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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인간의 성장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된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와 그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과정의 결과로 본다 그(Neeson & May, 1986).

러므로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타고

난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

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생 초기의 환.

경과의 경험은 이후의 성장발달의 모태로 작용하기 때문

에 초기 영아기의 적절한 환(Coates & Lewis, 1984)

경적 요인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출생직후 고위험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미숙아는 장

래의 정상적인 성장발달박영애 은 물론 건강한( , 1985)

모아관계 형성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조결자( , 1993).

미숙아는 출생직후부터 어머니와 분리될뿐 아니라 보육

기내에 격리되어 무균상태의 유지로 적게 만지거나 혹은

치료절차와 관련된 과도한 유해자극을 받으므로써 정상

신생아가 경험하는 통합된 감각자극으로부터 분리된 경

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Goldberg, 1981).

정상신생아보다 더 많은 감각자극이 요구된다.

감각자극은 미숙아나 저체중아에게 복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대부분 체중이 증가하며김희숙( , 1996; Field,

Scafidi, Wheeden, Schanberg, Kuhn, Symanski,

스트레스 호로몬Zimmerman & Bandstra, 1994)

농도가 감소(Field, Grizzle, Scafidi, Abrams &

되며 행동이 조용이 깨어있는 상Richardson, 1996) 「 」

태로 변화이군자 등 한다 운동( , 1999; Field , 1994) .

기능이 발달되고(Scafidi, Field, Schanberg, Baucer,

신경학적Tucci, Robert, Morrow & Kuhn, 1990) ,

정신적 발달이 더 좋아지고 행동이 안정된(Rice, 1977)

상태로 변화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세(McCain, 1992).

로토닌 분비가 증가되어 숙면이 유도되고(Field, 1997)

심박동수가 감소되며김희숙 송희승 모( , 1996; , 2000)

아상호작용이 증진되는 등김미예 김선희( , , 2000;

의 효과가 있었다White-Traut & Nelson, 1988)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감각자극 효과에 대한 선행연

구중 감각자극의 연속성 양 강도 빈도 부위 속도 등, , , , ,

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여 연구방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이 유용하나 국내 연구 논문들을 전반,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감각자극을 다룬 국내

연구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신생아 감각자극에 대한 이해

와 간호중재 방안을 고려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앞으로 수행되어

야 할 연구문제의 규명과 연구 방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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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신생아에 대한 감각자극1.

감각은 신경세포를 자극 활성화시키고 신경과정을 시,

작하도록 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다양한 소리의 진동과

피부의 접촉 냄새 근육활동 중력의 끌어당김이 바로, , ,

감각을 생성케 하는 에너지가 된다.

감각통합의 순서는 청각 전정각 고유수용각 촉각, , ,

및 시각이 적절한 자극을 통해 자극 수용기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신경충동을 잘 흐르게 한 후에 뇌는 감각자

극을 조직화시키고 신체에 명령을 내림으로써 역할을 수

행하게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Stepp - Gillbert,

1988).

인간은 출생 당시부터 비교적 감각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중 접촉에 대한 촉각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이자형 하영수( , , 1994).

촉각기관은 자궁 내에서 최초로 발달하는 신경체계이

며 시각과 청각자극이 발달할 때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기관으로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와(Korner, 1990)

같은 촉감을 통한 친밀감은 아기에게 최대의 위안이 된

다 즉 촉각은 전체적으로 신경의 조직하에 매우 중요하.

며 촉감의 자극이 없으면 신경조직은 불균형을 이룬다

박경숙( , 1991).

고유수용각이란 골과 골 사이의 관절운동 굴곡 신전, ,

을 통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원인이 되는 감각정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고유수용각은 의식수준 이하를 관장.

하는 두뇌의 영역에서 처리되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움

직임에 주의를 갖지 않는 한 근육과 관절의 감각을 거의

알 수 없다 이 감각이 적을수록 인간의 신체운동은 더.

느려지고 서툴러지고 힘이 더 들게 되는데 이 감각은, , ,

태생기 주경이면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10

성숙한다.

전정각은 위치나 움직이는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

하는 능력으로 두뇌에 강한 영향을 준다박경숙( , 1991).

이 효과는 태아기때 부터 시작하는데 전정핵은 수정 후

주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주경 부터 그 기능을 시9 10

작한다.

청각은 태아 개월 정도에 기능이 완성되는 감각기관6

으로 태아는 자궁내 환경에서 부터 이미 청각자극을 경,

험한다.

