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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a Colonization and Oral Glucose Levels During the Early Postnatal Period 
in High-Risk Newb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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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longitudinal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flora colonization and oral glucose high-risk newborns during the first 7 days after birth. 
Methods: Oral secretions of hospitalized newborns were obtained for microbial cultures and glucose test at days 1-7 after birth. Results: Among the 
total 112 newborns, 40% were girls and 73% were premature. Mean gestational age was 34.4±3.2 weeks and weight was 2,266±697.5 grams. The 
most common flora included Streptococcus (28.2%),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10.9%), Staphylococcus (6.0%) and Coagu-
lase-Negative Staphylococcus (CNS, 4.0%). The average oral glucose level was 29.2±23.0  mg/dL~58.2±39.5  mg/dL. Newborns with higher oral glu-
cose than serum (crude odds ratio [ORc] =1.75; 95% confidence interval [CI] =1.03-2.97), phototherapy (ORc=3.30; 95% CI=2.29-4.76) and prone 
position (ORc= 2.04; 95% CI=1.13-3.69) were more likely to be colonized. Having oral tubes (ORc=0.42; 95% CI=0.29-0.59), parental nutrition 
(ORc=0.21; 95% CI=0.13-0.32) and antibiotics (ORc=0.51; 95% CI=0.36-0.73) had protective effects. For oral glucose statistical significances 
existed on time effect among newborns with Streptococcus (F=9.78, p =.024), MRSA (F=7.60, p =.037) or CNS (F=11.15, p =.019) and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colonization among newborns with all of four flora (F=2.73, p =.029) or colonization with only Staphylococcus (F=2.91, p =.034). 
Conclusion: High-risk newborns develop flora colonization at an early period of life. Their clinical features were associated with types and time of 
oral flora colonization. They need close monitoring and multifaceted intervention to improve oral environment and infec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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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식건강 학문 및 임상실무 발달과 관련하여 고위험신생아의 

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태기간 36주 이하 미숙아의 출생률은 

1995년 2.5%, 2015년 6.9%로 증가하였고, 10년 사이에 약 2.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 이들 대부분은 심폐능력과 위장관계 미성숙으

로 인해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입

원하여 호흡관리나 영양관리를 위해 특별한 처치를 받게 된다. 미숙아 

외 만삭아가 NICU에 입원하는 주 원인이 신생아빈호흡, 태변흡인임

을 고려할 때[2], 인공호흡기나 위관영양은 NICU에서 다빈도로 이루

어지는 중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신생아에게 적용되는 기관내

관이나 위장관은 주로 구강을 통해 삽입된다.

구강은 점막, 구개, 혀, 치아, 임파조직, 침샘조직, 입술 등으로 둘러싸

인 공간이며 외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자극, 영양

소, 공기 등이 통과하거나 흡수되는 곳이다. 구강은 항상 점액, 침 등의 

분비물이 고여 있고, 위장이나 호흡기로부터 역류된 내용물이나 외부

에서 침입한 이물질 또는 균이 있을 수 있다[3,4]. 고위험신생아의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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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생 시 멸균 상태이지만 출생과 동시에 신체 내·외부 소통을 통해 

외부 균이 침입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고, 호흡이나 영양관리에 필

요한 다양한 처치와 빈번한 자극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들의 구강은 

건강유지에 취약한 기관이면서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는 부위이므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구강간호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은 물론 신

체 다른 부위로의 감염 기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5]. 구강간호는 특

정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 건강행위이다. 간호사는 구강의 건강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물론, 마비 또는 의식장애 등으로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환

자에게 구강간호를 직접 제공하거나 교육·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고위

험신생아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구강간호에 대한 연구나 실무지침

은 성인이나 아동 중심의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5-8], 고위험신생아

의 구강건강이나 구강간호 관련 연구나 실무지침은 희소한 실정이다. 

더욱이, NICU에서 구강간호는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입 주변의 청결

을 유지하는 정도의 자의적인 간호 제공만 일부 시행되고 있다[5].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점막은 출생 전에는 멸균상태였다가 출생 이

후 점차적으로 균집락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어떤 균이 언제 

집락을 이루고 구강환경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

지 않다. 또한 이들의 구강에 침습적 처치와 빈번한 자극이 주어질 때 

또는 다양한 임상특성을 갖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주제에 대한 단편적 정보

는 소수 발표되었는데, 우선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 위

주로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NICU의 감염관리에 대한 자료에 의

하면 피부, 혈액, 기도 등에서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9]나 Serratia marcescens[10] 감염이 보고되었고, 국외 역시 

NICU에서 MRSA 발현[11]은 종종 보고된 바 있다.  

