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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oise level and frequency experienced by premature infants receiving 
incubator care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 premature infants receiving 
incubator care in the NICU of a university hospital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noise level was measured using a 
professional sound-level meter (ET-958, FLUS, Shenzhen, China) based on a noise classification table developed by the author.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2.0. Results: The average noise level experienced by premature infants receiving incubator care in 
the NICU was 51.25 dB (range: 45.0~81.7 dB). The frequency of noises was highest for factors related to nursing activities (40.3%), 
followed by human factors (29.1%), machine alarm sounds (20.1%), incubator operation (6.6%), and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3.9%).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noise level experienced by premature infants receiving incubator 
care in the NICU exceed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al program to reduce noise in the NICU, an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to verify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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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초혼 연령 상승

으로 인한 고령산모의 증가 및 보조 생식술의 발전으로 미숙아 출

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

로 전년도 1.05명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37주 미만의 미숙아 구성

비는 2018년 7.8%로 전년 비 0.2%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미숙아는 생리적 미성숙으로 

부분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입원하여 장기간의 의학적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의학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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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치료 기술의 발달은 미숙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킨 반면, NICU 

입원기간의 연장 및 성장과정에서 성장장애, 신경학적 합병증 발

생 등을 증가시키고 있어[2-4]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NICU 환경은 어머니의 자궁 내와는 매우 다른 환경으로 생리

적으로 미성숙한 미숙아는 이곳에서 과도한 소음과 빛, 통증 경험 

그리고 과도한 취급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된다. 이

러한 스트레스원은 발달이 진행 중인 미숙아의 뇌 구조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성장과정에서 신경운동장애, 발

달지연 등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3,5,6]. 이중에서도 소음은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자극으로 NICU 환경에서 미숙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유해한 자극원이다[2,5]. 

내이의 구조는 재태기간 15주부터 존재하고, 재태기간 25~29주

에 태아의 청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 이후에 출

생한 미숙아는 주변의 소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재

태기간 30~32주의 미숙아는 주변 환경의 단순한 음악이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재태기간 34~35주 태어난 미숙아는 변연계에서 

청각기억으로 저장되는 어조, 음악 및 기분의 다양한 감정적 특성

까지도 구분할 수 있다[7]. 이러한 미숙아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

출되는 경우 무호흡, 서맥, 혈압의 변동, 산소포화도의 변화, 신경 ․ 
내분비계 및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언어

발달 지연, 뇌실 내 출혈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8,9]. 또한 미숙아는 청각중추의 발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

주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정상적인 청력발달을 기 할 수 

없으며, 뇌의 청각중추는 언어중추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언어발

달 지연,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2,3]. 더욱이 

미숙아가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생리적 안정

에도 영향을 미쳐 자율신경계 안정과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5,10].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이 행동 및 상태조직, 

주의집중과 상호작용 및 자기조절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11], NICU 환경의 소음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히 필

요하다. 

선행 연구 보고에서 NICU의 주요 소음원은 아기 울음소리, 의

료기구와 장비, 경보음, 인터콤 소리, 그리고 의료인의 화소리 등

으로 알려져 있으며[12,13], 이 중에서도 의료인의 화소리는 

NICU의 소음 수준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15].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에서는 큰 소음은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므로 NICU의 전반적 소음 수준을 45dB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16]. 그러나 부분의 NICU 소음은 45dB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4,17] 이에 한 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NICU 내 소음에 한 국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NICU의 소

음 수준을 측정한 연구[2,4,9,15,17-19], 소음이 미숙아에게 미치는 

영향[8,10,20,21]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중재효과 검증[12-14,22,23] 

등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NICU의 

소음 원인과 소음 수준 및 NICU 소음이 미숙아의 생리적 반응과 

행동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보고[20], NICU 소음에 한 

간호사의 인식 및 수행 정도에 한 연구 보고[24]만 있을 뿐 실제 

NICU 내 인큐베이터 간호를 받는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과 관련

된 연구 보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인큐베이터는 외부의 공기를 여과하고 감염으로부터 미숙아를 

보호하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미숙아의 생리적 요구에 적절

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재태기간이 짧거나 생리적으로 미숙

한 미숙아는 부분 인큐베이터 간호를 제공 받는다[25]. 인큐베이

터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큐베이터 내부로 전달될 때 인큐

베이터의 소리 완충효과에 의해 외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달

되지만[4,25] 인큐베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미숙아에

게 직접 전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4,25]. 국외 선행 연

구[17,25]에 의하면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수준이 

AAP [16]의 권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재태

기간이 낮은 미숙아일수록 더 많은 처치와 소음에 노출되고, 인큐

베이터 간호를 제공받는 기간이 증가됨을 고려해 볼 때[25] 국내 

미숙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이 인큐베이터 내

에서 경험하는 소음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NICU의 소음원에 따른 NICU 내 인큐베이터 

간호를 받는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수준 및 빈도를 파악함으로

써 향후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과 성장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소음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NICU 내 인큐베이터 간호를 받는 미숙아가 NICU의 

소음원에 따라 경험하는 소음 수준 및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로써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을 파악한다.