시각은 가장 늦게 발달되는 감각으로 출생후 몇일이

지나면 중간색과 중간정도의 큰 물체에 대한 시각적 선

호도를 갖는다(Whaley & Wong, 1999).

은 신생아가 다양한 감각의 형태Martindale(1991)

로부터 정보균형을 찾을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감각과,

반응 양상은 출생초기부터 서로 얽히고 통합되면서 발전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사지의 기전과 효과2.

피부접촉과 마사지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모든 문화권

에서 오래 전부터 과학자들이 인정해 왔다 접촉을 통한.

마사지는 신생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며 신생아의 정서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사지는 근골격계 신경계와 순환계를 직접적으로 자극,

함으로써 이 기관들에 의해 조절되는 생화학적 생리적, ,

과정들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신체적인 발달에도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피부접촉이 신생아에게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이제는 치

료적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내부장기 및 중추신경계와 연관이 깊은 피부를 마시지

함으로서 각종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

주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베타 엘

돌핀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세로

토닌의 생산을 높여 스트레스를 줄여 부신 피질에서 스

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일(Uvnas-Moberg,

뿐만 아니라Widstron, Marchini & Winberg, 1987)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피(Field, 1995).

부접촉으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음식흡수에 관여하는

소화기계 호르몬인 인슐린과 가스트린의 분비가 증가

등 되어 음식 섭취량이 늘어(Uvnas-Moberg , 1987)

체중이 증가 할 수 있다(Field, 1998) .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사지를 해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축- -

을 자극하여 갑상선 호르몬인 티로신과 트리요오드티로

닌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두 호르몬은 세로토

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Brizzi, Carella, Foglia &

세로토닌은 해마에서 글루코코르티코Frigino, 1997).

이드와 수용체와의 결합력에 영향을 미치고 글루코코르

티코이드 수용체의 수적인 증가를 일으켜 글루코코르티

코이드와 수용체의 결합을 높여준다(Geyer, Flicker &

이렇게 되면 음성되먹임 작용에 의해 해마Lee, 1982).

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활성화를 줄여 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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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반응이 줄게 된다 스트레스가 줄게 되면 외부항원.

에 대한 항체형성이 증가하고 자연살해세포의 수적인 증

가와 세포독성이 증가하여 면역기능이 강화된다

(Ironson, Field, Scafidi, Hashimoto & Kumar, et

또한 세로토닌의 증가로 수면을 유도하는al., 1996).

시간이 짧아지고 숙면을 유도하며 정서적 안정으로 우울

과 불안이 줄어들고 통증을 완화시켜 안정된 임상상태

에 놓이게 된다(Field, 1995) .

뇌파에서는 알파파가 감소하고 베타파가 증가함에 따

라 수면양상 중에서 각성상태가 증가한다(Field,

1998).

마사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단순

한 기대를 넘어 이제는 치료적 방법 의 하(Field, 1995)

나로 부각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자료의 선정1.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발표된 국내논문1984 2002

으로서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감각자극마사지( )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은 석박사 학.

위논문 편을 수집하였고 부모자녀건강학회지 편11 , 1 ,

소아과학회지 편 미발간 편으로 총 편의 논문을 자1 2 15

료로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의 분석2.

선정된 자료는 연도 학위비학위 연구 대상자 표, , ,

본의 크기 연구설계 감각자극의 유형 측정변수와 도, , ,

구 연구결과 등을 나열하였다, .

Ⅳ 연구 결과.

년부터 년까지 국내에서 감각자극을 다룬1984 2002

논문은 총 편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년에 편15 . 1984 1

년에 편 년 이(6.7%), 1996 2000 12 (80.0%), 2001～

후 편 으로 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2 (13.3%) 1996

다 표< 1>.

연구 논문의 학위비학위 논문 분포를 보면 저체중아

편 미숙아 편 신생아 편4 (26.7%), 9 (60.0%), 2 (13.3%)

으로 미숙아가 가장 많았다 표< 1>.