구강 내 균집락 형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

에, 균집락 형성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을 구강 내 

균집락 형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큰 감염, 즉 호흡기계 감염, 패혈

증 및 침습적 기구 삽입과 관련된 감염까지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넓은 시야에서 고위험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항생제 사용, 위관영양, 위식도 역류, 체위

[12], 인공호흡기 사용[13], 황달[14] 및 구강 당농도[15]를 포함하며 구

강 내 균집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구강 내 당(glu-

cose)의 지나친 증가는 구강 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의미

한 감염지표로도 알려져 있다[15]. 또한 성인의 타액 내 당농도는 혈당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즉, 구강 당농도는 

구강 내 환경 및 혈당 평가를 위한 지표로 동시에 기능할 가능성이 있

다. 더군다나 고위험신생아의 생후 초기 혈당은 영양 요구와 대사 상태

를 사정하는 주요 지표로 특히 임신성 당뇨 산모의 출생아 또는 총비

경구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공급받는 신생아의 경우 면밀한 

혈당 사정이 중요하다[2]. 혈당 검사는 침습적인 채혈을 요하므로 구강

분비물을 이용한 혈당 추정은 고위험신생아의 혈당 사정에 비침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위험신생아는 감염취약성을 가지므로 NICU에

서 감염관리는 개인 의료인 차원은 물론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구강은 외부환경과 접촉이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강 

내 균집락 형성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또한, 구강분비물

의 과민 또는 감염 관련 지표인 구강분비물의 당농도(이하, 구강당)가 어

떠한 변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

로 고위험신생아의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체와 관련 영

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출생 후 첫 주 동안의 구강분비물의 균집락 형성과 당

농도를 종단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위험신생아의 출생 후 첫 일주일 간 구강 내 균집락 형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둘째, 고위험신생아의 출생 후 첫 일주일 간 구강당과 영향요인을 탐

색한다.

셋째, 고위험신생아의 출생 후 첫 일주일 간 구강 내 균집락 형성에 

따른 구강당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일주일 동안 구강분비

물의 균집락 형성과 당농도를 측정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에 따른 변이를 분석한 전향적 종단적 탐색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조산, 태변흡인 등 출생 시 건강문제를 가지고 

NICU에 입원한 모든 고위험신생아였다. 연구가 진행된 병원의 NICU

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병리 상태를 가진 고위험신생아가 입원해 있다. 고위험

신생아의 부모 혹은 법정 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출생

한 후 본 NICU로 전원된 외부출생아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기도유지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구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력

이나 자료의 통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었다. 구개파열이나 패혈증 등 

구강기형이나 감염 관련 진단이 있는 대상자도 제외하였다. 이는 구강

건강 및 감염 관련 지식체 도출에 왜곡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증 미숙아의 경우 균집락이나 구강당에 대해 

일반적 생리기전을 기대하기 어려움에[17] 따라 WHO의 조산 분류 기

준으로 출생 시 재태기간 28주 이하의 중증 미숙아 역시 연구대상자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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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크기를 산정하기 위한 구강 내 균집락 형성을 탐색한 논문

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구강 분비물의 당 변이 자료(7.41 ± 3.44

와 10.46 ± 6.50)를 이용하여[16] 효과크기 0.587을 산출한 후, 이를 일종

오류 5%, 검정력 80%의 조건에서 Sample power 3.0을 이용하여 샘플

사이즈를 계산한 결과 구강당( mg/dL)의 경우 총 91명이 산출되었다. 

이는 성인 대상의 자료이며 신생아의 구강당은 보고되지 않았고, 고위

험신생아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훨씬 더 넓은 변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의 130%인 118명에게 자료 수집이 진

행되었다. 이때 연속 변수인 구강당의 측정값 중 1 Standard Deviation 

(SD)인 4.2%에 해당하는 자료는 극한값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일별 106-11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수

집 기간은 2013년 7월-2014년 4월이었다.

자료수집방법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

view Board)의 승인(IRB No. 학술13-070)을 받았다. 또한 해당부서 임

상집담회 시간을 통해 수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간호사에게 연구내용

을 공지하였다. 선택조건을 만족하는 고위험신생아의 부모에게 연구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았

다. 서면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및 과정, 자료 수집 방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비밀유지, 참여 중단의 자유, 자발적 동의, 대상자의 권리 보

호 등을 기술하였다. 구강 내 균집락과 구강당 측정을 위해 출생 후 일

주일 동안 각 대상자 별 총 5회(생후 1, 2, 3, 5, 7일째)에 걸쳐 자료 수집

을 하였다. 이는 멸균 상태로 출생하고 생후 일주일을 초기 적응으로 

보며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자극과 표준 처치가 예상되는 시기

이기 때문이다.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자료 수집 간격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강환경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유, 흡인, 목욕 등 추가적 처치나 자극이 자료 

수집 전 1시간 정도 없는 시간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구강분비물의 수집은 구강 균채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구강당보다 균집락 형성 확인을 위한 채집을 먼저 시행

하였다. 균집락 형성은 각 측정일에 균집락을 형성한 대상자의 수와 해

당 대상자의 주 균집락의 종류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채집은 균

배양 용 특수멸균면봉키트(Amies Agar Gel Medium Transport Swabs, 

COPAN diagnostics, Italy)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구강 내 검체도구

를 삽입하기 전에 손 위생을 실시한 후, 멸균 면봉을 입 주변 피부를 

닿지 않고 멸균상태를 유지하면서 구강의 측면에 살짝 삽입하였다. 수

초 간 점막과 접촉한 후 빼어 같이 쌍을 이루는 배지튜브용기에 넣어 

매일 검사실로 보내 균에 대한 동종분석을 실시하였다. 