 상자가 NICU의 소음원에 따라 경험하는 소음 수준, 소음 

빈도를 확인한다.

 상자가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소음 수준 및 소음 빈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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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NICU 내 인큐베이터 간호를 받는 미숙아가 경험하

는 소음의 수준 및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전광역시 소재 일 학병원의 NICU에 

입원하여 인큐베이터 간호를 받고 있는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

만 또는 몸무게 2,500g 미만) 중 출생 후 응급상황에서 벗어나 회복

기에 있고, 특이한 병적 소견(신생아가사, 경련, 호흡장애, 패혈증, 

수유장애 및 선천성 기형)이 없으며, 부모가 본 연구 참여를 수락하

고 서면동의한 준 NICU에 있는 미숙아 20명 전수를 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재태기간, 출생 시 체중, 입

원기간, 1분 아프가 점수, 5분 아프가 점수, 산소요법 적용 여부로 

조사하였다. 

2)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은 선행 연구[12,13,17,22,25]에

서 NICU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의 소음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 보고된 환자 수, 의료인 수, 방문객 수, 모니터 수, 호흡기 수, 

수액펌프 수, 간호사 스테이션과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3) 소음 측정기

소음 수준은 소음 측정기(ET-958, FLUS, Shenzhen, Chin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T-958 소음 측정기는 정확도±1.5dB, 초당 

2회, 30~130dB까지 측정 가능한 기기이다. A-가중치 데시벨

(A-weighted decibel)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의 크기를 주

파수에 한 가중치 필터를 적용하여 상 적 단위(dB)로 나타낸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A-가중치 데시벨로 측정하였다.

4) 소음 원인 분류표

본 연구자는 NICU의 소음 원인과 소음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

록한 예비조사 결과와 선행 연구[20] 및 본 자료 수집 병원의 특성

을 고려하여 NICU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류하는 소음 원

인 분류표를 개발하였다. 

소음 원인 분류표는 소음 유발 원인에 따라 인적 요인, 기계알람 

요인, 인큐베이터 작동 관련 요인, 간호활동 관련 요인, 내부 환경 

요인 등 총 5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구체적인 소

음 유발원인에 따라 각각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적 요

인의 경우 의료진 요인, 방문객 관련 요인 및 다른 아기 울음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알람 요인은 호흡기 알람, 모니터 알람, 수액

펌프 알람, 인큐베이터 알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큐베이터 작동 

관련 요인에는 문 여닫기, 두드리기, 물 보충 시의 소음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간호활동 관련 요인은 직접간호활동 관련 요인 및 기타

로 구분되어 있다. 내부 환경 요인에는 전화벨 소리와 인터콤 소리

가 포함되어 있다. 소음 원인 분류표는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소아

과 전문의 1인, 수간호사 1인 및 경력 5년 이상의 NICU 간호사 2

인에게 의뢰하여 분류 및 내용의 적절성에 한 타당도를 확인한 

뒤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소음 원인 분류표의 분류 및 내용의 적절

성에 한 타당도 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각각 .94, .97이

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1) 예비조사

소음 원인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7년 9월 1

일~15일까지 5명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인의 

화소리는 미숙아에게 가장 큰 불편감을 제공하며, NICU의 소음 

수준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14,15] 보고에 근거하여 

NICU에서 간호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병동 내에 의료진 수가 많은 

시간인 인계시간을 포함하여 각각 교  근무별 2시간씩 소음 측정

기와 기록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고, 소

음 원인도 함께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소음을 유

발한 직접적인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소음 원인 분류표를 만들었

다. 소음 기록 시 AAP [16]에서 권고한 NICU 소음 기준인 45dB 

미만의 소음은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시에 발생하는 소음

의 경우 가장 큰 소음을 주된 소음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분류표에 

따른 각 소음원의 강도를 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한 후 이를 

근거로 동시 발생하는 소음에서 가장 큰 소음을 분류함으로써 연

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2) 본 조사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광역시 소재 학병원 NICU에서 수집하였다.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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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상자를 임의표출법에 의해 선택한 후 

