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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신생아는 무균의 양수 환경에서 지내다가 출생과 동시에 외부 공기 

환경으로 급격히 노출된다. 특히 신생아의 구강은 신체가 외부와 소통

하는 첫 관문으로 호흡, 빨기, 영양섭취 등을 통해 기체, 세균, 음식물

과 같은 다양한 노출과 자극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신생아는 출생 직

후 울음을 통해 호흡을 시작하며, 구강 내 양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양수를 흡인기로 제거하고, 구강 내 기형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생후 

3~4시간이 지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면 모유 또는 분유로 수유를 시

작한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생아의 빨기 능력이나 모유의 분

비량 증가 등으로 수유량은 점차 증가한다. 그러나 신생아는 성인에 비

해 위식도 괄약근 조절이 미숙하고 위 용량이 적어 위식도 역류가 더 

많이 발생하며[1], 위식도 역류로 인해 위 내용물이 입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출과 자극으로부터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구강 환경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2]. 

구강 내 분비물(이하, 구강분비물)은 구강 점막이나 침샘 등에서 분

비되어 모아진 점성 액체로 출생 후 빠르게 증식하는 구강미생물의 배

지가 된다. 또한 구강은 외부와 접해있어 미생물 침입이 용이하며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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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리적으로 미생물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3]. 건

강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생 직후부터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모체의 산도에 존재하는 Lactobacillis 또는 

Candida와 같은 세균들이 분만 과정에서 구강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4] 생후 1~3일에 이내에 Streptococcus oralis, Streptococcus mitis, Strep-

tococcus salivarius가 다른 종류에 비해 우세하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구강미생물은 구강 환경이 자극되거나 대상자의 면역 상

태가 약화되면 구강 내 상주균과 병원성 세균의 증식에 균형이 깨지면

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3-5]. 따라서, 적절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강미생물의 성장은 구강의 온도, 당, pH 또는 구강 구조, 섭취하는 

음식물, 대상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 특히 

구강 내 당의 농도(이하, 구강당)는 구강 또는 전신 건강의 상태를 반영

하는 지표이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혈액 검사를 대신하여 질병의 진

단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6]. 구강당에 대한 연구는 구강당

의 증가와 치아우식증 관계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7-9],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당과 타액 분비율, 구강 내 pH (이하, 구강 pH) 등 

타액의 다른 특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8,9]. 한편, 구강 

pH는 구강에 정착하는 생물막의 생리학적, 생태학적, 병원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10]. 또한 구강 pH는 타액의 분비율, 점

조도, 완충능력(buffer capacity)과 관련이 있으며, 구강 pH가 높은 경우 

타액의 분비율과 완충능력이 높고, 점조도는 낮다[11]. 따라서, 구강당

과 구강 pH는 구강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구강분비

물의 적절한 당 농도와 pH 유지는 구강상주균의 균형 있는 집락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4]. 이러한 구강 건강의 지표가 되는 구강당과 구강 

pH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소아 또는 성인이 주를 이루며[6-9], 신생

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신생아의 타액선은 생후 2~3개월까지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아 신생

아의 구강분비물은 타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체액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12]. 또한 신생아는 소아나 성인과 달리 치아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신생아의 구강점막은 상피조직의 표면(epithelial surface)으로만 이루어

져 있어 균집락이 형성되는 환경이 성인과 다르다. 그리고 신생아는 스

스로 구강 청결을 할 수 없고 생후 초기 기도 내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

이 역류되는 현상으로 인해 구강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구강 

건강은 구강 자체뿐 아니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14]. 더욱이 고위험신생아

는 처치를 위해서 기도내관이나 영양관이 구강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

으며 이는 구강 환경의 자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는 물론 급 ·만성 질환을 가진 소아나 성인의 경우에도 구강 청결을 유

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15]. 그러나 현재 신생아의 

구강 환경이나 구강 건강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임상실무에

서도 간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강당과 구강 pH는 구강미생물의 증식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3-5] 신생아의 구강 건강 사정에 중요한 임상지표이다. 따라서, 

출생 후 신생아의 구강당과 구강 pH을 측정하고 생후 초기에 어떤 변

화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신생아뿐 아니라 고위험신생아의 구강 

건강 평가 및 구강 간호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초기 구강당과 구강 pH의 변화 양

상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

첫째, 신생아의 생후 초기 구강당과 구강 pH의 변화 양상을 탐색한다. 