구강당 측정을 위한 구강분비물 채집은 특수멸균면봉(Merocel 

Spears, Beaver-Visitec International, Icn., USA)을 이용하였다. 이는 끝

이 삼각 모양(최대 직경 1 cm 이하; 최대 두께가 1 mm 미만)의 납작한 

압축 솜으로 만들어진 특수멸균면봉으로 눈 점막 하 분비물 등 좁은 

인체 부위의 분비물을 채집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균채집 수분 후

에 이를 구강 옆에 살며시 삽입한 후 수분 후에 빼어 멸균용기(BD Fal-

con Conical Tubes, BD Biosciences, USA)에 넣어 냉동 보관 후 아이스

박스에 담아 매일 검사실로 보내 당농도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예: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임상 특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임상 특성은 구강당과 균집락과 관련 가능성

이 있는 요인, 즉 산모의 임신성 당뇨 유무, 역류, 경구위장관 및 기관 내 

삽관을 포함한 경구삽관 유무, 검체 획득시의 자세, 영양공급방법, 항생

제 치료, 광선요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역류는 신생아에 있어 

생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1일 1회 이하는 없는 것

으로 간주하였고, 1일 2회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

다. 이러한 특성은 의무기록을 통해 일차 파악하고 자료 수집 시 직접 

관찰 혹은 담당간호사에게 최종 확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은 저자로 구성된 연구팀원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자료 수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도구준비, 채집시간, 검체라벨링, 자료 수집 시

점, 자료보관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지침을 개발하고 구조화된 자료 수집

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자 간 상호점검을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모든 자료는 SPSS 22.0에서 일차 검토하였는데 구강당, 출생체중, 재

태기간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1.11 (± 0.10)과 0.81 (± 0.2), 0.34 (± 0.10)

와 -0.29 (± 0.21), -0.18 (± 0.11)과 0.11 (± 0.21)로 정규분포를 확인한 후 

모수통계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고위험신생아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보이고 현재 이들의 구강당이나 균에 대한 측정값이 거

의 보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α = 0.10을 양측검정으로 적용하였다. 

생후 첫 주 동안의 구강 내 균집락 형성과 당농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 빈도와 퍼센트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적 

특성에 따른 균집락 형성의 차이는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그 결과를 비차비(Crude Odds Ratio [ORc])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CI])으로 제시하였다. 임상적 특성에 따른 구강당

의 차이는 일반선형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대상자의 특성, 

반복측정에 따른 시간을 포함하여 대상자 간 및 대상자 내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특성 및 시간 사이의 교호작용 가능성도 

같이 평가하였다. 

구강 내 균집락 형성에 따른 구강당의 차이는 일반선형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역시 균집락 형성 유무와 반복측정에 따른 시간을 

포함하여 대상자 간 및 대상자 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

다. 이때, 균집락 형성 유무와 시간 사이의 교호작용도 같이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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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대상자 112명의 출생 시 체중과 재태기간은 각각 평균 2,266 g ( ±

697.5)과 34.4주(± 3.2)였고, 여아는 44명(39.2%)이었으며 미숙아는 81명

(72.3%)이었다. 출생 시 보인 다빈도 건강문제는 빈호흡(11명), 호흡곤란

증(9명), 호흡부전(7명), 태변착색(7명) 등이었다. 어머니가 보인 다빈도 

건강문제는 조기파막(46명), 비특이성 조기진통(15명), 임신성당뇨(11

명), 임신성고혈압(9명) 등이었다. 대상자 112명에서 총 550건의 균집락

과 구강당이 측정되었는데, 균집락 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채집 시 혈당

이 가용한 경우는 354건(64.4%)이었다. 이 중 생후초기 저혈당으로 간

주되는 60  mg/dL 미만인 경우는 74건(20.9%)이었으며 구강당이 혈당보

다 낮은 경우는 70건(19.8%)이었고, 구강당과 혈당은 r=.24 (p < .0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 550건의 측정 중 1일 2회 이상의 역류를 보인 경

우는 37건(6.7%), 경구삽관을 가진 경우는 263건(47.8%), 금식은 129건

(23.5%),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289건(52.5%), 광선치료를 받는 경

우는 231건(42.0%), 앙와위로 있는 경우는 481건(88.9%)이었다. 

구강 내 균집락 형성과 영향요인

생후 첫날 대상자의 18%에서 균이 검출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검출 

빈도가 점점 증가하여 생후 일주일째에는 약 77%에서 균이 검출되었

다(Table 1). 전체 측정 사례인 총 550건 중 316건(57.5%)에서 균이 검출

되었는데 이 중 다빈도 균은 Streptococcus (155건), MRSA (60건), Staph-

ylococcus (33건),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CNS) (22건)의 네 

종류였다. 고위험신생아의 임상 특성 중 균집락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특성에 따른 균검출을 분석한 결과(Table 2), 미숙아인 경우(A), 혈당

이 60  mg/dL 이상인 경우(B), 구강당이 혈당보다 높은 경우(E), 광선치

료를 하는 경우(I), 복위로 있는 경우(J)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균집

Table 1. Frequency and Types of Flora Colonization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Characteristics

Frequency of flora

Total1s  day 2nd day 3rd day 5th day 7th day

Frequency (%)

