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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Smart Phone Individualized Distraction Intervention 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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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individualized distraction intervention using a smart phone affected pre-op anxiety 
of children. Methods: This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30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in the contro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a smart phone individualized distraction intervention was given to 
children from the reception area to the operation room. Results: For heart rat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e behavioral anxiety respons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
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3.11, p =.003). Conclusion: The finding suggest that, for pre-op children, the individualized distraction 
intervention using a smart phone had some significance as a nursing intervention having a positive impact. Such interventions can help pediat-
ric nurses to relieve pre-op anxiety and improve health of children in thei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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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수술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일생 동안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며,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불확실성, 마취, 

죽음, 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한 심리적 압

박을 받게 된다. 수술하려고 입원할 때 느끼는 아동의 두려움은 성인

과는 다르며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영아 중기부터 

학령전기 아동의 치료나 검사, 수술 등으로 인한 부모와의 분리는 중요

한 불안 요인이 된다(Bang et al., 2014). 또한 아동은 수술실에 들어가

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떠나온 공포감, 각종 의료기구나 소음에 대

한 불안과 공포, 생소한 환경, 이상한 옷차림과 마스크를 쓴 낯선 사람

들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이고도 놀라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수술

을 앞둔 아동의 경우는 신체적 상해와 부모와의 분리 및 능력의 상실

로 성인보다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고 수술 전 불안한 표정과 울음으

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혈압과 호흡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등 자신

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수술 전 불안은 수술 후 통증을 증가시키고 악몽, 부모와의 분리불

안, 식습관장애, 유뇨증과 같은 부정적인 수술 후 행동장애를 초래하기

도 하는데 수술을 받는 아동의 60%에서 수술 후 2주 안에 이와 같은 

부정적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Justus et al., 2006; Kain, Mayes, Caldwell-

Andrews, Karas, & McClain, 2006; Kain, Mayes, O’connor, & Cicchetti, 

1996; Kim & Lee, 2002) 따라서 수술을 앞둔 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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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관심전환 중재는 환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통스

러운 사고로의 주의집중을 감소시키는 인지적, 행동적 대처전략으로

(Murphy, 2009) 아동의 절차 관련 통증이나 불안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

관리제공자나 부모 모두가 손쉽게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하

고 효과적인 비약물적 전략이다(Koller & Goldman, 2012; Murphy, 2009). 

수술 전 아동의 불안 감소 중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림

책, 소책자, 사진, 모형, 동영상을 이용하여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과(Kim, 2009; Koo, Cho, Kim, & Park, 2007; 

Lee, Yun, & Han, 2010), 비디오게임, 비디오 안경, 노트북을 이용한 애

니메이션 만화와 장난감을 제공하는 중재방법이(Kerimoglu, Neuman, 

Paul, Stefanov, & Twersky, 2013; Lee et al., 2013; Patel et al., 2006) 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유아는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수술실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될 때 좋아하는 장난감과 같은 

이행적 대상이 안정감을 주며 환상을 즐기는 특성이 있다. 학령전기 

아동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공상 게임을 습득할 수 있는 인지발달을 

보이는 발달 특성이 있기에(Bang et al., 2014) 이들을 대상으로 관심전

환 중재를 할 경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전환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휴대전화는 인터넷 접속, 텔레비전 시청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신기능뿐 아니라 정보 검색과 오락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며, 

아동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매체가 되고 있다(Koo, 2011). 최근 개발된 

스마트폰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을 선택할 수 있고 간단한 작동으로 누구든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상상력이 풍부

하나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산만해지기 쉬운 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한 도구로써 활용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수술 전 불안 중재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관심전환 도구로 사용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수술 전 아동의 불안 감소 중재도구로 적합한지를 연구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중재는 수술 전 아동

의 집중력을 높임으로써 아동들의 관심전환에 유용한 장점이 있어 수

술 전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이 예정된 아동에게 수술실 입실부터 마취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수술을 경험하는 아동의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파악함으로