둘째, 신생아의 생후 초기 구강당과 구강 pH의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신생아의 생후 초기 구강당과 구강 pH의 관계를 탐색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의 생후 초기 구강당과 구강 pH의 변화 양상과 관

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향적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수도권 일개 대학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실에 입원

한 신생아 67명이었다.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신생아실에 입원한 

신생아 141명 중 구강 내 감염(예: 아구창), 구강의 선천적 기형(예: 구순

열, 구개파열) 등 구강 질환이 있는 경우와 호흡, 감염 등 건강 문제의 

발현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로 이

동한 34명을 제외하였다. 이는 병리적 구강 환경 변화는 물론 구강분

비물 채취와 관련된 일관된 구강 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다. 그리고 첫 번째 자료 수집 전에 수유를 시작한 신생아 24명과 조기 

퇴원으로 인하여 총 자료 수집 회수가 4회 이하인 경우 16명을 제외하

였다. 이는 첫 번째 자료 수집은 첫 수유를 하기 전에 수집하여 모든 대

상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4회 이하의 경우는 분석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150107-1A)을 받았으

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위험 미만인 경우로 동의서가 면제되었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가 신생

아실로 이동하여 첫 구강 수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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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약 1시간 내외였다. 이후 8시간 간격으로 하루 평균 3회 구강분

비물을 퇴원 시점까지 수집하였고 신생아의 입원 기간은 2~3일 정도이

므로 그 기간 동안 총 6~9회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67명의 대상자에

서 516건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는 대상자 당 평균 7.7회의 자료 수

집 회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임상적 특성은 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

였다.

모든 자료 수집은 수유 전에 수행하였으며 특수압축멸균면봉(Mero-

cel Spears, Beaver-Visitec International, Icn., USA)을 신생아의 입 안에 삽

입하여 수초 동안 구강분비물이 흡수되도록 하였다. 삼각형의 면봉 끝

은 액체를 흡수하면 스폰지 형태로 연화되어 특별한 불편감을 초래하

지 않는다. 오히려 구강 수유 직전에 구강을 자극하여 빨기 반사와 구

강 수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6]. 면봉에 흡수된 구강분

비물은 pH를 측정하기 하기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Chlorophenol red; 

Bromocresol purple; Bromothymol blue, ADVANTEC, Japan)에 소량 묻

힌 후 리트머스 시험지 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구

강분비물이 흡수되어 시험지의 색이 변화하면, 즉시 표준색상표에 있

는 색과 대조하여 구강 pH의 값을 해석하였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측정 

범위에 따라 pH 5.0~6.6, 5.6~7.2, 6.2~7.8의 3가지를 사용하여 pH 5.0~7.8

의 범위 내에서 0.2 단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를 위해 하나의 

채집된 면봉을 두 개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혀 두 개의 pH값이 일치

하는 경우를 취하였고 불일치할 경우 세 번째 pH 값을 측정하여 두 개

의 일치된 값을 취하였다. 이후 면봉은 검체 용기(BD Falcon Conical 

Tubes, BD Biosciences, USA)에 넣어 냉동 보관 후 검사실로 보내져 구강

당 분석을 의뢰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총 516건의 구강당 결과에서 1 Standard deviation의 자료를 극단값으

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493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 별로 생후 최대 64시간 동안 최대 9회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짐에 

따라 9번째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45명이었다. 전체 대

상자인 67명과 중도 퇴원한 22명의 재태기간(38.18 ± 1.52주와 38.55 ±

1.54주; t = 0.98, p = .325), 출생체중(3109.25 ± 466.79 gram과 3119.09 ±

358.70 gram; t= 0.01, p = .928), 5분 아프가 점수(8.87± 0.46점과 8.91± 0.53

점; t= 0.14, p = .711)에 차이가 없었다. 이에 493건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