Colonization present 97 (82.0) 57 (50.9) 31 (29.2) 29 (26.6) 26 (23.2) 234 (42.5)
Colonization absent 20 (18.0) 55 (49.1) 75 (70.8) 80 (73.4) 86 (76.8) 316 (57.5)
Major flora Streptococcus

MRSA
Staphylococcus
CNS

1 (0.9)
5 (4.2)
0 (0.0)
2 (1.8)

29 (25.9)
10 (8.9)

2 (1.8)
4 (3.6)

43 (40.6)
13 (12.3)

9 (8.5)
7 (6.6)

39 (35.8)
17 (15.6)
12 (11.0)

6 (5.5)

43 (38.4)
15 (13.4)

10 (8.9)
3 (2.7)

155 (28.2)
60 (10.9)

33 (6.0)
22 (4.0)

MRSA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CNS =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Table 2. Frequency Comparison of any Flora Colonization by Clinical Features    (N=550) 

Features Level Analysis: n (%)
Flora: n (%)

χ2 (p) Odds ratio (95% CI)
Absent (n = 234) Present (n = 316)

Preterm birth (A) No
Yes

138 (25.1)
412 (74.9)

67 (48.6)
167 (40.5)

71 (51.4)
245 (59.5)

2.72
(.099)

1.38
(0.94-2.04)

Blood glucose (B)* < 60mg/dl
≥  60mg/dl

74 (20.9)
280 (79.1)

46 (62.2)
140 (50.0)

28 (37.8)
140(50.0)

3.47
(.062)

1.64
(0.97-2.78)

Diabetic mother (C) No
Yes

498 (90.5)
52 (9.5)

216 (43.4)
18 (34.6)

282 (56.6)
34 (65.4)

1.48
(.224)

1.45
(0.80-2.63)

Regurgitation (D) Absence
Presence

513 (93.3)
37 (6.7)

223 (43.5)
11 (4.7)

290 (56.5)
29 (8.2)

2.67
(.103)

1.82
(0.88-3.76)

Higher level of glucose (E)* In blood
In oral

284 (80.2)
70 (19.8)

157 (55.3)
29 (41.4)

127 (44.7)
41 (58.6)

4.32
(.045)

1.75
(1.03-2.97)

Oral tube (F) Absence
Presence

287 (52.2)
263 (47.8)

93 (32.4)
141 (53.6)

194 (67.6)
122 (46.4)

25.25
( < .001)

0.42
(0.29~0.59)

Nutritional routes (G) Oral
Parenteral

421 (76.5)
129 (23.5)

142 (33.7)
92 (71.3)

279 (66.3)
37 (28.7)

57.08
( < .001)

0.21
(0.13-0.32)

Antibiotics (H) No
Yes

261 (47.5)
289 (52.5)

89 (34.1)
145 (50.2)

172 (65.9)
144 (49.8)

14.50
( < .001)

0.51
(0.36-0.73)

Phototherapy (I) No
Yes

319 (58.0)
231 (42.0)

173 (54.2)
61 (26.4)

146 (45.8)
170 (73.6)

42.44
( < .001)

3.30
(2.29-4.76)

Position (J) Supine
Prone

481 (88.9)
60 (11.1)

215 (44.7)
17 (28.3)

266 (55.3)
43 (71.7)

5.83
(.016)

2.04
(1.13-3.69)

*n=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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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위험이 각각 1.38배, 1.64배, 1.75배, 3.30배, 2.04배 증가하였다. 산모

의 임신성 당뇨(C)와 역류(D)는 구강 균집락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듯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경구삽관

이 있는 경우(F), 비경구영양공급을 하는 경우(G),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H)는 그 반대보다 상대적으로 균집락 위험도인 crude odds ratio

가 각각 0.42, 0.21, 0.51로 균집락 발생에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강당과 영향요인

출생 첫 날 구강당은 평균 29.2  mg/dL로 시작하여 생후 3일째에 평

균 67.1  mg/dL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F =19.17, p < .001) (Table 3). 임상 특성에 따른 변이를 분석한 결과 전

체 측정값에 대해서는 만삭아(A: F = 6.22, p =.013), 저혈당이 아닌 경

우(B: F = 9.50, p =.002), 역류가 있는 경우(D: F =3.96, p =.047), 구강당

이 혈당보다 높은 경우(E: F =374.97, p < .001), 경구삽관이 없는 경우(F: 

F =15.66, p < .001), 경구영양공급을 하는 경우(G: F =29.37, p < .001)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구강당을 보였다. 산모의 임신성 당뇨가 없

었던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 구강당의 총합은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C: F =2.58, p =.109).

구강당의 생후 일주일 간 대상자의 임상 특성에 따른 변이를 분석

한 결과, 조산 여부(A: F =5.82, p =.073), 60  mg/dL 이상의 혈당을 보이

는 경우(B: F =3.87, p =.065), 임신성 당뇨가 없는 산모의 경우(C: 

F = 6.55, p =.062), 구강당이 혈당보다 높은 경우(E: F =113.17, p < .001), 

경구삽관을 가진 경우(F: F =5.53, p =.078)는 반대의 경우보다 구강당

이 높은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역류가 있는 경우(D: F =2.54, 

p =.136)와 경구영양공급을 하는 경우(G: F =3.59, p =.105) 역시 생후 

일주일 간 높은 구강당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편 구강당이 혈당보다 높

은 경우는 구강당이 생후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여 계속 유지하는 패

턴을 보인 반면, 혈당이 구강당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구강당을 완만

히 유지함에 따라 두 변이 양상은 서로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

다(E: F =2.91, p =.022). 다른 임상 특징들은 생후 초기 구강당의 변이 

양상과 유의한 수준의 교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1). 