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NICU의 인적, 물리

적 환경 특성은 소음 측정 시 연구자가 함께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 중 의료인 수, 방문객 수는 소음 측

정 시점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상자의 소음 측정거리는 상자의 귀 옆 10~30 

cm 이내[4,20,25], 인큐베이터 옆[26] 등으로 다양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인큐베이터의 크기와 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범

위를 고려하였고, 해당 병원의 환자 주변 허용 범위에 따라 소음 측

정기의 마이크가 상자의 귀 주위 20 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고, 병동 내 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소음 측정기에 나타나는 수치

를 dB (A) 단위로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간호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 상자의 침상 옆에 앉아 인계시간을 포함한 교  근

무별 2시간씩(7~9시, 15~17시, 22시 30분~00시 30분) 자료를 수집

하였다. 관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찰 시간 동안 관찰자 1인

이 계속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상자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소음 측정기에 표시되는 dB와 소음을 함께 촬

영 ․ 녹음하여 관찰로 인해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노

력하였다. 소음 측정기로 인한 상자 간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

해 해당 병원의 감염관리실의 권고에 따라 측정 전 기기를 알코올 

소독솜으로 닦고, 닦기 어려운 마이크 팁 부분의 스티로폼은 산화

에텔렌(ethylene oxide, EO) 가스로 소독하여 상자마다 교체하

여 사용하였다. 소음 기록 시 채택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울음으로 인한 소음과 기저귀 교환하기, 수유하기 

등과 같이 간호사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소리는 소음에

서 제외하였다.

 다른 아기 울음소리는 소음으로 채택하였다.

 모니터의 알람소리와 같이 알람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

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가장 높은 소음 하

나만 채택하여 인정하였다.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는 혼합된 소음은 예

비조사 결과 소음 분류표에 의거하여 소음 수준이 가장 높았

던 소음을 소음 원인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NICU의 구조 및 장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ICU는 총 34병상으로 NICU 전면에 간호사 스테이션이 일

자로 배치되어 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정면에 두 

개의 큰 방이 있고 각 방의 출입문은 각각 분리되어 있다. 간호

사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좌측 방은 중증 NICU로 큰 개방형 

공간(88.20 m2)과 3개의 1인 1실의 격리실(9.53~11.98 m2)로 

이루어져 있다. 우측 방은 준 NICU로 큰 개방형 공간(79.35 

m2)과 코호트 격리 공간(31.73 m2)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

구에서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의 소음 노출 정도는 준 NICU

의 개방형 공간에서 측정하였다. 

 NICU 각 구역의 벽면은 콘크리트와 전면 유리로 이루어져, 

각 방에서 발생한 소음은 반  편 방으로 거의 전달되지 않도

록 설계되어 있다. 바닥은 polyvinyl chloride (PVC) 재질로 

가연성이 낮고, 충격에 한 내구성과 탄력성이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소음을 거의 흡수하

지 못한다.

 NICU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는 Giraffe OmniBed 

(Giraffe OmniBed Carestation, GE Healthcare, Boston, Uni-

ted States), Giraffe Incubator (Giraffe Incubator Carestation, 

GE Healthcare, Boston, United States), Rabee Incu i (Rabee 

Incu i, Atom Medical Cooperation, Pennsylvania, United 

States), ATOM Neonatal Incubator (ATOM V-2100G, Atom 

Medical Cooperation, Pennsylvania, United States) 등이 

있고, 인큐베이터 윗부분에는 소리와 빛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천으로 된 덮개를 사용하고 있다. 

 NICU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흡장비는 Sophie (Sophie, Fritz 

Stephan GmbH, Gackenbach, Germany), Infant Flow 

nCPAP system (Infant Flow SiPAP, Vyaire Medical, Cali-

fornia, United States), Nasal High Flow(Optiflow Junior 

Nasal Cannula, Fisher and Paykel Healthcare, California, 

United States) 등이 있다.