써 수술 전 아동의 불안관리에 대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수

술 환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수술 전 환아의 생

리적 불안 척도인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수술 전 환아의 행

동적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환아의 수

술 전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

차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1개의 상급종합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아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들로서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실험처치의 확산 효과를 막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원한 환아는 대조군, 2013년 5월부

터 7월까지 입원한 환아는 실험군으로 시차 배정하였다.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독립 t-검정을 위한 연구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처치전후의 평균값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기에 효과 크기는 ‘중’값인 .50으로 산출하

였을 때 각 그룹 당 27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30명, 대

조군 30명으로 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술이 예정된 만 2-6세까지의 환아

2) 지남력이 있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가 없는 환아

3)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아와 부모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환아와 부모

연구도구

심박동수

환아의 심박동수는 수술 전날 Patient monitor (Philips MP20, Ger-

many)의 Pulse Ox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마취 직전에는 Pa-

tient monitor (Philips MP70, Germany)의 Pulse Oximeter를 이용하여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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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불안반응(YPAS)

환아의 행동적 불안반응은 Kain 등(1995)이 2-6세 사이의 아동의 

수술 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Yale Preoperative Anxiety Scale  

(YPAS)로 측정한 것으로 이는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행동, 언

어표현, 정서적 표현, 외견상의 자극상태, 부모(보호자)의 이용의 5개 

하위영역의 불안반응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자들이 모두 수술실 앞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헤어지고 수술

실에 들어와서 마취직전까지 촬영하여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부

모(보호자)의 이용 영역은 관찰하지 못하므로 이를 제외한 행동, 언어

표현, 정서적 표현, 외견상의 자극상태의 영역 총 17개 항목으로 측정

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5였다.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대상 병원의 IRB 승인(2012-034)을 받은 후 연구자가 대

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와 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의 기질, 자

녀의 수술 경험 여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지식, 수술에 대

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설문조사하였고, 기구를 이용하여 심박동수

를 측정하고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불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였으며 연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Table 1).

프로그램 타당도 확보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연구의 진행 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3명씩 선

정하여 2013년 1월부터 한 달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별 환아가 

선호하는 동영상과 동영상 시청 시간, 불안 측정시기 등을 확인하였다. 

2-6세 아동이 선호하는 동영상은 “뽀로로”가 가장 선호하는 동영상

이었으며 수술대기실에서 마취직전까지 관심전환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은 5-15분간이었다. Kain 등(2006)의 연구에서 수술 진행 단계에 

따른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마취직전, 수술 대기실 순으로 높은 불안

을 나타내었으며 예비연구에서도 마취직전이 가장 불안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적 불안반응과 심박동수를 마취 직전에 측정하

기로 하였다. 

연구 보조원 훈련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회복실 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고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보조원의 역

할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기계를 이용한 심박동수 측정과 행동적 불안

반응(YPAS)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 간의 관찰

자 일치도는 94%이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적 불안반응(YPAS) 점

수는 두 연구원이 촬영된 비디오를 각자 분석한 후 두 점수를 비교하

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여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다.

간호중재

대조군

G병원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수술 전 간호를 위해 수술 전날 환

아의 병실을 방문하여 수술에 관한 일상적인 설명을 하고 일반적 특성

과 환아의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수술 당일 수술장 입구 도착 후 수술 

전 처치 및 간호를 실시하고 행동적 불안반응(YPAS)의 사전 측정을 

위해 수술대기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술실에 입실하여 마취 전

에 사후 측정을 위해 다시 행동적 불안반응(YPAS)을 측정하기 위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마취직전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병원

의 관례에 따라 환아의 보호자는 수술실 입구까지 동행하였다.