균집락 형성에 따른 구강당의 차이 

가장 높은 빈도로 검출된 네 가지 균에 대해 이들의 검출 여부에 따

라 구강당의 변이를 분석하였다(Table 4). 생후 일주일 간의 총 구강당

은 네 가지 균의 검출 유무에 따라 48.5  mg/dL와 61.1  mg/dL로 유의

Table 3. Glucose Level of Oral Secretion by Clinical Features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Features
Levels

(n = 112 or 550)

Oral glucose level (mg/dL)

Total1st day 2nd day 3rd day 5th day 7th day

M (SD)

Total n = 550 29.2 (23.0) 52.0 (35.2) 67.1 (42.0) 66.0 (41.7) 58.2 (39.5)   
F (p) 19.17 ( < .001)

Preterm birth (A) No (n = 20)
Yes (n = 81)

33.4 (24.1)
27.7 (22.6)

62.2 (36.3)
48.6 (34.4)

64.1 (42.5)
68.1 (42.1)

81.5 (44.8)
60.7 (39.5)

69.1 (40.0)
54.8 (39.2)

61.6 (40.6)
52.0 (38.6)
6.22 (.013)F (p) Preterm birth: 5.82 (.073); Days: 11.91 (.017); Interaction: 1.35 (.251)

Blood glucose (B)* <  60mg/dl (n = 74)
≥  60mg/dl (n = 280)

25.3 (14.8)
31.6 (26.6)

55.3 (37.5)
47.7 (38.0)

55.3 (33.4)
67.9 (43.3)

39.8 (23.7)
55.2 (35.6)

17.5 (7.8)
52.0 (37.5)

36.4 (27.5)
51.1 (38.5)
9.50 (.002)F (p) Blood glucose: 3.87 (.065); Days: 12.70 (.015); Interaction: 0.73 (.575)

Diabetic mother (C) No (n = 100)
Yes (n = 11)

30.2 (23.8)
20.5 (11.6)

53.1 (34.5)
39.3 (43.3)

66.8 (40.7)
69.8 (54.4)

66.9 (42.6)
58.7 (33.2)

60.0 (40.6)
40.2 (19.0)

55.2 (39.3)
46.1 (38.6)
2.58 (.109)F (p) Diabetic mother: 6.55 (.062); Days: 16.51 (.009); Interaction: 0.49 (.742)

Regurgitation (D) No (n = 513)
Yes (n = 37)

28.9 (23.0)
35.0 (29.7)

50.8 (33.2)
70.0 (59.2)

63.3 (42.3)
72.8 (41.4)

81.2 (33.8)
62.4 (42.8)

62.2 (38.2)
57.3 (39.9)

53.5 (39.2)
66.8 (39.3)
3.96 (.047)F (p) Regurgitation: 2.54 (.136); Days: 5.34 (.067); Interaction: 0.44 (.783)

Higher level of glucose (E)* In blood (n = 284)
In oral (n = 70)

25.0 (17.2)
67.7 (32.7)

35.2 (21.0)
107.5 (29.5)

41.7 (25.1)
106.0 (32.0)

46.1 (27.9)
105.9 (33.4)

37.4 (20.7)
116.6 (31.7)

34.91 (23.2)
101.4 (34.3)

374.97 ( < .001)F (p) Higher glucose: 113.17 ( < .001); Days: 3.74 (.115); Interaction: 2.91 (.022)
Oral tube (F) Absence (n = 287)

Presence (n = 263)
27.6. (18.5)
30.0 (25.0)

58.8 (35.0)
47.1 (34.8)

73.5 (41.5)
60.3 (41.9)

66.8 (41.2)
64.7 (43.1)

62.9 (40.6)
46.1 (34.1)

60.6 (40.0)
47.5 (37.4)

15.66 ( < .001)F (p) Oral tube: 5.53 (.078); Days: 15.00 (.011); Interaction: 1.17 (.324)
Nutritional routes (G) Oral (n = 416)

Parenteral (n = 131)
28.1 (19.5)
30.0 (25.1)

55.8 (36.8)
39.6 (26.5)

71.3 (41.0)
52.2 (43.1)

65.9 (42.4)
67.9 (34.8)

59.4 (39.9)
33.6 (17.9)

59.3 (40.2)
38.4 (31.4)

29.37 ( < .001)F (p) Nutritional routes: 3.59 (.105); Days: 7.44 (.039); Interaction: 1.54 (.191)

*n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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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었다(F =14.40, p < .001). 네 가지 균 중 어떤 균이라도 검출

된 경우는 생후 첫날 21.5  mg/dL에서 생후 3일째에 73.4  mg/dL까지 

구강당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반면 어떠한 균도 검출되

지 않은 경우 구강당은 생후 5일째 70.5  mg/dL에 이른 후 약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균검출 자체(F = 0.00, p =.997)나 생후 일

(F =3.15, p =.149)에 따른 구강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균검출 

유무에 따른 생후 초기 구강당 변이 양상은 유의한 교호작용을 보였

다(F =2.72, p =.029). 

