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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nsory stimulation and oral motor exercise program 
on oral feeding and development in premature infants. Methods Eight of the experimental group had sensory stimulation 
and oral motor exercise and 7 control subjects who performed oral motor exercise alone. There are 15 people in total.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order in which they visited, through a random number table 
using a computer program. The mediation period was 5 days for 4 weeks, 20 minut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15 
minutes for the control group. Results In the comparison of pre - and post - intervention effects between the two groups, 
amount of oral feeding, Weight, Neonatal Oral Motor Assessment Scale (NOMAS) jaw, and tongue grade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both groups. Comparisons of pre - and post - intervention changes between the two group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amount of oral feed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with 
sensory stimulation and oral motor exercise and the control group with oral motor exercise program showed positive 
effects on oral feeding and development. The effects of oral motor exercise program and sensory stimulation intervention 
wer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oral feeding than oral motor exercis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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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숙아란 재태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로 정의하며, 

재태기간과 관계없이 자궁 내에서 발달지연으로 인한 출생 체
중이 2500g 미만이면 저체중 출생아로 말한다.1) 미숙아와 저
체중 출생아들은 대부분 신생아중환자실에 출생과 동시에 입
원하게 되어 집중관리와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신생아중환자
실에서 작업치료사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하게 된다. 

신체 능동 움직임 유도를 통한 자세조절(positioning), 다양
한 감각정보 입력과 처리 과정의 평가 및 중재, 환경 조절, 보
호자 상담 및 교육, 먹기(feeding) 능력 증진과 같은 중재를 
제공한다.2) 그 중에서도 먹기 능력 증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먹기 능력 저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의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
아에게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로, 체중 증가와 신체 발달을 위
한 필수조건으로 집중적인 치료 중재가 필요하다.4) 신생아중
환자실에서 먹기 능력 증진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복잡하고 상호작용적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5) 미숙아는 중추
신경계, 소화기계 및 호흡계, 구강안면 근육의 미숙으로 구강
수유 시작이 지연된다. 구강수유 지연은 성장 지연으로 이어
져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원인이 된다.6) 대부분 영양 섭취를 
경관수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강기와 인두기의 감각
자극 및 근육 활동 저하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신생아중환자
실에서 먹기 능력을 위한 기술 증진과, 완전한 구강수유로 이
행이 핵심적인 치료 과정이 된다.7)

이전 연구에서 먹기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재 방법으
로 구강운동 프로그램, 비영양적 빨기(Non-Nutritive 

Sucking: NNS), 구강안면 감각자극, 강도 높은 빨기 유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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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있다.8) Pinelli과 Symington(2005)는 비영양적 빨기
의 구강운동은 입원 기간의 감소와 완전 구강수유로 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9)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강운동을 적
용하여 수유량과 영양섭취량의 증가를 보고하였다.10) Fucile 

등(2002)은 미숙아에게 체계화된 구강운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경관수유에서 젖병수유로 이행과 섭취량에서 유의한 변
화를 보고하였다.11) 미숙아의 정상적인 빨기, 먹기, 삼킴의 체
계적인 과정에서는 운동 기능의 안정성뿐 만 아니라 감각자극
에 대한 반응의 통합이 필수적인 요소이다.12) 미숙아는 자궁 
밖에 있으므로 제공 받지 못하는 감각자극을 신생아중환자실
에서 중재를 통해 제공해야만 하며, 체계화된 감각자극의 중
재는 미숙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13)