여 자료 분석을 하였고, 구강당과 구강 pH의 변화 양상은 일원배치 분

산분석, 구강당 및 구강 pH와 임상 특성과의 관련 요인은 일반선형모

형, 구강당과 구강 pH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총 67명의 대상자 중 남아가 36명(53.7%), 제왕절개로 출생한 경우가 

42명(62.7%), 평균 재태기간은 38.18 ± 1.52주였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3109.25 ± 466.79gram, 1분과 5분 아프가 점수는 각각 8.21 ± 0.75점과 

8.87± 0.46점이었으며, 만삭아는 54명(80.6%)이었다. 산모의 나이는 평

균 34.37± 4.35세, 산모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는 22명(32.8%)이었는

데 당뇨가 8명(11.9%)으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질환이 5명(7.5%), 태반문

제가 4명(6.0%) 순이었다. 

구강당과 구강 pH의 생후 초기 변화 양상

생후 시간에 따른 구강당과 구강 pH의 측정값과 변화 양상은 Table 

1과 같다. 생후 2~3일 동안 구강당의 범위는 30.66~55.10 mg/dl였으며, 

생후 64시간 동안의 전체 평균은 40.95 ± 26.37 mg/dl였다. 구강당은 생

후 1시간에 평균 30.66 ± 22.01 mg/dl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생후 

48시간에는 55.10 ± 27.84 mg/d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생후 64시간에는 54.77± 27.96 mg/dl로 증가

하였다(F = 8.04, p < .001). 구강 pH의 범위는 5.53 ± 0.35~7.35 ± 0.36이었

고, 생후 64시간 동안 평균 값은 6.38 ± 0.83이었다. 구강 pH는 생후 1시

간에 7.35 ± 0.36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여 생후 64시간에 

5.53 ± 0.39까지 감소하였다(F =113.35, p < .001). 

구강당과 구강 pH의 관련 요인

구강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구강당

은 성별, 수유형태, 역류, 산모의 당뇨, 황달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Figure 1). 그러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경우 37주 이상 신생아에 비해 평균 구강당이 높은 경향이 있

었다(F = 4.47, p = .062). 또한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후 40시간 이후부

터 구강당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Figure 1). 산모의 당뇨가 없는 

경우에 신생아의 구강당은 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

Table 1. Variations in Glucose and pH of Oral Secretions during 64 Hours of Life  (N=493)

Variable
Hours after birth: M±SD

Total F (p)
1 8 16 24 32 40 48 56 64

Oral glucose
(mg/dL)

30.66
±22.01

30.13
±20.80

33.98
±23.71

39.36
±25.41

41.33
±23.68

43.29
±26.35

55.10
±27.84

51.68
±29.25

54.77
±27.96

40.95
±26.37

8.04
 (＜.001)

Oral pH 7.35
±0.36

7.17
±0.42

6.90
±0.55

6.48
±0.65

6.09
±0.57

5.84
±0.53

5.68
±0.47

5.53
±0.35

5.53
±0.39

6.38
±0.83

113.3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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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산모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구강당의 수치가 

오르내리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1).

구강 pH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수유형태, 재태기

간, 역류, 산모의 당뇨, 황달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성별, 수유형태에 

따라서, 구강 pH의 차이는 없었다(Table 3). 그러나 재태기간 37주 미만

의 경우, 역류가 있는 경우, 산모가 당뇨인 경우, 황달이 있는 경우는 반

대의 경우에 비해 지속적으로 신생아의 구강 pH는 더 낮았으며(재태

기간: F =15.42, p = .002; 역류: F =14.62, p = .002; 산모의 당뇨: F =18.85, 

p = .002; 황달: F =32.23, p = .002), 각 요인들과 생후 시간 사이의 교호작

용은 없었다(Table 3, Figure 2).