네 가지 균이 검출된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 가장 최빈도를 보인 

Streptococcus의 경우에는 균검출 유무와 상관없이(F =2.24, p =.136) 생

후 일주일 동안 구강당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F = 9.78, p =.024) 

교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Staphylococcus가 검출된 경우에는 

Figure 1. Oral glucose variations within- and between infants by clinical features (A-G)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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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째 구강당이 급상승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검출되

지 않은 경우에는 5일째 가장 높은 구강당을 보여 균의 검출 유무에 

따라 구강당 변이가 일별로 다르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F =2.91, 

p =.034). MRSA와 CNS의 경우 균검출 유무에 따른 구강당은 차이가 

없었으나(F =2.72, p =.152과 F = 0.40, p =.542) 구강당 자체는 생후 일이 

지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7.60, p =.037과 F =11.15, 

p =.019). 그러나 MRSA나 CNS 검출 유무에 따라 생후 구강당 변이 간

에는 유의한 교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논 의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은 출생 후 자궁 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위로 다양한 자극과 처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때 고위험신생아

의 미성숙과 감염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구강 내 균집락 형성

에 대한 지식체의 구축은 구강건강뿐 아니라 감염관리를 위해서도 중

요하다. 본 연구는 112명의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1, 2, 3, 5, 7

일째에 구강 내 균집락과 당농도를 측정한 후 임상 특성에 따른 변이

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논의점을 유출하였다. 

첫째, 생후 초기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은 정상적 균은 물론 비정상적 

균의 집락 가능성이 있다. 구강분비물은 멸균상태로 분비되지만 출생 

직후 모체 및 환경으로부터 획득되는 Streptococcus와 Staphylococcus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균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특히 Strep-

tococcus는 대표적 구강균으로 생후 1-3일 된 신생아에서 관찰됨이 보

고되었다[4]. 본 연구 역시 생후 첫날에는 82%에서 균이 관찰되지 않았

지만 곧 균검출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다빈도 균으로 Streptococcus

와 Staphylococcus 무리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 그러나 다빈도 검출균 중 MRSA와 CNS 역시 Streptococ-

cus와 Staphylococcus처럼 유사한 패턴으로 관찰됨은 유의를 요하는 결

과이다. MRSA는 신생아와 아동 집중치료실의 주요 감염관리 대상균

으로 외국의 선진 상급종합병원 NICU에서도 여전히 22.9%의 보균율

이 보고되었으며[11] 국내의 연구에는 10.4-38.5%[18], 37.8%[9]로 보고

되었다. 물론 보균율 자체가 병리적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본 연구기간 동안 패혈증이나 감염으로 인한 어떤 현상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MRSA의 항생제 내성 특성과 고위험신생아의 태생적 

감염취약성을 고려할 때 MRSA 보균은 매우 중요한 감염의 위협요인

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Staphylococcus aureus, CNS는 Klebsiella, 

Staphylococcus aureus, Pseudomonas와 함께 신생아 패혈증의 주 원인

균이다[19,20]. 다빈도로 검출된 4가지 종류의 균 중에서 세 가지는 

Staphylococcus 무리에 속하는 병리적 세균이며, 이는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에 생후 초기 비정상적인 균집락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감염은 고

위험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 이슈임을 고려할 때 NICU 구강간호는 

감염관리의 주요 영역임을 제시한다.

둘째, 고위험신생아에 있어 구강당은 혈당보다 낮거나 유사한 값으

로 생각된다. 구강분비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충치 발현과 연관되어 

타액의 당단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며[21,22] 신생아나 아동 및 성인

에 있어 구강분비물 자체의 측정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때 본 연구

에서 측정한 550개 구강당의 평균이 54.4 mg/dL인 점, 1단위 표준편차

가 차지하는 범위인 68%에 해당하는 범위가 15.1-93.7 mg/dL인 점, 구

Table 4. Oral Glucose Level by Flora Colonization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N=112)

Major Flora

Oral glucose level (mg/dL)

Total1st day 2nd day 3rd day 5th day 7th day

M (SD)

All of 4 major flora No 29.8 (23.6) 48.4 (37.0) 55.9 (39.4) 70.5 (51.5) 64.9 (47.0) 48.5 (40.4)
Yes 21.5 (11.0) 57.4 (32.1) 73.4 (42.4) 63.2 (34.4) 53.8 (33.2) 61.1 (36.8)
F (p) Major 4 flora: 0.00 (.997); Days: 3.15 (.146); Interaction: 2.73 (.029) 14.40 ( < .001)

Streptococcus No 29.1 (23.1) 48.8 (35.4) 62.3 (40.7) 62.3 (44.9) 57.1 (41.6) 49.3 (38.8)
Yes 46.0 (0.0) 61.2 (33.7) 74.1 (43.4) 72.8 (34.8) 60.1 (36.2) 67.3 (37.7)
F (p) Flora: 2.24 (.136); Days: 9.78 (.024); Interaction: 0.28 (.892) 24.30 ( < .001)