표 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 1>

구분 내용 N %

연도

년1984 1 6.7

년1996-2000 12 80.0

년 이후2001 2 13.3

계 15 100.0

논문의 종류

박사 5 33.3

석사 6 40.0

비학위 4 26.7

계 15 100.0

대상자

저체중아 4 26.7

미숙아 9 60.0

신생아 2 13.3

계 15 100.0

표본의 크기

명~ 10 3 20.0

명11 - 20 8 53.3

명21 - 30 3 20.0

명31 - 40 1 6.7

계 15 100.0

연구설계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전후설계( )
15 100.0

표본의 크기는 명 이하가 편 명10 3 (20.0%), 11-20

은 편 명은 명 명은8 (53.3%), 21-30 3 (20.0%), 31-40

편 으로 명이 가장 많았다 표1 (6.7%) 11-20 < 1>.

연구설계는 모두 유사실험 중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표< 1>.

감각자극 유형을 보면 마사지 편 통Field 8 (53.1%),

합 감각자극 편 마사지 청각 편3 (20.1%), Field + 1

마사지 편 청각 편(6.7%), Booth 1 (6.7%), 1 (6.7%),

전정각 편 으로 마사지가 가장 많았다 표1 (6.7%) Field <

2>.

감각자극의 횟수는 일 회 편 회 편1 1 4 (26.7%), 2 7

회 편 회 편 으로(46.7%), 3 2 (13.3%), 4 2 (13.3%) 2

회가 가장 많았다 표< 2>.

감각자극의 회 시간은 분 편 분 편1 1 1 (6.7%), 15 13

분 편 으로 거의 모두 분 이었(86.6%), 20 1 (6.7%) 15

다 표< 2>.

감각자극의 기간은 일 편 일 편6 1 (6.7%), 7 2

일 편 일 편 일(13.2%), 10 9 (60.0%), 16 1 (6.7%), 28

편 일 편 으로 일이 가장 많았다1 (6.7%), 42 1 (6.7%) 10

표< 2>.

측정변수에 사용된 측정변수를 보면 체중은 저울 15

편 심박동은 청진기모니터 편 행(25.4%), ( ) 7 (11.9%),

동상태는 및 동료가 개발한 도구 편ABSS, Scafidi 6

(10.2%), 호흡은 청진기 편 스트레스 호르몬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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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사선 면역 고압액상크로마토그래피 편, 3 (5.1%),

산소포화도는 산소계측기모니터 편 이었다( ) 3 (5.1%) .

모든 논문에서 체중을 측정변수로 저울을 사용하였고,

측정변수는 생리적 변수로 객관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표< 3>.

감각자극별 연구결과는 마사지는 긍정적 편Field 3

중립적 편 부정적 편 이(20.0%), 3 (20.0%), 2 (13.2%)

고 통합감각자극은 긍정적 편 마사, 3 (20.0%), Booth

지 전정각 청각은 각각 긍정적 편 마, , 1 (6.7%), Field

사지 청각은 중립적 편 으로 통합감각자극+ 1 (6.7%) ,

마사지 전정각 청각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Booth , ,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이 편 중립적이. 9 (60.1%), 4

편 부정적이 편 으로 긍정적인 결과(26.7%), 2 (13.2%)

가 가장 많았다 표< 4>.

표 감각자극유형별 횟수와 시간< 2>

유형
일횟수 편1 (15 ) 회시간 편1 (15 ) 기간 편(15 ) 계

회1 회2 회3 회4 분1 분15 분20 일6 일7 일10 일16 일28 일42 N %

마사지Field

촉각 고유수용각( + )
1 5 2 8 1 6 1 8 53.1

통합감각자극

전정각 시각 청각( , , ,

촉각 고유수용각, )