미숙아에 구강안면 감각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 자세 조절, 

먹기 능력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구강수유 전의 감각자극 중재는 감각 자극을 받지 않은 미숙
아 보다 구강수유량, 체중 증가, 입원일 수의 감소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14) 구역반사와 삼킴반사는 촉진하고 깨물기반
사는 억제, 구강안면의 민감한 감각을 둔감화, 진동자극과 같
은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구강안면 감각자극으로 적용으로 미
숙아의 완전 구강수유와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15, 
16) 이렇게 체계적인 구강운동과 구강안면 감각자극의 중재는 
미숙아의 구강수유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두 
가지 중재법을 병행하여 적용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구강운동과 구강안면 감각자극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세분화
시겨 분리 적용한 연구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미숙아에 구강운동 프로그램 적용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구
강안면에 체계적인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 두 가지 
중재법을 병행했을 때 구강수유 및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두 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two group pre-

test-posttest design)를 사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
였다.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 k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기간 32주 미만, 출생
체중이 2.5kg 미만, 경관수유와 구강 젖병수유를 병행하고 있
는 미숙아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완전 경관수유 및 완전 구
강수유를 하는 미숙아, 뇌손상, 선천적 기형, 염색체 이상을 포

함한 복합기형을 가진 미숙아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구강
안면 감각자극과 구강운동을 병행한 실험군은 8명, 구강운동만
을 실시한 대조군은 7명, 총 15명으로 내원한 순서에 따라 컴
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난수표를 통해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
정하였다. 중재기간은 4주 동안 주 5일, 실험군은 1일 구강운
동 15분과 추가적으로 구강안면 감각자극 5분, 대조군은 구강
운동만을 15분 동안 진행되었다. 평가도구는 1일 구강수유량
과 미숙아의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체중과 Neonatal Oral 

Motor Assessment Scale을 중재 전후 평가 측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Neonatal Oral Motor Assessment Scale(NOMAS)

신생아 출생 후 약 8주 정도에서 모유 및 젖병 수유의 먹기 
평가도구로 먹기를 수행하는 과정의 처음 약 2분 동안 나타나
는 영양적 빨기(NutritiveSucking: NS)나 비영양적 빨기 
(Non-NutritiveSucking: NNS)의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 평
가 방법이다.17) 수유 시작 2~3분 동안이 가장 구강반사가 강
하게 나타나고 빨기 패턴이 안정적이다. 턱과 혀 움직임을 평
가하며, 세가지 범주인 정상(normal), 부조화(disorganized), 

기능장애(dysfunction)로 나누어진다.18) 턱 기능의 정상
(normal)의 구체적인 내용은 턱의 일관적인 힘, 규칙적인 움
직임, 젖병이나 노리개 젖꼭지로 촉각자극 시 자발적 턱 벌림, 

초당 한번씩의 리듬믹컬한 빨기, 한번 빨기에서 충분한 분유
와 모유의 양이 포함된다. 부조화(disorganized)는 턱의 비일
관적인 힘, 불규칙적인 턱의 움직임, 잘 물지 못하거나 작은 
떨림을 동반하여 감각자극을 주어진 경우에 턱 움직임 시작, 

미숙한 빨기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기능장애
(dysfunction)는 수유의 시작인 물기가 방해되는 과도한 턱
의 움직임, 턱을 꽉 물거나 적게 벌림, 비대칭적인 움직임이거
나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혀의 기능에서 정상(normal)의 구체적인 내용은 빨기를 
위해 혀의 가운데 오목한 형태를 만듦, 전후 방향과 위아래 방
향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가능, 규칙적인 움직임, 초당 1번 속
도에서 혀의 움직임과 인두기 삼킴과정으로 정상적인 이동이 
포함된다. 부조화(disorganized)는 빨기 과정이 가능하나 혀
를 입 밖으로 과도한 내밈, 불규칙적인 움직임, 빨기를 2분 이
상 유지할 수 없음, 빨기-삼킴-숨쉬기의 조화롭지 못함이 포함
된다. 기능장애(dysfunction)는 혀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
지 못함, 혀가 뒤에 놓여져 있음, 비대칭적이고 측면으로 치우
쳐 있음, 빨기 전후에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음, 움직임이 없
는 경우가 포함된다.19)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정상(normal)범주는 1단계, 부조화(disorganized)는 2단계, 

기능장애(dysfunction)는 3단계로 서열척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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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icit a suck Figure 2. pacifier