구강당과 구강 pH의 관계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34, p < .001). 성별, 

수유형태, 재태기간, 역류, 산모의 당뇨, 황달에 따라 구강당과 구강 pH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황달이 있을 경우에만 구강당과 구강 pH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여아: r= -.25, p < .001; 

남아: r= -.42, p < .001), 수유형태(분유: r= -.31, p < .001; 분유와 모유: r= -

.25, p < .001), 재태기간(37주 이상: r = -.36, p < .001; 37주 미만: r = -.25, 

Table 2. Variations in Oral Glucose by Clinical Features (N=493)

Variables Categories n
Hours after birth: M±SD

Total
1 8 16 24 32 40 48 56 64

Gender Female 223 35.39
±26.11

34.25
±23.30

37.03
±26.94

40.82
±27.91

34.33
±22.56

38.84
±27.90

51.10
±31.51

60.83
±33.58

57.33
±29.82

41.42
±28.30

Male 270 26.35
±16.73

26.74
±18.14

31.12
±20.24

38.03
±23.31

47.06
±23.36

47.41
±24.63

58.00
±25.03

45.35
±24.56

53.17
±27.26

40.56
±24.72

F (p) Gender: 0.36 (.564); Time: 4.32 (.027); Interaction: 1.85 (.066) 0.13 (.718)

Milk type* AMF 194 - 36.06
±21.42

34.95
±26.23

33.56
±20.74

41.88
±27.03

45.25
±25.69

56.05
±28.76

55.44
±23.73

50.32
±25.43

42.85
±26.03

BMF or 
AMF+BMF

209 - 27.78
±18.42

32.23
±18.70

44.77
±28.47

42.06
±21.37

42.56
±27.30

53.03
±27.03

47.12
±31.82

58.67
±32.37

42.97
±26.84

F (p) Milk type: 0.07 (.800); Time: 6.01 (.015); Interaction: 0.92 (.490) 0.00 (.963)

Prematurity No 390 29.98
±23.25

29.29
±20.00

33.43
±22.48

38.15
±25.08

42.17
±22.66

42.51
±25.76

55.68
±27.18

49.29
±29.66

53.81
±24.22

40.27
±25.74

Yes 103 33.67
±15.86

33.31
±24.18

36.08
±28.80

44.64
±27.38

38.31
±27.87

45.62
±29.01

52.80
±31.82

59.80
±27.71

58.50
±41.34

43.51
±28.63

F (p) Prematurity: 4.47 (.062); Time: 19.46 (＜.001); Interaction: 0.26 (.977) 1.24 (.267)

Regurgitation Absent 350 - 31.02
±21.70

35.78
±25.16

39.39
±25.53

42.40
±24.65

42.43
±26.36

54.60
±26.88

49.42
±28.62

50.91
±26.77

42.33
±26.42

Present  78 - 23.14
±9.72

27.23
±16.18

39.23
±26.00

38.13
±21.00

46.90
±27.38

58.14
±35.48

66.00
±31.80

72.43
±28.34

43.29
±27.84

F (p) Regurgitation: 0.74 (.416); Times: 5.31 (.021); Interaction: 1.23 (.283) 0.08 (.773)

Maternal DM Absent 429 31.47
±23.06

29.13
±21.47

33.72
±24.86

38.44
±25.03

41.27
±23.40

43.96
±27.65

54.40
±28.48

54.68
±30.97

57.70
±27.85

41.14
±27.15

Present  64 24.88
±11.41

38.00
±12.83

35.75
±14.61

46.14
±29.22

41.75
±27.20

38.17
±12.84

59.43
±25.02

35.86
±5.49

38.67
±24.67

39.63
±20.54

F (p) Maternal DM: 0.72 (.419); Time: 2.87 (.079); Interaction: 1.03 (.416) 0.18 (.668)

Jaundice Absent 292 - - - 39.14
±25.71

41.67
±24.01

42.50
±26.42

55.56
±28.33

52.69
±29.26

54.19
±28.53

46.77
±27.44

Present  12 - - - 45.50
±19.09

31.50
±6.36

63.00
±19.80

44.00
±1.41

30.50
±27.58

65.50
±12.02

46.67
±18.94

F (p) Jaundice: 0.02 (.890); Time: 1.11 (.455); Interaction: 0.71 (.619) 0.00 (.989)