5.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충남 학교 병원 의학연구 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CNUH-2018-08-017)을 받았으며, 병원 간호부와 

NICU 주치의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 수집에 

한 허락과 협조를 얻었다. 상 환아의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에 해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다. 연구 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 환아 어

머니가 원치 않는 경우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집

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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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Max

Sex Male
Female

11 (55.0)
 9 (45.0)

Gestational age (week) ＜32
≥32

 7 (35.0)
13 (65.0)

33.1±2.8 28.9~36.7

Birth weight (g) ＜1,500
≥1,500

 6 (30.0)
14 (70.0)

1728.0±363.0 1,230.0~2,490.0

Hospital day (day) ＜14
≥14

 9 (45.0)
11 (55.0)

19.5±11.9 2.0~42.0

Apgar score 1 minute
5 minutes

7.0±1.8
9.0±1.1

4.0~9.0
7.0~10.0

O2 inhalation Yes
No

 3 (15.0)
17 (85.0)

O2=Oxygen. 

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은 평균,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음 수준은 소음원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근무시간 에 따른 소음 

요인별 소음 수준은 ANOVA,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였다. 소음 빈도는 소음원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소음 수준과 소음 빈

도의 상관관계는 상관분석인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성별은 남아가 55.0%, 여아가 45.0%였고, 평균 재

태기간은 33.1±2.8주였다. 상자의 출생 시 체중은 평균 1728.0 

±363.0 g이었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19.5±11.9일이었다. 1분 아

프가 점수는 평균 7.0±1.8점, 5분 아프가 점수는 9.0±1.1점이었으

며, 산소요법을 적용한 환아는 15.0%였다(Table 1). 

2.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

NICU의 입원 환아 수는 평균 11.50±2.31명이고, 평균 의료진

의 수는 12.88±3.78명이었다. 일일 방문자 수는 평균 1.54±2.09명

이며, 오후(evening) 근무시간이 평균 2.95±2.74명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작동하고 있는 모니터 수는 평균 13.06±2.86 이었

으며, 호흡기 수는 평균 1.56±1.32 , 수액펌프의 수는 평균 7.60± 

6.82 이었다. 조사 상 미숙아의 인큐베이터와 간호사 스테이션

과의 거리는 평균 7.91±1.95m이었다(Table 2).

3. NICU 소음원에 따른 소음 수준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전체 소음 수준은 평균 51.25± 

2.33dB이었고, 범위는 45.0~81.7dB이었다.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

가 경험하는 소음원을 소음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인큐베이터 작

동 관련 요인이 평균 52.50±3.92dB로 가장 강한 소음 수준을 나타

내었고, 그 다음으로 내부 환경 요인 52.37±4.57dB, 기계알람 요

인 51.57±3.08dB, 인적 요인 51.45±2.77dB, 간호활동 관련 요인 

50.72±2.41dB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원에 따른 평균 소음 수준

은 ‘물건 옮기는 소리’는 55.22±4.85dB로 가장 강한 소음 수준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수액펌프 알람’ 54.64±4.59dB, ‘의료인

의 웃음소리’ 54.57±4.40dB, ‘X선 촬영 및 준비 소리’ 53.04±4.36 

dB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소음원에 따른 최 소음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AP 

[16]에서 제시한 NICU 최 소음 권고 수준인 65dB 이상의 소음을 

보인 항목은 ‘물건이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81.7dB)’가 

가장 강한 소음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큐베이터 여

닫는 소리(73.3dB)’, ‘물건 옮기는 소리(67.9dB)’, ‘수액이나 주사기 

포장 벗기는 소리(67.6dB)’, ‘수액펌프 알람 소리(67.4dB)’, ‘인큐베

이터 두드리는 소리(66.10dB)’, ‘의료인의 화소리(65.7dB)’, ‘신

생아용 개방침상(Crib) 이동소리(65.2dB)’, ‘X선 촬영 및 준비소리

(65.2dB)’, ‘전화벨 소리(65.0dB)’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근무시간 별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평균 소음 수

준을 살펴본 결과, 주간(day) 근무시간은 52.12±2.54dB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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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nd Noise 
Levels and Frequencies (N=20)

Characteristics
Total Day shift Evening shift Night shift Noise level Noise frequency

M±SD M±SD M±SD M±SD r (p) r (p)

Number of patients 11.50±2.31 11.80±1.93 11.53±2.29 11.22±2.97 .13 (.347) -.03 (.820)

Number of staff members 12.88±3.78 15.67±3.35 13.95±3.39 9.44±0.92 .36 (.009)  .38 (.005)

Number of visitors 1.54±2.09 0.93±0.96 2.95±2.74 0.56±0.92 .17 (.234)  .08 (.573)

Number of monitors 13.06±2.86 13.46±2.07 13.21±2.76 12.56±3.54 -.01 (.952)  .08 (.580)

Number of ventilators 1.56±1.32 1.33±1.18 1.74±1.28 1.56±1.50 .15 (.287)  .21 (.134)

Number of infusion pumps 7.60±6.82 5.40±2.59 9.00±7.33 7.94±8.40 .34 (.013)  .36 (.008)

Distance between incubator 
and nursing station (meter)

7.91±1.95 8.01±2.01 7.81±2.00 7.93±1.95 -.31 (.026) -.02 (.867)

강한 소음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오후(evening) 근무시간이 

51.32±2.34dB, 야간(night) 근무시간 50.44±1.96dB의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3). 