실험군

실험군에서는 대조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사후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병실에서 이루어진 사전조사 시 대상 아동 개개인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조사하고 그 동영상을 보호자의 휴대폰에 저장하도록 하여 

수술 당일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수술대기실에서 사전 행동적 불안

반응을 촬영한 후 실험군에게는 수술대기실에서부터 미리 준비된 환

Table 1. Research Process   

  
Pilot study & research assistant training: 2013, 01

Plac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test In the room
Operation room reception area

Questionnaire, heart rate, individualized preference video check
YPAS

Questionnaire, heart rate
YPAS

Nursing 
 intervention

From reception area to operation room Individualized distraction intervention using a smart phone 
 (individualized preference video watching)

  

Post-test In operation room Heart rate, YPAS Heart rate, YPAS

YPAS = Yale preoperative anxie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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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선호하는 동영상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시청하면서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마취 전까지 시청하도록 하였다. 사후 환아의 행동적 불안

반응은 수술실 입실에서 마취직전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마

취직전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에서와 같이 환아의 보호자는 

수술실 입구까지 동행하였다. 실험군이 마취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시

청한 시간은 5-15분으로 평균 12분 정도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분석하였으며 실험군

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X2-test와 t-test로, 심박동수 변화량과 행동

적 불안반응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모의 일반적 특성인 자녀와의 관계, 나이, 결혼 

유무, 직업, 교육정도, 종교, 자녀의 수술경험과 수술 설명여부에 관한 

동질성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개의 항목으로 질문한 아동이 현재 진단받은 질병에 대한 지식정도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수술경험 여부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개 항목으로 질문한 기질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X2 or t p
n (%) n (%)

Relationship with child Father
Mother

6 (20)
24 (80)

9 (30)
21 (70)

1.69 .429

Parent’s age (year) 20-39
≥ 40

28 (93.3)
2 (6.7)

25 (83.3)
5 (16.7)

17.62 .225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28 (93.4)
2 (6.6)

29 (96.7)
1 (3.3)

0.00 .981

Parent’s job Housewife
Public servant
Office work
Private business

12 (40)
3 (10)
9 (30)
6 (20)

14 (46.7)
4 (13.3)
7 (23.3)
5 (16.7)

8.12 .087

Parent’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College 
Master

9 (30)
20 (66.7)

1 (3.3)

11 (36.6)
17 (56.7)

2 (6.7)

0.79 .850

Parent’s religion Yes
No

13 (43.3)
17 (56.7)

14 (46.7)
16 (53.3)

1.32 .859

Parent’s level of knowledge about illness High
Middle
Low

11 (36.7)
18 (60)

1 (3.3)

12 (40)
15 (50)

3 (10)

1.316 .518

Parent’s experience of operation (children) Yes
No

4 (13.3)
26 (86.7)

8 (26.7)
22 (73.3)

1.67 .197

Parent’s explanation of operation Yes
No

28 (93.3)
2 (6.7)

28 (93.3)
2 (6.7)

0.00 > .999

Child’s age (month) < 36
37-60
≥ 61
Average

5 (16.7)
18 (60.0)

7 (23.3)
53.3 ± 13.96

6 (20.0)
20 (66.7)

4 (13.3)
50.6 ± 12.90

1.67
  
  

0.76

.434
  
  
.451

Child’s gender Male
Female

21 (70)
9 (30)

22 (73.3)
8 (26.7)

0.08 .774

Child’s operation experience Yes
No

2 (6.7)
28 (93.3)

3 (10)
27 (90)

0.22 .640

Child’s temperament Easy
A little bit difficult
Moderately difficult
Very difficult

5 (16.7)
12 (40)
12 (40)

1 (3.3)

2 (6.7)
10 (33.3)
14 (46.7)

4 (13.3)

3.42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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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 실험군, 대조군의 환아의 불안에 대한 동질성 검사

스마트폰 중재를 제공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동수와 행동

적 불안반응 점수의 동질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심박동수는 실험군 

102.6 ±12.7회이며 대조군 100.8 ±11.2회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t = 0.56, p =.577), 행동적 불안반응 점수는 실험군 

18.28± 6.52점이며 대조군 19.56 ± 9.76점으로 두 군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 -0.59, p =.555) (Table 3).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수술 환아의 

심박동수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를 제공한 후 환아의 심

박동수 변화를 보면 실험군의 중재 적용 전후 심박동수 차이는 7.9 ±

15.4회이었으며, 대조군의 중재 적용 전후 심박동수 차이는 6.1± 20.1회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 0.38, p =.704) (Table 4).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수술 환아의 