AMF=Artificial milk feeding; BMF=Breast milk feeding; DM=Diabetes mellitus; *Except NPO and sips of water; Breast milk feeding alone was very 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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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0), 역류(없음: r= -.29, p < .001; 있음: r= -.34, p = .002), 산모의 당뇨

(없음: r= -.35, p < .001; 있음: r= -.31, p = .012), 황달(없음: r= -.21, p < .001)

에 따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 67명을 대상으로 생후 2~3일동안 8시간 간격으로 

구강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인 구강당과 구강 pH의 변화 양상 및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신생아의 생후 초기 구강당 범위와 변화 양상

을 파악하였다. 구강당은 생후 2~3일 동안 30.66~55.10 mg/dl였고 구강

당의 전체 평균은 40.95 ± 26.37 mg/dl로 생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한 성인의 구강당 수치는 5.97± 1.87 mg/dl [6], 

Table 3. Variations in Oral pH by Clinical Features   (N=493)

Variables Categories n
Hours after birth: M±SD

Total
1 8 16 24 32 40 48 56 64

Gender Female 223 7.34
±0.32

7.07
±0.42

6.91
±0.59

6.56
±0.66

6.22
±0.59

5.94
±0.64

5.81
±0.53

5.49
±0.41

5.57
±0.47

6.45
±0.82

Male 270 7.35
±0.39

7.24
±0.41

6.89
±0.53

6.39
±0.64

5.99
±0.54

5.75
±0.37

5.59
±0.41

5.56
±0.32

5.50
±0.33

6.32
±0.84

F (p) Gender: 2.14 (.180); Time: 96.91 (＜.001); Interaction: 1.14 (.333) 2.75 (.098)

Milk type* AMF 194 - 6.98
±0.46

6.95
±0.59

6.34
±0.67

5.91
±0.57

5.88
±0.55

5.65
±0.52

5.48
±0.39

5.56
±0.43

6.17
±0.78

BMF or
AMF+BMF

209 - 7.21
±0.45

6.81
±0.48

6.59
±0.63

6.19
±0.52

5.78
±0.48

5.68
±0.43

5.54
±0.30

5.44
±0.33

6.19
±0.75

F (p) Milk type: 0.95 (.361); Time: 45.73 (＜.001); Interaction: 1.47 (.175) 0.06 (.812)

Prematurity No 390 7.37
±0.38

7.18
±0.44

6.93
±0.58

6.50
±0.69

6.09
±0.61

5.86
±0.52

5.70
±0.50

5.56
±0.39

5.54
±0.40

6.40
±0.85

Yes 103 7.27
±0.27

7.09
±0.34

6.80
±0.45

6.36
±0.45

6.12
±0.42

5.80
±0.55

5.64
±0.37

5.44
±0.16

5.48
±0.35

6.29
±0.76

F (p) Prematurity: 15.42 (.002); Time: 641.67 (＜.001); Interaction: 0.11 (.999) 1.61 (.204)

Regurgitation Absent 350 - 7.18
±0.43

6.95
±0.47

6.48
±0.64

6.14
±0.54

5.86
±0.51

5.70
±0.49

5.55
±0.37

5.54
±0.42

6.25
±0.78

Present  78 - 7.09
±0.38

6.71
±0.78

6.45
±0.71

5.96
±0.66

5.78
±0.63

5.60
±0.33

5.40
±0.18

5.46
±0.22

6.12
±0.78

F (p) Regurgitation: 14.62 (.002); Times: 253.86 (＜.001); Interaction: 0.16 (.992) 1.81 (.179)

Maternal DM Absent 429 7.36
±0.35

7.21
±0.36

6.94
±0.55

6.53
±0.64

6.12
±0.59

5.83
±0.54

5.73
±0.47

5.56
±0.36

5.58
±0.40

6.42
±0.83

Present  64 7.25
±0.41

6.80
±0.68

6.65
±0.58

6.06
±0.61

5.90
±0.34

5.93
±0.47

5.40
±0.37

5.40
±0.31

5.27
±0.21

6.11
±0.80

F (p) Maternal DM: 18.85 (.002); Time: 70.26 (＜.001); Interaction: 0.73 (.666) 7.63 (.006)