1 2 3 2 1 3 20.1

마사지 청각Field + 1 1 1 1 6.7

마사지Booth

촉각 고유수용각( + )
1 1 1 1 6.7

청각 1 1 1 1 6.7

전정각 1 1 1 1 6.7

계
N 4 7 2 2 1 13 1 1 2 9 1 1 1

15 100.0
% 26.7 46.7 13.3 13.3 6.7 86.6 6.7 6.7 13.2 60.0 6.7 6.7 6.7

표 측정변수에 사용된 측정도구< 3>

측정변수 측정도구 N %

체중 저울 15 25.4

심박동 청진기모니터( ) 7 11.9

행동상태 및 동료가 개발한 도구ABSS, Scafidi 6 10.2

호흡 청진기 4 6.7

스트레스 호르몬 방사선면역 고압액상크로마토그래피, 4 6.7

산소포화도 산소계측기모니터( ) 3 5.1

신장 줄자 2 3.4

수면 심박동과 호흡모니터 의 수면각성 상태, Miller 2 3.4

두위 줄자 1 1.7

흉위 줄자 1 1.7

혈압 혈압기 1 1.7

신경발달 등이 개발한 신경행동사정도구J. Scanlon 1 1.7

행동발달 송창화의 한국 영유아 운동행동발달 1 1.7

모아상호작용 모영아 상호작용 측정도구 1 1.7

혈청 IGF - 1 방사선면역 1 1.7

젖병 포유시기와 수유량 의무기록지 1 1.7

입원기간 의무기록지 1 1.7

정맥주입기간 의무기록지 1 1.7

가스트린 미제시

미제시

미제시

미제시

미제시

1

1

2

1

1

1.7

1.7

3.4

1.7

1.7

갑상선기능

조혈기능

면역기능

간기능

계 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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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국내 감각자극 논문중 년에 편으로 가1996 2000 12～

장 많은 이유는 년 월 한국 존슨 앤드 존슨 후원1997 7

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필리핀에서 미숙아 마사지의 효

과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와 을 초Cifa Bayhon

청하여 접촉의 이론과 실제 라는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 ”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

으며 이에 부응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

연구자와 간호사 의사가 년 가을에 한국 존슨 앤, 1997

드 존슨의 후원으로 마닐라에 가서 마사지 교육을Field

받고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 존슨 앤드 존슨에서 마사지

논문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논문중 학위 논문 편 비학위 논문 편으로11 , 4

학위 논문이 더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유사실험연구로.

서 임상에서 미숙아와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연구자나 간

호사가 감각자극을 주면서 자료수집을 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고 임상에서 협조가 없으면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중 미숙아가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의 미숙아 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강순애 최재( ,

각 오연균 사망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 , 1992)

애 아동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극소 체중아

및 미숙아 중 발달장애 아동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양성원 최중환 윤종구( , , , 1997;

이와 같이 미McCarton, Wallace & Benett, 1995).

숙아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

(Ornstein, Ohlsson, Edmonds & Asztalos, 1991)

이들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저체중아나 미숙아는 출생직후부터 어머니와 분

리될 뿐 아니라 보육기내에 격리되어 무균 상태의 유지

로 적게 만져지거나 혹은 치료절차와 관련된 과도한 유

해자극을 받으므로써 정상 신생아가 경험하는 통합된 감

각자극으로부터 분리된 경험을 하게 된다(Goldberg,

따라서 이들에게는 정상 신생아보다 더 많은 감1981).

각자극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논문에서 표본의 크기는 명이 가장 많았11-20

다 표본이 클수록 타당도가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으나 실험연구의 경우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설계는 모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서

감각자극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마사지 전

과 마사지 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각자극유형은 마사지가 가장 많았다Field .

주로 청각 전정각의 단일자극과 촉각 고유수용각과, +

통합감각자극의 복합자극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복.

합자극은 촉각과 고유수용각이 가장 많았다 촉각은 출.

생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감각으로(Vickres,

최적의 성장발달Ohlsson, Lacy & Horsley, 2000)

및 모아관계 형성에 기본이 되며 촉각 자극을 통한 학,

습은 다른 감각을 통한 연계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촉각자(Harrison & Woods, 1990).

극은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력을 높여서 개인에게

의미있게 감각과 지각의 발달을 유도하며 다른 자극과,

연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Field, Schanberg &

팔 다리를 운동시키는 고유수용각은Scafidi, 1986), ,

운동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마사지가 가장. Field

많은 이유는 필리핀의사 와 이 마사Cifa Bayhon Field

지를 중재로 연구하고 있으며 는 미국 마사지 센, Field

타의 연구소장이면서 각 나라 의사에게 마사지법을 교육

시키고 있다 현재 마사지 연구는 미국 마사지 센타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각자극의 일 회수는 회가 가장 많았다 이는1 2 .

는 회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Field 3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력구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표 감각자극별 연구결과< 4>

감각자극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계

N % N % N % N %

마사지Field 3 20.0 3 20.0 2 13.2 8 53.2

통합감각자극 3 20.0 3 20.0

마사지Booth 1 6.7 1 6.7

마사지 청각Field + 1 6.7 1 6.7

전정각 1 6.7 1 6.7

청각 1 6.7 1 6.7

계 9 60.1 4 26.7 2 13.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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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회 회 회를 명씩 예비조사를 시행한1 , 2 , 3 1

결과 회가 효과가 가장 컸으며 회수가 잦으면 수면할2 ,

시간이 부족하고 간호사나 부모가 힘들다고 생각되어 2

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감각자극의 회 시간은 모두 분이었다 이것은1 15 .