근무시간 별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요인 별 평

균 소음 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간 근무 중 가장 높은 소음 수준을 나

타낸 요인은 인적 요인으로 52.80±2.90dB이었고, 오후, 야간 근무

에서는 모두 내부 환경 요인으로 각각 52.68±4.87dB, 52.71±4.99 

dB이었다(Table 3).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근무시간 에 따른 소음 요인

별 소음 수준의 차이는 인적 요인에서 주간 근무시간에 인적 요인으

로 인한 소음 수준이 야간 근무시간 인적 요인으로 인한 소음 수준

보다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F=4.33, p=.018) (Table 3).

4. 신생아집중치료실 소음원에 따른 소음 빈도

연구 기간 동안 누적된 NICU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

는 총 소음 빈도는 6,120회였다. 이 중 간호활동 관련 요인이 2,465

회(40.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인적 요인 

1,780회(29.1%), 기계알람 요인 1,232회(20.1%), 인큐베이터 관련 

요인 406회(6.6%), 내부 환경 요인 237회(3.9%)의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4). 

NICU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원에 따른 소음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의 화소리’가 1,112회(18.2%)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니터 알람소리’ 683회(11.2%), ‘쓰레기

통 사용소리’ 541회(8.8%), ‘수액펌프 알람소리’ 446회(7.3%)’, ‘물

건이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 417회(6.8%), ‘드레싱카 사

용소리’ 380회(6.2%), ‘인큐베이터 열고 닫는 소리’ 360회(5.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근무시간 별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

험하는 평균 소음 빈도를 살펴본 결과, 오후 근무시간이 2,448회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간 근무시간이 1,968회

(32.2%), 야간 근무시간이 1,704회(27.8%)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Table 4). 

근무시간 별 NICU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요

인별 평균 소음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간 근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소음 요인은 간호활동 관련 요인(815회, 41.4%)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적 요인(596회, 30.3%), 기계알람 요인(362회, 18.4%), 

인큐베이터 작동 관련 요인(115회, 5.8%), 내부 환경 요인(80회, 

4.1%)의 순이었다. 오후 근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소음 요인

은 간호활동 관련 요인(959회, 39.2%)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적 요

인(743회, 30.3%), 기계알람 요인(448회, 18.3%), 인큐베이터 작동 

관련 요인(171회, 7.0%), 내부 환경 요인(127회, 5.2%)의 순이었다. 

야간 근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소음 요인은 간호활동 관련 

요인(691회, 40.5%)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적 요인(441회, 25.9%), 

기계알람 요인(422회, 24.8%), 인큐베이터 작동 관련 요인(120회, 

7.0%), 내부 환경 요인(30회, 1.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근무시간 별 NICU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원

에 따른 평균 소음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간 근무 중 가장 높은 빈도

를 나타낸 항목은 ‘의료인의 화소리’가 358회(18.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모니터 알람 소리’ 216회(11.0%), ‘쓰

레기통 사용 소리’ 167회(8.5%), ‘수액펌프 알람소리’ 126회(6.3%)

의 순이었다. 오후 근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의료

인의 화소리’가 460회(18.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

음으로 ‘모니터 알람소리’ 235회(9.6%), ‘쓰레기통 사용소리’ 192

회(7.9%), ‘물건 부딪치거나 떨어트리는 소리’ 175회(7.1%)의 순

이었다. 야간 근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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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oise Levels (dB) According to Noise Sourc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6,120)

Sources of noise
Total Day shift Evening shift Night shift

F (p)
M±SD Min Max M±SD M±SD M±SD

Human factors 51.45±2.77 45.2 65.7 52.80±2.90a 51.61±2.87b 50.14±1.98c 4.33 (.018)
c＜a*