행동적 불안반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를 제공한 후 환아의 행

동적 불안반응 변화를 보면 실험군의 전체 행동적 불안반응 점수는 

17.81±10.17점이었으며, 대조군은 26.22 ±10.7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 -3.11, p =.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적 불안

반응의 각 하위요소인 행동(t = -3.07, p =.003), 언어표현(t = -3.06, 

p =.003), 정서표현(t= -2.89, p =.005), 외견상 자극상태(t= -2.80, p =.007)

에서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을 앞둔 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2-6세)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관심전환 중재를 제공하여 수술 전 환아의 생리적 불

안과 행동적 불안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불안은 특정한 생리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초기에는 에피네프린과 

노어에피네프린이 부신수질에서 방출되고, 코티손이 부신피질에서 분

비된다. 그 결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호흡수를 

증가시킨다(Shier, Butler, & Lewis, 1996). 이와 같은 불안의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 중에서 아동에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심박동수를 본 연

구에서는 생리적 불안지표로 사용하였다.

Table 3. Homogeneity of Heart Rate, YPA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fore Intervention    (N=60)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 = 30) Control group (n = 30)

t p
Mean ± SD Mean ± SD

Heart rate 102.6 ± 12.7 100.8 ± 11.2 0.56 .577
YPAS Activity

Vocalizations
Emotional expressivity
State of apparent arousal

3.66 ± 1.70
4.70 ± 1.88
5.33 ± 1.57
4.58 ± 2.08

4.00 ± 2.40
5.00 ± 2.51
5.50 ± 2.47
5.05 ± 2.91

-0.63
-0.53
-0.32
-0.72

.533

.602

.752

.478
Total 18.28 ± 6.52 19.56 ± 9.76 -0.59 .555

YPAS=Yale preoperative anxiety scale.  

Table 4. Difference of Heart Rate between before/after Intervention  (N=60) 

Variable Group
Before After Difference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Heart rate Experiment 102.6 ± 12.7 110.5 ± 21.3 7.9 ± 15.4 0.38 .704
Control 100.8 ± 11.2 107.0 ± 4.2 6.1 ± 20.1

Table 5. Difference in YPA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intervention   (N=60)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 = 30) Control group (n = 30)

t p
M ± SD M ± SD

Activity 3.46 ± 2.02 5.34 ± 2.67 -3.07 .003
Vocalizations 4.93 ± 3.06 7.38 ± 3.12 -3.06 .003
Emotional expressivity 5.01 ± 2.51 6.92 ± 2.60 -2.89 .005
State of apparent arousal 4.42 ± 3.13 6.59 ± 2.89 -2.80 .007
Total 17.81 ± 10.17 26.22 ± 10.74 -3.11 .003

YPAS = Yale preoperative anxie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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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환아의 심박동수는 전후의 변화가 실험군과 대조군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동영상을 이용한 시각적 

정보제공에서 환아의 심박동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Lee et al., 2010)와 4-9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다졸람 제공군, 비디오 안경 제공군, 미다졸람과 비디오 안경

을 같이 제공한 군을 나누어 관찰한 Kerimoglu 등(2013)의 연구에서

도 심박동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erimoglu 등(2013)은 심박

동수가 증가한 것은 수술실로의 이동 시 움직임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심박동수가 수술 전 상황에서 불안을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림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Hye et 

al., 2003), 장난감, 인형, 풍선을 이용한 놀이교육 및 관심전환에서 심박

동수의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Kim, 2009; Koo et al., 2007)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심박동수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 심박

동수의 측정시점이 수술실 입실 후 수술침대로 이동하거나 낯선 수술

실 환경과 수술을 위한 장비들, 낯선 사람들, 마취를 위한 환자감시 장

치를 부착하는 등의 전반적인 과정으로 인해 환아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환경이 흐트러진 이후에 심박동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심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적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아동에게 침습적 처치를 하는 동안 

관심전환 중재를 제공한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한 Im과 Kim (2014)의 