나 마사지가 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Field Booth 15 1

회 감각자극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분 소요되기10-15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감각자극의 기간은 일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10 .

는 일 이후부터 감각자극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Field 7

며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일이 가장 많았고10 ,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일 일 이었으며 영6 , 16 ,

아원에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주 주 이었4 , 6

다 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미숙아와 저체중아.

들은 급성질환기가 지난후 비타민 보충과 수유외에는 특

별한 치료나 처치가 필요없는 안정기에 있는 경우를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 정도면 체중이 정도10 2,000gm

되므로 퇴원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오랫동안

연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연구가 많으나,

영아원에 있는 영아는 장기간 연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극의 강도는 약간의 압력으로 문지르거나 안아주,

고 팔다리 굽혀펴기운동 물침대 흔들어주기 대화, , , , ,

음악 노래상자 빨간공 모빌 등으로 연구자나 간호사, , , ,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었다.

자극에 대한 느낌은 실시하는 사람이 대상자의 감정을

보면서 좋아할 때 실시해야 하며 촉각자극의 부위는 모,

두 머리부터 발까지 문지러 주었고 자극의 속도는 분, 15

동안 실시하려면 천천히 해야 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환아를 위한 적절한 자극은

어떤 종류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

한 논쟁은 계속 존재해 왔고 그 중 저체중아에게 준 감

각자극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그 한 가지는 필요한 처치 이외에는(Korner, 1990).

부가된 자극이 없는 보육기 격리상태가 그들에게 공헌한

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로 개별화된 간호중재에,

기초를 둔 자궁외 환경의 제공이라는 접근법이다

(Blanchard, 1991).

감각자극에 대한 두가지 상반되는 주장을 고찰하면 자

극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체중.

아는 입원으로 인해 자극 접촉의 빈도가 결핍되고 부적,

절한 자극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Harrison,

저체중아에 대한 감각자극 제공은 최적의 자극1984) ,

즉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극이 적

합하다고 하였다(Glass, 1994).

본 연구논문들의 측정변수에 사용된 도구는 주로 체

중 심박동 행동상태 호흡 스트레스호르몬 산소포화, , , , ,

도 등의 생리적 변수로 모두 객관적 도구를 사용하여 신

뢰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로 체중 심박동 행동상태 호흡 스트레스, , , ,

호르몬을 가장 많이 측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감각자.

극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 중 체중 심박동 호흡은, ,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며 신생아,

는 하루중 수면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수면양상변

화를 보았고 새로운 변수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표하,

는 코티졸 수준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긍정적

결과가 편으로 가장 많아 감각자극은 신생아에게 해롭9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상자수가 적고 자극시기가 다르며 단, ,

기간의 연구가 많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환경이 다,

르며 대상자의 개인차 등의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 .

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대상자수의 확대 대상자 개,

인에 맞는 자극 프로그램 장기간의 연구 자극기전 이, , ,

론적 틀 모아 애착 증진을 위한 모아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년부터 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감각자극1984 2002

에 관한 논문 편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15

같다.

연도별 현황은 년에 가장 많았다1. 1996 2000 .～

학위 비학위 논문의 분포를 보면 학위논문이 더 많2. ,

았다.

연구대상자는 미숙아가 가장 많았다3. .

연구표본의 크기는 명이 가장 많았다4. 11 - 20 .

연구설계별로는 모두가 유사실험 설계중 비동등성 대5.

조군 전후 설계이었다.

자극유형은 의 마사지촉각 고유수용각가 가6. Field ( + )

장 많았다.

측정변수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모두 객관적 도구를7.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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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심박동 행동상태 호흡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8. , , , ,

장 많이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결과가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연구대상자의 다양화 대상자수의 증가 장기간의 연1. , ,

구 대상자 개인에 맞는 자극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

임상간호사와의 공동연구뿐 아니라 자극과 관련된 타2.

학문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아에 국한된 것이므로 유아와의 비교연3.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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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Newborn, Sensory stimulation

An Analysis of Research on the

Sensory Stimulation in Newborn

Infants in Korea

Lee, Kun-Ja*Lee, Myung-Hee**

Purpose: The purpose of study was : 1) to

analyse the trend of research on the sensory

stimulation in newborn in Korea, 2) to suggest

direction for further study on the sensory

stimulation in newborn and contributing to the

use of intervention in newborn.