4. 중재 방법

(1) 구강안면 감각자극 중재

감각자극 중재는 선행연구들에서 미숙아의 구강수유 및 발달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체계화시켜 적
용하였다. 첫 번째, 반사 촉진과 감소이다(2분). 구역반사와 
삼킴반사를 촉진하기 위해 혀 아래쪽, 목젖. 앞뒤천장활 부위
를 차가운 후두경으로 자극하고, 깨물기반사 감소를 위해 턱
관절의 압력과 씹기 근육에 가벼운 진동 자극을 준다. 두 번
째, 구강 감각의 민감도 정상화이다(2분). 정상적인 입 안, 밖
의 감각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게 함으로서 자가탐색 기능을 
증진시킨다.15) 감각자극은 천천히 시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였고 치료사의 손가락, 부드러운 면 수건, 거즈를 이용
하였다. 신체에서 머리, 얼굴, 귀, 볼, 입 주위, 입 안 등의 순
서로 진행되었다. 셋 째, 진동자극이다(1분). 치료사의 손이나 
작은 휴대용 진동기로 볼이나 구강 주변, 입술에 자극을 통해 
입 안의 혀와 구강에 진동 감각이 전달되어 민감도 감소의 효
과와 구강운동 증진을 위해 시행되었다.16) 구강안면 감각자극 
중재는 구강운동 프로그램 중재와 병행 했을 때의 효과를 보
기 위해 실험군에서만 추가적으로 체계화된 세 가지의 감각자
극 중재를 약 5분 동안 시행되었다. 

(2) 구강 운동 프로그램 중재

Fucil 등(2002)은 재태기간 26~29주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운동 프로그램을 보고하였다.11) 프로그램은 볼, 입술, 잇
몸, 혀 움직임과 자극, 실직적인 빨기 능력 증진을 유도한다. 

연구를 통해 젖병 수유 시작, 수유량, 빨기 능력, 입원 기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① 볼(cheek)- 코 끝 아래쪽에 검지손각락을 위치시키고 C자 
모양을 그리면서 입술 모서리쪽으로 향하면서 움직인다. 

양 볼 모두 시행한다(2분).

② 윗입술(upper lip)- 검지손가락을 윗입술 끝에 위치시키고 
압박을 주어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며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도 시행한다(1분).

③ 아랫입술(lower lip)- 검지손가락을 아랫입술 끝에 위치시
키고 압박을 주어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며 반대쪽으로 움
직인다. 반대 방향으로도 시행한다(1분).

④ 위, 아래 입술 회전(upper and lower lip rotation)- 검
지손가락을 윗입술 중앙에 위치한 후에 아래방향으로 스트
레칭하며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올린다(1분).

⑤ 윗잇몸(upper gum)- 윗잇몸의 중앙에 손가락을 놓고 압
박을 유지하며 뒤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중앙으로 가져온다. 

반대쪽도 시행한다(1분).

⑥ 아래잇몸(lower gum)- 아래잇몸의 중앙에 손가락을 놓고 
압박을 유지하며 뒤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중앙으로 가져온
다. 반대쪽도 시행한다(1분).

⑦ 안쪽 볼(internal cheek)- 볼 안쪽 입술 모서리 쪽에 손가
락을 위치시키고 누르면서 어금니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앞
쪽으로 움직인다. 반대쪽도 시행한다(1분).

⑧ 혀의 측면(lateral boards of the tongue)- 손가락을 아
랫잇몸과 혀 사이 어금니에 위치하고 혀를 반대쪽 방향으
로 밀어낸다. 반대쪽도 시행한다(1분).

⑨ 혀의 중간(middle of the tongue)- 검지손가락을 입안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경구개를 3초간 누른 후 아래쪽 혀의 중
앙으로 이동시켜 혀를 아래방향으로 압박하며 누른다(1분).

⑩ 빨기 유도(elicit a suck)- 새끼손가락을 입천장의 중심에 
두고 부드럽게 빨기를 유도한다(2분)(Figure 1).