Jaundice Absent 292 - - - 6.49
±0.65

6.11
±0.56

5.86
±0.53

5.69
±0.48

5.54
±0.36

5.54
±0.39

5.92
±0.62

Present  12 - - - 6.10
±0.99

5.70
±0.71

5.40
±0.28

5.50
±0.42

5.40
±0.00

5.30
±0.42

5.57
±0.50

F (p) Jaundice: 32.23 (.002); Time: 25.11 (.001); Interaction: 0.12 (.987) 3.75 (.054)

AMF=Artificial milk feeding; BMF=Breast milk feeding; DM=Diabetes mellitus; *Except NPO and sips of water; Breast milk feeding alone was very 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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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6.02 mg/dl [17], 7.41± 3.44 mg/dl [18]로 대부분 5~7 mg/dl 정도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후 2~3일 동안 신생아의 구강당은 약 31~55 

mg/dl로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타액

의 성분에서 당 수치를 확인한 결과이고, 본 연구에서 신생아의 경우에

는 구강분비물 내 당의 수치를 분석하였으므로 성인의 타액 내 당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2~3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있

으며, 성인에 비해 역류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1] 수유 또는 역류로 인

한 구강 내 잔여물이 구강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로 인하여 성인에 비해 구강당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구강당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출생 

첫 날 구강당 평균 수치가29.2 ± 23.0 mg/dl, 생후 3일째에는 평균 67.1±

42.0 mg/dl로 생후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19]. 본 연구와 비교하면 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강당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유사한 점이다. 

그러나 고위험신생아의 생후 첫날 구강당 수치는 본 연구와 비슷한 수

준을 보이다가 생후 3일째 고위험신생아의 구강당 수치가 본 연구 결

과에서보다 약간 더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위험신생아 대상 연

구에서 가장 높은 구강당값을 보인 생후 3일째 Staphylococcus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상승된 구강당은 Staphylococcus 집락을 증가시킨다

고 하여[19] 구강당과 균집락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이는 고위험신

생아의 경우에는 구강에 삽입된 영양관 또는 기도내관, 장관영양의 시

행, 건강 문제 등이 구강 환경에 영향을 주어 일반 신생아와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생아의 생후 초기 구강 pH 범위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구강 pH는 생후 2~3일 간 5.53~7.35였고, 전체 평균값은 6.38 ± 0.83로 생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성인의 타액 pH는 6.8~7.3으로 대

부분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3,4].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신생

아의 구강 pH는 약 5.5~7.3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영 ·유아 또는 성인

의 타액 pH 범위에 비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고, 평균 구강 

pH도 6.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11]. 신생아의 구강 pH를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구강 pH의 평균값은 생후 1일에 6.3 ± 0.5, 5일

에 6.0 ± 0.3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강 pH의 평균 수치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0]. 마찬가지로 고위험신생아의 표피 pH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생후 첫 날에는 손등과 제대 부위에 pH가 6.2, 6.7

로 시작하여 생후 7일째에는 5.5, 5.7로 감소하였다[21]. 이로 보아 생후 

첫 날에는 양수의 영향으로 구강 pH 값이 중성 상태를 보이다가 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기, 수유, 역류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구강 환경

이 변화하여 구강 pH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아나 

성인의 경우에는 구강 pH가 약산성보다는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을 구강 간호의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22]. 이를 근거로 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하여 신생아의 구강 pH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

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신생아의 적

정 구강 pH를 탐색하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구강당과 구강 pH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구강당과 구강 pH는 재태기간, 역류, 산모의 당뇨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에 37주 이상의 만삭

아에 비해서 구강당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고위험신생

아를 대상으로 구강당과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

와 반대로 37주 이상의 만삭아인 경우에 37주 미만의 미숙아에 비해 

구강당 수치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19].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만삭아

와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재태기간 35주 이상의 

후기 미숙아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고위험신생아 대상 연구는 본 연구

와는 달리 건강 문제를 가진 만삭아 또는 전기/중기/후기 미숙아도 대

상자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수유량, 경구 삽관의 유무, 전신의 건강 

상태 등에 의해 구강 환경에도 차이가 있어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재태기간에 따른 구강당의 변화를 파

악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임상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탐색할 여지

가 있다. 