Method: Research studies on the sensory

stimulation in newborn were selected from the

dissertations, parents-child health. Academic

Society Journal, and from Korean Journal of

Pediatrcs which were conducted between 1984

and 2002. The total numbers of the studies

were 15. These studies were analyzed for 1)

time of publication or presentation 2) thesis for

a degree or nondegree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4) sample size 5) research design 6)

type of sensory stimualtion 7) meaurement tool

8) result.

Result :

1) The most year of studies were the 1996's~

2000's.

2) The degree of studies were higher than

nondegree.

3) The most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re the

premature infants.

4) The most frequent sample sizes were 11-20.

5) The all research design wa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 quasi

experimental basis.

6) The most type of sensory stimulation was

Field massage(tactile and kinesthetic).

7) The measurement tool used all objective tools.

8) The most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the

measure of the weight, heart rate, behavior

state, respiration, stress hormon and positive

results.

Conclusion: 1) Human sensory stimulation

did not seem to harm the infants. 2) several

positive effects of sensory stimulation that have

been reported previously must be reevaluated.

3)further research will be required large sample

size, long-term outcome, individualized

stimulation program, early parent-infant contact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to determine the underlying

mechanism and theorical frame for these

stimulation effect.

* Professor, Gachongil College, Nursing Dept.

** Instructor, Gachongil College, Nursing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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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생아 감각자극에 관한 국내연구논문 요약 발표년도순< > ( )

연구자 학위 대상자 연구설계 자극종류 측정도구 연구결과

이자형

(1984)
박사

저체중아

실험군 명34

대조군 명34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시각 빨간공 회일: 3-5 /

청각 딸랑이: 40db

종70db

노래상자40 70db～

촉각 마찰 회일: 6-8 /

일 동안(16 )

체중 저울:

발달 등이 개발한: J.Scanlon

신경행동 사정 도구

심박동수 청진기:

체중 부분적으로 차이있음

신경행동 부분적으로 차이있음

자극에 대한 반응심박동수( )

이 부분적으로 차이있음

저체중아의 특성에 따라

성장양상에 차이있음

김희숙

(1996)
박사

저체중아

실험군 명18

대조군 명18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촉 각 빈젖꼭지물리기:

피부마사지 분+ (5 )

전정각 포옹해주기 분: 2

흔들어주기 분3

고유 팔관절굽혀펴기 분: 3 ,

수용각 다리관절굽혀펴기 분2

회일 분회 일(4 / , 15 / , 10

동안)

체중 저울:

심박동수 호흡수 청진기, :

산소포화 산소계측기:

혈색소치 미제시:

행동상태 : ABSS

성장지표출생시 회복일 하루( ,

체중증가률과 퇴원 일주일후

체중에 유의한 차이있음)

심박동수 유의한 차이있음

호흡수 산소포화도 혈색소치, ,

유의한 차이 없음

행동상태에 유의한 차이있음

김정수

(1997)
석사

저체중아

실험군 명( )7Ⅰ

실험군 명( )6Ⅱ

대조군 명6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전정각 물침대:

물침대 인공환기기의+

검사용폐

회일 분회 일(1 / , 1 / , 6

동안)

체중 저울:

정적수면 심박동과 호흡모니터:

젖병포유시기와 의무기록지:

수유량

입원기간 의무기록지:

정맥주입기간 의무기록지:

체중 유의한 차이없음

정적수면 유의한 차이있음

젖병포유시기와 수유량 부분적

으로 유의함

흡철 연하 차이있음,

입원기간 유의한 차이있음

정맥주입기간 유의한 차이있음

김정선

(1998)
박사

정상신생아

영아원( )

실험군 명11

대조군 명12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Booth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 일 분회 주동안(2 / , 15 / , 6 )

체중 저울:

신장 신장계측기:

두위 줄자:

흉위 줄자:

행동발달 송창화의 한국 영유아:

운동행동발달

행동상태 : ABSS

심박동수 청진기:

체중 유의한 차이있음

신장 두위 흉위 유의한 차이없음, ,

행동발달 유의하게 차이있음

행동상태 유의하게 차이있음

심박동수 유의하게 차이있음

강진선

(1998)
석사

미숙아

실험군 명10

대조군 명10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 일 분회 일동안(1 / , 15 / , 10 )

체중 저울: 체중 유의하게 차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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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자