⑪ 노리개를 이용한 빨기(pacifier)- 노리개를 입안에 물려준
다(3분)(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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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8) Control group (n=7) z/X² p

Gertational age (weeks)(mean±SD) 28.58±1.68 29.26±1.35 -.870 .384

Weight(grams)(mean±SD) 1404.69±64.23 1474.26±69.03 -1.874 .061

Gender(male/female) 5/10 8/7 .579 .447

Apgar scale1min (mean±SD) 4.50±0.53 4.86±0.90 -.760 .448

Apgar scale 5min(mean±SD) 6.00±0.75 6.14±0.69 -.382 .702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Between 

groups
P-values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Amount of oral 

feeding(cc)
184.13(21.76) 282.00(42.20) <.012

* 194.00(17.55) 247.71(31.07) .018
* .146

Weight(gram) 1404.68(64.23) 1938.43(176.80) <.012
* 1474.25(69.03)

1916.95(185.9

6)
.018

* .643

NOMAS jaw(grade) 2.13 (0.64) 1.25(0.46) <.008
** 2.29(0.48) 1.57(0.53) .014

* .221

NOMAS 

tongue(grade)
2.00(0.53) 1.13(0.35) <.008

** 2.29(0.48) 1.43(0.53) .025
* .200

Th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OMAS: Neonatal Oral Motor Assessment Scale
*p＜0.05, **p＜0.01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5.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8.0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동질
성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맨휘트니 검정(Mann 

Whitny test)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 중재 전·후의 구강수
유량 및 발달을 비교하기 위해 맨휘트니 검정(Mann Whitny 

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두 집단 내의 중재 전·후의 구강수
유량 및 발달의 변화는 월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a=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실험
군이 8명, 대조군이 7명으로 출생 시 재태 연령, 성별, 체중, 

출생 시 신체 건강 상태의 척도인 Apgar scale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두 집단 내의 중재 전후 구강수유량과 발달의 효과 비교

본 연구에서 두 집단 내의 중재 전후 구강수유량과 발달의 효
과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2).

중재 전후의 구강수유량에서는 실험군이 184.13±21.76cc에서 
282.00±42.20cc, 대조군은 194.00±17.55cc에서 247.71±31.07cc 

두 집단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중재 전후의 체중에서는 실
험군이 1404.68±64.23g 에서 1938.43±176.80g, 대조군이 
1474.25±69.03g에서1916.95±185.96g로 두 집단 모두 유의
한 변화를 보였다. 중재 전후의 NOMAS 턱 기능 등급에서는 
실험군이 2.13 ±0.64에서 1.25±0.46로, 대조군이 2.29±0.48

에서 1.57±0.53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중재 전후의 NOMAS 혀 기능 등급에서는 실험군이 
2.00±0.53에서, 1.13±0.35로, 대조군이2.29±0.48에서 
1.43±0.53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두 집단 간 중재 후의 구강수유량, 체중, NOMAS 턱
과 혀 기능 등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두 집단 간의 중재 전후 구강수유량과 발달에서 변화량 비교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중재 전후 구강수유량과 발달에서 
변화량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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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after treatment i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value

Amount of oral feeding(cc) 97.88(31.92) 53.71(20.64) .028†
Weight(gram) 533.75(164.84)  442.70(183.50) .203

NOMAS jaw(grade) -0.88(0.35) -0.71(0.48) .453

NOMAS tongue(grade) -0.89(0.36)  -0.86(0.37) .922

Th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OMAS: Neonatal Oral Motor Assessment Scale
†p＜0.05 by Mann Whitny test.