MRSA No 29.8 (23.4) 51.5 (37.5) 67.3 (43.2) 68.0 (43.1) 60.5 (41.0) 54.7 (40.1)
Yes 17.4 (6.2) 57.3 (34.1) 65.6 (33.9) 55.1 (32.5) 43.6 (23.6) 51.7 (31.6)
F (p) Flora: 2.72 (.152); Days: 7.60 (.037); Interaction: 0.67 (.613) 0.31 (.591)

Staphylococcus No 29.2 (23.0) 52.2 (35.5) 64.6 (40.9) 68.0 (42.6) 59.1 (40.5) 54.0 (39.3)
Yes 29.2 (23.0) 40.0 (14.1) 95.2 (47.2) 49.9 (30.4) 49.0 (26.2) 61.1 (38.8)
F (p) Flora: 0.05 (.842); Days: 3.08 (.275); Interaction: 2.91 (.034) 1.04 (.309)

CNS No 29.4 (23.2) 52.5 (35.7) 66.7 (42.2) 66.4 (42.4) 58.1 (39.4) 54.3 (39.4)
Yes 19.5 (2.1) 39.0 (12.1) 73.0 (42.7) 60.2 (30.4) 64.7 (52.6) 57.3 (36.3)
F (p) Flora: 0.40 (.542); Days: 11.15 (.019); Interaction: 0.26 (.907) 0.13 (.720)

MRSA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CNS =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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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과 혈당 간에 순상관이 관찰된 점, 뇌척수액 당성분의 정상 범위

가 혈당의 60-70%이고 정상하한 참고치가 45 mg/dL인 점[23], 총 측정

값의 80.2%에서 구강당이 혈당보다 낮게 측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생

아의 생후 초기 구강분비물은 다른 체액처럼 혈당보다 유사하거나 낮

은 값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인 임상 

특성을 가진 경우(예: 미숙아)에는 36.4-66.8 mg/dL로 더 다양한 측정

값을 보였다. Figure 1의 A, B, C, F, G의 실선이 정상적 임상 특성임을 

고려할 때, 생후 초기 변이 양상은 비정상적 특성과 관련된 점선의 변

이보다 정상값의 근사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Figure 1의 E에

서 구강당이 혈당보다 높은 경우(점선)를 비정상으로 볼 때, 이 값은 

생후 첫날부터 70 mg/dL 이상으로 급상승하여 지속적으로 100 mg/dL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에 구강당은 혈당과 유사하거나 낮으며 약 50-75 

mg/dL의 범위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고위험영아의 균집락 형성은 구강당을 포함한 임상특성에 따

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선, 높은 구강당은 Staphylococcus 집락 위험

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가장 높은 구강당을 보인 생후 3일째에 

Staphylococcus가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됨으로 잘 알 수 있다. 특히 균

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구강당이 생후 초기 일관되게 증가하면서도 70 

mg/dL 이하로 유지되는 것에 비해, Staphylococcus 검출 시에는 생후 3

일째 95 mg/dL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였다. 낮은 

타액 내 당농도가 구강 균집락 억제에 효과적임은 일반성인[24], 당뇨

성 질환자[22] 또는 흡연자[25]는 물론 아동[15,21]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잘 알려있다. 본 연구의 구강당은 타액이 아닌 구강점막의 분비

물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타액이든 구강점액이든 구강에서 분

비되어 구강의 조건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공통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70 mg/dL 이상의 높은 구강당과 Staphylococcus 균집락 증가 간 

유의한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구강당과 균집락 간 순상관이 

고위험신생아에서도 관찰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고위험영아의 광선치료와 복위 체위는 구강 균집락 위험을 증

가시켰다. 본 연구에서 광선치료를 받는 경우 구강당은 62.3 mg/dL으

로 받지 않은 경우(48.6 mg/dL)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광선치

료와 체액감소의 순상관[14,26]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된다. 또한 복위

인 경우 구강당은 62.9 mg/dL로 아닌 경우에 비해(53.3 mg/dL)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신생아는 고개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므로 복위는 구강자

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역시 구강당의 증가 또는 환경노

출의 증가로 연동되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광선치료와 체액, 그리고 복위와 구강자극 간 직접적 자료는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광선치료나 복위 체위와 구강 균집락 위험 증가에 대한 원

인적 추론은 아직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광선치료

나 복위가 균집락을 증가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NICU 감염

관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생제나 비경구영양공급도 균검출 위험을 감소시킨다. 최근 348개 

NICU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역학조사에서 MRSA 감염 시 초기 항생

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 사망률이 약 두 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27]. 본 연구 역시 관찰된 네 가지 다빈도 균 중 세 가지가 MRSA를 포

함한 Staphylococcus 무리이었으며, 균배양을 통한 균동정은 약 3-5일 

소모되므로 균동종 이전에 항생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항생제 적

용과 함께 이들의 검출이 반으로 감소한 것은(Odds ratio: 0.51) 최근 치

료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비경구영양공급 시 균검출 위험은 약 1/5로 감소하였다

(Odds ratio: 0.21). 경구삽관을 가진 경우는 전체 자료 중 263건(47.8%)