(1999)
박사

미숙아

실험군 명21

대조군 명21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2 / , 15 / , 10 )

체중 저울:

뇨중 코티졸 방사선면역측정:

뇨중 노에피네프린 고압액상크로:

마토그래피

행동상태 : ABSS

체중 유의한 차이없음

뇨중 코티졸 노에피네프린농도 유의한,

차이없음

행동상태 유의한 차이있음

박경란

(1999)
석사

미숙아

실험군 명15

대조군 명15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3 / , 15 / , 10 )

체중 저울:

뇨중 노에피네프린 고압액상크:

로마토그래피

뇨중 에피네프린 고압액상크로:

마토그래피

뇨중 코티졸 방사선 면역측정:

혈청 코티졸 방사선 면역측정:

혈청 방사선 면역측정IGF-I :

체중 유의한 차이있음

뇨중 노에피네피린 혈청 코티졸,

유의한 차이있음

뇨중 에피네피린 뇨중 코티졸 혈청, ,

유의한 차이없음IGF-1 .

손희숙,

임재우,

최규철,

나창수,

김학희.

(2000)

비학위

미숙아

실험군 명15

대조군 명16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3 / , 15 / , 7 )

체중 가스트린 코티졸 갑상선기, , ,

능 혈색, CH50, IgG, IgM, CBC (

소 헤마토크릿 혈소판 간기능알, , ), (

부민 미제시) :

수면양상 의 수면: Miller -

각성상태

체중 가스트린 코티졸 갑상선기능, , , ,

면역기능 조혈기능 간기능 유의한, ,

차이없음

김은주

(2000)
박사

미숙아

실험군 명( )20Ⅰ

실험군 명( )20Ⅱ

대조군 명20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전정각 물침대:

시각 모빌:

청각 대화: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2 / , 15 / , 10 )

체중 저울:

맥박호흡수 청진기, :

산소포화도 산소계측기:

행동상태 : ABSS

신체성장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있음

심첨맥박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있음

호흡수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있음

산소포화도 유의한 차이없음

행동상태변화률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있음

김미숙

(2000)
석사

미숙아

실험군 명10

대조군 명10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청각 음악 대화: ,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1 / , 15 / , 10 )

체중 저울:

행동상태 : ABSS

체중 유의한 차이없음

행동상태 유의한 차이있음



연구자 학위 대상자 연구설계 자극종류 측정도구 연구결과

송희승

(2000)
석사

미숙아

실험군 명16

대조군 명17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2 / , 15 / , 10 )

체 중 저울:

행동상태 : ABSS

심박동수 모니터:

호 흡 수 모니터:

산소포화도 모니터:

체중 유의한 차이있음

행동상태 유의한 차이있음

심박동수 유의한 차이있음

호흡수 유의한 차이없음

산소포화도 유의한 차이있음

김미예,

김선희

(2000)

비학위

저체중아

실험군 명21

대조군 명20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2 / , 15 / , 10 )

체중 저울:

뇨중 코티졸 방사선면역측정:

모아상호작용 모영아 상호:

작용 측정도구

체중 유의한 차이없음

뇨중 코티졸 농도 유의한 차이없음

수유시 모영아 상호작용점수 유의한

차이있음

조헌하

(2000)
석사

미숙아

실험군 명20

대조군 명18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음악자장가( )

회 일 분회 일동안(1 / , 20 / , 7 )

체 중 저울:

심박동수 모니터:

호 흡 수 모니터:

수축기혈압 혈압기:

이완기혈압 혈압기:

체중 유의한 차이있음

심박동수 유의한 차이있음

호흡수 유의한 차이있음

수축기 이완기혈압 유의한 차이있음,

이혜경

(2001)
비학위

미숙아

실험군 명13

대조군 명13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일동안(2 / , 15 / , 10 )

체 중 저울:

심 박 동 모니터:

행동상태 및 동료가: Scafidi

개발한 도구

체중 유의한 차이없음

심박동간격 미주신경반응, , SPO2

유의한 차이있음

행동상태 유의한 차이있음

김태임

(2002)
비학위

정상신생아

영아원( )

실험군 명30

대조군 명28

유사실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마사지Field

촉각 분: 10

고유수용각 분: 5

회일 분회 주동안(2 / , 15 / , 4 )

체중 저울:

신장 줄자:

두위 줄자:

체중 신장 두위 모두 유의한, ,

차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