한편, 구강 pH는 생후 2~3일동안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가 만

삭아에 비해 조금씩 낮았다. 유사한 연구에서 미숙아의 구강 pH는 생

후 1일째 6.4 ± 0.6, 5일째에는 6.0 ± 0.2였고, 만삭아의 구강 pH는 생후 1

일째 6.3 ± 0.4, 5일째에는 6.1 ± 0.3로 만삭아에 비해 미숙아의 구강 pH 

감소폭이 더 컸다[20].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점으로 미숙아의 

구강 pH는 만삭아에 비해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만삭아에 비해 미숙아의 구강 pH가 낮은 것은 역류의 정도, 경구 삽관

의 유무, 체액 소실 정도, 감염의 유무, 기타 건강 문제의 유무 등에 의

해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유사한 연구를 통

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생아의 적절한 구강 pH의 범위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구강 pH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당 및 구강 pH와 관련이 있는 현상 중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

후 40시간 이후에 구강당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는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류가 있는 경우에 구강

당 수치가 더 높은 결과와 유사한 점이다[19]. 신생아는 생후 첫 날 빨

기 능력의 미숙과 모유량 부족으로 충분한 양의 수유를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기 능력이나 모유량이 증가하여 

수유량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수유량의 증가와 위식도 괄약근 조절 

능력의 미숙으로 위식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때 구강 내에 위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구강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역류가 있는 경우에 구강당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구강 pH는 역류가 있는 경우에 더 낮았다. 신생아의 경우 2~3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고 있으며, 위식도 괄약근 조절의 미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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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성인에 비해 위식도 역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1]. 이로 인해 구

강보다 낮은 pH의 위 내용물이[20] 구강 내 환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위식도 역류증은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

으로 치아가 있는 소아나 성인의 경우에 역류가 많이 일어날수록 구강 

pH 저하가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여[23] 구강 내 치아부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24].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구강 pH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역류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구강 pH가 낮은 결과

를 보아 역류로 인해 구강 내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신생아의 경우에는 치아가 없고 성인에 비해 평균 위 pH가 높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강 pH에 비해 낮은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구강

에 잔류하면서 구강 환경이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모의 당뇨가 없는 경우에 구강당은 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

정하게 증가하는 반면 산모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구강당 수치가 오

르내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구강당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당뇨병 환자인 경우

에는 10.46 ± 6.56 mg/dl였고, 건강한 성인은 7.41 ± 3.46 mg/dl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구강당 수치가 높았다[18]. 반면, 고위험신생아를 대상

으로 구강당과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산모가 당뇨인 경우에 

고위험신생아의 구강당 평균값은 46.1 ± 38.6 mg/dl, 산모의 당뇨가 없

는 경우에는 55.2 ± 39.3 mg/dl로 산모가 당뇨인 경우에 고위험신생아의 

구강당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19].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산모가 당뇨

인 경우에 신생아의 구강당 평균값은 39.63 ± 20.54 mg/dl, 산모의 당뇨

가 없는 경우에는 41.14 ± 27.15 mg/dl로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산모가 당뇨인 경우에 신생아의 구강당은 더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모가 당뇨인 경우 신생아의 혈당뿐만 아니라 

체액의 일부인 신생아의 구강분비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산모가 당뇨인 경우를 본태성 

당뇨와 임신성 당뇨를 모두 합쳐서 분석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

를 구분하여 산모의 당뇨와 신생아의 구강당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산모가 당뇨인 경우에 신생아의 구강 pH는 더 낮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지표를 조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는 6.11 ± 0.21, 건강한 성인의 구강 pH는 6.69 ± 0.45로 당뇨

병 환자의 구강 pH가 건강한 성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18]. 마찬가지로 제1형 당뇨병 아동과 건강한 아동에게 타액의 생화