구강수유량의 중재 전후 변화량은 실험군에서 97.88±31.92, 

대조군에서 53.71±20.64으로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
다. 하지만 체중과 NOMAS 턱과 혀의 기능 등급에서는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미숙아에 구강안면의 감각자
극과 구강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했을 때 구강수유로 이행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최근 미숙아 출생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생존율도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20) 그러
므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역할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집중관리
와 빠른 조기 치료는 미숙아의 정상 발달과정에 기여함으로 
빠른 조기 퇴원이 목표가 된다. 많은 조기 치료 중재 중에서
도 구강수유를 위한 중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로 미숙아의 구강 수유는 건강한 발달과정으로 이어져 퇴
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21) 이에 본 연구의 중요성과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감각자극과 구강운동을 병행한 실험군과 구
강운동 프로그램만을 수행한 대조군 모두에서 구강수유량 및 
발달을 위한 평가로서 체중 증가와 턱과 혀 기능을 평가하는 
NOMAS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미숙아
에 구강운동 프로그램이나 감각자극의 중재를 통해 경관수유
에서 완전 구강수유로 전환, 체중 증가, 입원 기간 감소, 발달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8-16)

그리고 두 집단 간의 결과 비교에서 구강수유량의 평가에
서만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구강운동
만을 적용했을 때 보다 구강안면 감각자극 중재를 병행했을 
때 구강수유량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
다. Lau 등(1997)은 구강수유로 이행이 빨라지면서 미숙아 
경관수유를 할 때 보다 영양섭취량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유량의 증가 때문이다.22) 인간은 구강으로 먹기
를 통해 삼킴 과정의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학습이 이루
어지게 된다. 미숙아들도 경관수유 보다는 구강수유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삼킴 과정의 학습으로 입술, 혀, 볼, 인두기 기
관 등의 기능 증진이 이루어져 수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23) 또한 미숙아에 구강안면 감각자극 중재를 통해 삼킴
반사 증진과 민감한 감각의 저하로 인해 젖병 수유의 거부감
이 감소하면서 구강수유의 이행이 빨라진 연구도 보고되었
다.24) 구강운동과 구강안면 감각자극이 병행했을 때 구강수유
량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Arvedson 등(2010)은 구강수유는 호흡, 빨기, 삼
킴과 같은 연속적이고 복잡한 기술으로 운동 및 감각자극에 
대한 통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운동 및 감
각자극에 대한 통합은 바로 뇌간(brainstem)의 중추패턴발생
기(central pattern generators)의 활성화를 발생시킨다고 보
고하였다. 중추패턴발생기는 인간의 먹기와 관련하여 삼킴반
사와 조화로운 움직임을 생성하는 중추 역할을 한다.24) 본 연
구에서 구강안면 감각자극과 구강운동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
로 병행 적용함으로 미숙아의 중추패턴발생기 활성화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구강수유량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
온 것에 대한 신경학적 근거이다.

하지만 두 그룹 간의 미숙아의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체중
의 변화량과 턱과 혀 기능 수준을 측정하는 NOMAS 평가에
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구강수유를 통
한 삼킴 과정의 시간이 길어지면 미숙아는 과도한 에너지 사
용으로 피로와 체중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
구가 보고되었으며,21) 또한 연구 대상자들은 구강수유와 경관
수유를 병행하는 미숙아들로서 구강수유의 부족한 용량은 경
관수유로 보충되어졌기 때문에 체중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턱과 혀 기능을 평가하는 
NOMAS는 3단계 척도로 나뉘며,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수준
의 큰 기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Neiva 등(2014)은 
NOMAS 평가는 3단계로 평가되어짐에 따라 미숙아의 상세한 
기능 변화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17) 

또한 짧은 중재기간의 효과로 미숙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세밀한 
기능 척도로 구성되는 평가도구의 사용과 긴 중재기간 설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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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 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그룹 간 중재 시간이 차이가 있어 연
구 결과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에 의한 자세 조절 및 관절 가동범위 운동이 병행되었기 때문
에 치료 효과에서도 혼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미숙아
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중재법의 객관적인 근
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구강안면 감각자극과 구강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 적용하여 신생아중환사실의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구강수유 및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
한 초기연구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추
후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가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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