이었는데 실제 경구영양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141건(53.6%)이었고, 

나머지 122건(46.4%)은 영양공급과 관계없이 위장 감압이나 기관 삽관 

등으로 구강에 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비경구 즉 혈관

영양공급에 해당하였다. 이에 경구삽관을 가진 경우 실제 경구영양공

급을 하는 경우와 혈관영양공급에 따른 균검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Odds ratio 0.55로 혈관영양공급 시 균검출 위험이 약 반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구삽관 자체는 균검출 위험을 0.42 수준으로 감

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구삽관을 가지고 있어도 경구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 즉 혈관영양공급 시 균검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구영양을 하는 경우 구강과 환경 간 물리적 상

호작용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균집락이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또한 경구삽관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경구영양공급을 하는 경

우의 구강당(53.5 mg/dL)은 하지 않는 경우(즉 혈관영양공급의 경우)

의 구강당(40.7 mg/dL)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구영양공급 시 영

양물질의 잔여로 인한 구강당 증가 역시 균집락 위험 증가에 순기능

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상기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임상적 적용을 제언한

다.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은 비정상적인 균집락의 위험이 있으며, 경구

영양공급이나 광선치료를 받거나 복위로 있는 경우는 균집락 위험이 

크므로 구강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신생아는 다양한 자극

과 처치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응하기에 신체생리통합성과 면역능력이 

미흡하여, 더욱 정교한 구강간호를 필요로 한다. Ullman, Long과 Lew-

is[15]는 아동대상 코호트 연구에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상

태는 더욱 저하되고 특히 Candida sp., Staphylococcus aureus, Haemoph-

ilus influenzae, Enterococcus sp. 및 Pseudomonas aeruginosa는 전신감염 

위험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위험신생아의 구강간호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고위험신생아의 감염관리는 이들의 감

염취약 특성에 따라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주의 긴

장과 적극적인 중재를 요하는 최일선의 임상실무 주제이다. 또한, 구강

당은 혈당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신생아는 영양배설

능력과 생리적통합의 미성숙으로 인해 혈당 변이의 폭이 큰데 이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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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병변 등의 다양한 병리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28]. 

따라서 이들의 당농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NICU 입원아의 당검사는 혈액 채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침습적 처치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구

강분비물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체액이므로 구강당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검체이다. 물론 현재 구강

당의 정상값이나 참고값에 대한 표준지침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생후 초기 구강당 변이값과 임상적 의미를 제시함

으로써 참고값과 관련 지식체의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특히 저혈당 사

정에 유용한 가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고위험신생아에게 있어 표준화된 구강간호의 개발

과 적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관련 영역에 대한 

연구로써, 다양한 지역 및 유사 집단을 대상으로 균집락에 대한 연구

를 확대하고, 곰팡이 및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영역으로 그 주제를 넓

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임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는 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고위험영아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연구결과

를 타기관의 고위험영아, 또는 신생아에게까지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제한을 갖는다. 또한, 고위험영아의 구강균 및 구강당은 현재 정상

값이나 참고값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의 탐색적 결과는 

상대적 추론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물론 체계적인 자료 수집 과정이나 

통계적 확률에 근거한 과학적 추론이지만 절대 표준값의 부재는 측정

값이나 현상에 대한 절대적 해석을 제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

후 일주일 간 19가지 구강균을 관찰했는데, 이들 중 MRSA를 제외하고

는 어느 균이 어느 정도 검출되는 것이 정상균의 수준인지 병리적 균

검출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다빈도 균인 Streptococcus와 세 가지 Staph-

ylococcus 무리는 패혈증의 주 원인균이며, 특히 MRSA는 NICU 감염

관리를 위협하는 주 병리 균이지만 한편 일부는 출생 후 환경노출로 

인해 균집락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위험신생아의 감염

위험 측면에서 이들 균의 증가 패턴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해석하였지

만, 관찰된 일부 균은 정상 상주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변수 간 관계 탐색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에

서는 반복측정 시의 시간과 해당 임상특성만을 변수에 포함한 제한된 

관계분석만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양압기와 sur-

factant 적용 유무, 수유 기간, 태변과 소변 배출 시간, 그리고 아동 및 

어머니의 다양한 기절질환은 교란변수로써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변수를 같이 

측정하고, 다변량통계분석법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유추

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NICU 입원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구강 내 균집락과 

구강당이 생후 초기 어떤 적응과정을 보이며, 다양한 임상적 상태와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

과 가장 다빈도로 관찰된 균은 Streptococcus, MRSA, Staphylococcus, 

CNS였는데 특히 광선치료와 복위 체위는 구강 균집락 위험을 증가시

키는 반면 항생제나 비경구영양공급은 균검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강당은 만삭아, 저혈당이 아닌 경우, 임신성 당뇨가 

없는 산모의 경우, 역류가 없는 경우, 경구삽관이 없고, 경구영양공급

을 받는 등의 일반적 상황에서는 혈당보다 낮거나 유사한 값으로 나타

났다.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은 호흡과 영양을 위해 외부와 상호작용하

는 기관이므로 감염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구강간호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고위험신생아의 임상 특성에 따른 구강당과 균

집락에 대한 탐색 결과는 추후 표준화된 구강간호의 개발과 적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잉여 검체인 구강분비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혈당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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