111 .038 0.884 .379 2.962 .004
On suctioning 4.113 .000***
30 min after birth 10.589 .000*** 6.399 .000*** -2.200 .030
60 min after birth -0.219 .827 0.591 .556 0.788 .433
90 min after birth -0.940 .350 0.650 .517 1.360 .179
120 min after birth 1.297 .200 1.751 .086 0.567 .572

Heart rates
On arrival at nursery room -2.641 .010 -3.454 .001 -1.182 .240
On suctioning 1.589 .116
30 min after birth -6.250 .000*** -7.415 .000*** -1.296 .198
60 min after birth -1.181 .241 -0.836 .406 0.151 .880
90 min after birth -0.469 .640 -0.457 .649 -0.042 .967
120 min after birth 0.156 .876 0.058 .954 -0.057 .955

Respiratory rates
On arrival at nursery room 0.031 .975 0.043 .966 0.016 .987
On suctioning -1.468 .146
30 min after birth -4.711 .000*** -1.098 .276 2.330 .023
60 min after birth -2.314 .023 0.309 .758 2.356 .021
90 min after birth -1.018 .311 -0.026 .980 0.876 .384
120 min after birth -0.756 .452 -1.398 .165 -0.821 .414

Table 5. Differences in Oxygen Saturation, Heart Rate and Respiration Rate every 30 min after Birth (N=140)

No suction group vs suction groups

t p t p t p

No suction group vs 
oropharyngeal suction group

No suction group vs 
orogastric suction group 

Oropharyngeal suction  vs 
orogastric suction group

***p<.001.



능하다면 85% 이상의 산소포화도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Carrasco et al., 1997; Deckardt, Schneider, & Gr-

aeff, 1987). 위에 문헌에 따라 본 연구에서 85-90% 이하와

85% 미만을 관찰해본 결과, 비흡인 시에는 산소포화도 감소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에 흡인군에서는 산소포화도 감소를 보

다. 구위흡인이구인두흡인보다흡인시시점에산소포화도를

더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고 흡인 직후 시점에서는 산소포화도

감소에 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흡인 종류

모두 흡인 직후가 훨씬 산소포화도 감소 상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한신생아를 상으로흡인의효과를알아보기위한Gu-

ngor 등(2005, 2006)의 연구에서도 비흡인군은 안정된 산소포

화도를 보 으나 구비인두흡인군에서는 산소포화도의 감소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Spitzer (1-

996)의 연구에서도 흡인결과 산소포화도의 수치를 감소시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 Carraso 등(1997)의 연구에서도 구

비인두흡인의 효과를 보기위해 출생 후 20분 안에 산소포화도

를 관찰하 는데 이 결과에서도 비흡인군이 흡인군보다 산소

포화도가 높았으며 비흡인군과 흡인군 모두 산소포화도의 수치

가통계적으로차이가있었으나호흡곤란이있었던신생아는없

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흡인 유무에 따라 산소포화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호흡곤란에 문제가 있었던

신생아는 없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흡인의 종류와 상관

없이신생아에게흡인을적용하는것은신생아의산소포화도감

소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연구에서는흡인유무에따른심박동수의변화에도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흡인군에서는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된 심박동수를 보 으며 흡인군 모두에서 흡인 직후

에 약간의 심박동수의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나 흡인 종류에 따

른 심박동수의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건강한 신생아를 상으

로 흡인의 효과를 비교한 Widstrom 등(1987)의 연구에서는비

흡인군과구위흡인군모두심박동수의차이는없었으나 구위흡

인군을 시행한 20명의 신생아 중 한명의 신생아에게서흡인 직

후에 서맥과 혈압상승이 있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흡인 직

후 약간의 심박동수 상승이 있었을 뿐 서맥이나빈맥같은 흡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Gungor 등(2005, 2006)의 연구에

서 구비인두흡인시에 흡인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높은 심박동

수를 나타내어본 연구와 일치하는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

에서는 흡인 직후에 심박동수의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 본 연구

에서도 카테터를제거한 흡인 직후에 심박동수 상승을 보 다.

Cordero와 Hon (1971)의 연구에서는 구위흡인시 6명 중 5명

에게서무호흡이나타났다고했으나본연구에서는무호흡은모

든군에서발견되지않았으며구위흡인은호흡수에 향을미치

지않았으며오히려구인두흡인이흡인직후약간의호흡수가상

승하 으나상승 범위가 정상적인 호흡수 범주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흡인이호흡수의 향을미친다고하기에는무리가

있겠다.

흡인 직후의 흡인 양을 비교해보면 구인두흡인이 구위흡인보

다 훨씬 양이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의 찬 양수의 양을 가

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다. 출생 시 위 용적 30-60

mL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 결과 구위흡인 시 흡인양은 평균

13.1 mL로 적은 양임을 알 수 있었다. 문헌에서 신생아는 폐와

장의 기능이 미숙하여 많은 양수를 먹게 되면 구토유발을 한다

고했으나 본 연구에서 위의 머문 양수와 분비물의 양을 측정해

보고 출생 후 4시간까지 관찰했을 때, 모든 신생아에게서 구토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몸속에 남은 양수는 림프계나 장

을 통해 자연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더라도 신생아의 건강에 문

제가없을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신생아에게 흡인을 시행할 경우 흡인

종류와상관없이산소포화도, 심박동수가변화됨을알수있었고

비흡인군에서는모든시점에서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가

안정된 상태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례적인 흡인은

피해야하며 건강한 신생아에게는흡인이 불필요한 행위임을 알

수있었다. 본연구결과에서출생후2시간시점에는흡인유무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들이 안정된 산소포화도, 심박동

수, 호흡수를 나타내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자극을 준 시점에

서멀어질수록산소포화도와활력징후는안정됨을알수있었다.

상례적인 흡인을 피함으로 흡인으로 인한 합병증인 저산소증

을 예방하여 신생아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흡인간호시

간을 줄이게 되므로 부가적인 장비와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신생아실에서의 상례적인 흡인에 한 연구는

국내에 없는 실정이며 부분의 신생아실에서는 상례적인 흡인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신생아 흡인에 한 과학적인 간호중

재를 위해 표준화된 흡인 지침 확립을 기반으로 임상적용을 위

해 추가적인 연구와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출생 후 분만실에서 벌브시린지를 사용하여 구인

두흡인 시행 후, 신생아실에 입원한 건강한 신생아를 상으로

흡인 유무와 종류에 따른 상자의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

수의 변화를 비교하고 구토의 유무와 횟수를 관찰하여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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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행해지는상례적인흡인이신생아에게미치는 향을알

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건강한 신생아에게 흡인을 적용할 경우 흡

인종류와 상관없이 산소포화도를 감소시키며 심박동수와 호흡

수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고, 흡인을 하지 않아도 산소포화도

나 활력징후가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신생

아들에게 흡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생아실

에서의 상례적인 흡인은 피하고 꼭 필요한 신생아에게 선택적

인 흡인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자는 일개 병원의 건강한 신생아를 상으로 상자가 국한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 해석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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