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당뇨병 아동의 구강 pH는 6.89 ± 0.58, 건강한 

아동은 7.08 ± 0.30으로 당뇨병 아동이 건강한 아동에 비해 구강 pH가 

낮았다[8]. 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당뇨병을 가진 경우 대체로 

구강당은 높고 구강 pH는 낮은 경향을 보이며[8,18], 혈당은 구강당과 

구강 pH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신 중 산

모가 당뇨인 경우에 신생아는 인슐린의 분비 증가로 인하여 출생 직후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산모가 당뇨인 경우에 신

생아의 총 구강당 값은 낮았고 오르내리는 현상을 반복하였으며, 구강 

pH는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으나 신생아의 경우에도 혈당은 구강당이나 구강 pH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산모가 당뇨인 경우에 신생아의 구강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황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수유형태, 재태기간, 역류, 산모의 

당뇨의 유무에 상관없이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

되었다. 영 ·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연령대별 타액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를 조사한 연구에서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26].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26].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구강당 수치와 낮은 pH는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균의 증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7-9], 당 

함량이 높은 음식물의 섭취는 구강 pH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27]. 또

한 구강 건조와 같이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타액의 점도는 

증가하고 당이 구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타액의 pH는 

산성화가 된다[28]. 이로 인해 구강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에 변화가 일

어날 수 있으며, 특히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을 일으키는 

Streptococcus mutans와 Lactobacillus와 같은 특정 세균의 증식을 촉진

하게 된다[3]. 

물론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직 치아가 나오지 않아 미생물의 성장 조

건이 영 ·유아 또는 성인과 다르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구강당이 증가

할수록 구강 pH는 낮아지며 이는 구강 환경과 구강미생물 성장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정한 구강당과 구강 pH를 유

지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의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신생아 또는 고위험신생아의 구강 건강에 관한 연구 

시행 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생아의 구강간호중재 개

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 시점에 따른 대상

자의 수에 차이가 있고, 일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모든 신

생아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기관은 대학병원

으로 신생아실의 입원율이 적어 조사 대상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

다. 또한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생후 40시간 이후에 퇴원할 가능성이 

높아 자료 수집 시점마다 일정한 대상자 수의 확보가 어려웠다. 둘째, 

구강당과 혈당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신생아의 구강분비물

은 타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체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신생아의 혈당과 구강당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구강당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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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의 체액 상태를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493건의 구강당 중에서 혈당이 함께 조사된 45건을 이용하여 혈당

과 구강당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암시됨에 따라

(r= .18, p = .226) 구강당과 혈당의 관계는 계속 탐색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 고위험신생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

자에게 다양한 임상적 특성이 구강당과 구강 pH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NICU에서 발생하는 인공호흡기 관

련 폐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방 프로토콜에 구강 간호를 

포함하여 시행된 연구가 있었다[29]. NICU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경우 생후 초기 인공호흡기, 영양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원활한 호흡을 위해 기도내관, 영양관 등은 모두 구강을 통해 삽입된

다. 즉 고위험신생아의 구강은 많은 침습적 처치와 빈번한 자극이 발생

함과 동시에 신체 내 ·외부 소통과 관련하여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간호

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위험신생아의 구강 환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구강 건강을 유지하거나 위협하는 요

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반 신생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어떠한 요인과 관련

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초기 구강당과 구강 pH의 

변화 양상과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후 2~3일 동안 신생아의 구강당 평균값은 

40.95 ± 26.37 mg/dl였고 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둘째, 구강 

pH의 평균은 6.38 ± 0.83이었고 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강 pH는 감

소하였다. 셋째, 구강당과 구강 pH는 재태기간, 역류, 산모의 당뇨와 관

련이 있었다. 넷째, 구강당과 구강 pH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구강당과 구강 pH는 구강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강 

건강 지표로 본 연구 결과는 신생아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 기

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한 신생아뿐만 

아니라 구강 환경에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위험신생아를 대상으로 

구강당 또는 구강 pH와 같이 구강 건강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의 변화 

양상이나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방법의 개발 및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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