분석에서 생리적인 반응의 지표로 심박동수를 측정했던 기존의 연구

들에서 55.6%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생리적 지표에서도 

46.7%만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생리적 반응에 있어서는 결과가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불안 지표로서 사용한 행동적 불안반응(YPAS)은 Kain 등

(1995)이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술 전 불안을 측정하고자 개발하였

으나 이후 대상자를 12세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정된 행동

적 불안반응(m-YPAS)을 개발하여(Kain et al., 1997)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2-6세로 한정하

였기에 행동적 불안반응을 YPAS로 사용하였기에 m-YPAS로 연구한 

다른 연구결과와 점수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

의 행동적 불안반응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행동적 불안 반응의 하위영역인 행동, 언어표현, 정서표현, 외견상 자

극상태에서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비디오

게임 제공군, 부모입회군, 미다졸람 약물 투여군을 대상으로 m-YPAS

로 관찰한 Patel 등(2006)의 연구에서 비디오게임을 제공받은 실험군

에서 가장 불안이 낮았으며 4-5세, 6-9세, 10-12세 그룹 모두에서 같은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 특히 부모입회군보다 비디오 게임군

에서 수술 전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은 비디오 게임과 

같은 인지적 몰입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디오 안경을 통해 3차원 영상을 제공하여 수술 전 불안을 감소

시키고자 한 Kerimoglu 등(2013)의 연구에서도 비디오 안경만을 제공

받은 군이 약물제공 군이나 약물과 비디오 안경을 함께 제공받은 군

에 비해 특히 수술실 입구에서 수술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행동적 불

안반응 점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1-10세 아동을 대상으

로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로 스마트폰 앱을 제공한 군, 

미다졸람을 제공한 군, 미다졸람과 스마트폰을 제공한 군을 연구한 

Lee 등(2013)의 결과에서 미다졸람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제공한 군에

서 행동적 불안 반응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스마트폰 앱을 제공한 

군의 순으로 나타나 위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다졸람

군은 기존의 방법대로 수술 전 투약 용량을 사용한 반면 미다졸람과 

스마트폰 앱을 제공한 군에서는 의식소실이 나타나질 않을 정도의 적

은 용량의 미다졸람과 스마트 폰 앱을 같이 제공하였기에 더욱 불안

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약물 투

여만으로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보다는 관심전환 중재가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는 

아동 개인의 선호도에 맞추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므로 이는 본 연

구 대상자인 유아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허용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시각과 청각을 자극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므로 다른 발달단계의 아동들보다 더 효

과적이며 비침습적이고 안전하고 유용한 중재방법으로 생각된다. 

중재 적용시간이 5-15분 정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수술장의 상황

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빨라져 일어난 것으로 대상자마다 중

재 적용 시간이 다름에 따라 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 않아 차후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

한 연구보조원들이 대상자의 비디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험군은 

동영상을 보는 중재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환아가 선호하는 동영상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4세는 뽀

로로를 가장 선호하였고 5-6세에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동영상이 다양

하였으며, 동영상 시청보다는 스마트폰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

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보호자가 스마트폰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최근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된 아동들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걱정

과 우려가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수술 전 낯선 환

경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평소 환아

가 즐겨보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관심전환 중재를 적극적으로 동

의하였으며, 수술 후 회복실에서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주는 보호자

가 있기도 하는 등 대다수의 보호자가 만족스런 반응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

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등 학령전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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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기에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개

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는 입원과 치료과정에서 아동이 겪게 되는 불안

과 통증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도구가 될 것이

며 비용과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이어서 임상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가 환아의 수

술 전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상의 연

구결과에서, 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술 전 불안을 감소

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를 제공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행동적 불안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행

동적 불안 반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불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화된 관심전환 중재는 유아 및 학

령전기 아동의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입원이라는 환경도 아동에게는 낯설고 

불안을 야기하는데 수술이라는 또 다른 환경적 변화는 부모와의 격리

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 더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에 수술 전 아동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한 임상

현장에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간호 실무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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