Staff-related factors
Conversation
Laughter
Coughing 
Rounding
Footsteps

51.97±3.22
51.46±2.85
54.57±4.40
51.23±3.96
52.64±6.64
48.86±3.45

45.3
45.5
45.6
46.0
45.3
45.4

65.7
65.7
64.5
61.9
49.8
63.2

53.22±2.91
52.14±2.78
55.92±4.45
51.34±2.60
55.90±6.95
50.44±5.11

52.19±3.69
51.66±3.22
55.58±4.52
51.36±4.60
47.75±0.21
48.38±2.08

50.70±2.57
50.67±2.44
52.31±3.50
51.10±4.68

-
47.51±1.37

Visitor-related factors 48.78±2.04 45.8 49.2 - 49.20±2.09 47.10±0.14

Crying sound of other babies 50.53±3.22 45.2 64.6 51.63±3.57 51.55±3.35 48.37±1.12

Machine alarm sound factors 51.57±3.08 45.0 67.4 52.76±3.91 51.42±2.76 50.73±2.37 1.89 (.162)

Ventilator alarm 51.15±5.54 46.1 62.5 50.00　 49.17±2.38 53.01±7.32

Monitor alarm 49.44±2.24 45.0 62.8 49.69±3.14 49.59±1.77 49.07±1.83

Infusion pump alarm and operation 54.64±4.59 45.3 67.4 57.09±6.28 54.16±3.74 53.07±2.68

Incubator alarm 49.59±3.60 45.0 63.5 48.94±2.24 51.01±4.95 48.77±2.80

Factors related to incubator operation 52.50±3.92 45.0 73.3 52.72±3.31 52.58±4.17 52.23±4.30 0.07 (.935)

Opening and closing 52.62±3.99 45.0 73.3 52.30±3.93 53.11±4.24 52.42±3.94

Knocking 52.82±5.06 46.5 66.1 54.56±5.01 50.53±2.20 52.79±6.53

Water refilling 52.60±4.24 48.4 49.8 55.60 49.60　 -　

Factors related to nursing activities 50.72±2.41 45.0 81.7 51.62±2.61 50.85±2.34 49.83±2.12 2.43 (.099)

Sounds related to direct nursing activities 
Using a dressing cart
Using a dressing set
Moving (crib)
Hand-washing sound
Removing the packaging of IV fluids 

and syringe 
Examination or preparation to take an 

X-ray

50.11±2.70
50.06±2.71
49.83±4.42
52.13±5.51
48.53±2.62
49.35±3.16

53.04±4.36

45.0
45.1
45.3
46.7
45.0
45.1

45.3

67.6
62.0
62.3
65.2
59.3
67.6

65.2

50.92±2.73
51.16±2.69

-　
53.21±5.89
48.57±1.90
49.90±4.10

50.31±1.45

50.29±2.68
50.19±2.74
48.28±2.41

49.20　
48.33±3.15
49.09±2.68

54.48±5.05

49.25±2.61
48.99±2.42
52.95±7.14
48.20±1.13
48.87±2.83
49.13±2.87

54.27±4.58

Other
Using computers 
Using the trash can
Sounds of moving chairs
Door-opening sounds
Drawer-opening and closing sounds
Sounds when things bump together or 

fall down
Sounds of moving things

51.04±2.41
50.69±4.05
50.23±2.82
49.81±2.97
48.30±2.19
49.72±2.66
52.68±2.67

55.22±4.85

45.1
45.2
42.6
45.1
45.2
45.1
45.4

46.1

81.7
56.6
62.5
62.9
50.7
60.4
81.7

67.9

52.12±2.62
47.60±0.85
51.19±3.02
50.07±3.22
50.33±3.26
50.30±2.62
54.13±3.14

55.27±4.72

51.10±2.36
51.88±4.09
50.46±3.23
50.44±3.53
47.95±1.96
49.57±2.72
52.70±2.28

54.73±4.17

50.09±1.98
50.20±5.94
49.18±1.81
48.88±1.77
47.58±0.95
49.41±2.74
51.45±2.06

55.99±6.54

Factors related to the internal environment 52.37±4.57 45.6 65.0 51.72±4.07 52.68±4.87 52.71±4.99 0.22 (.805)

Sound of telephone ringing 52.31±4.74 46.2 65.0 52.20±5.06 52.03±4.47 53.06±5.26

Intercom sound 52.69±5.43 45.6 62.0 52.15±6.29 53.14±5.44 52.48±4.95

Total 51.25±2.33 45.0 81.7 52.12±2.54 51.32±2.34 50.44±1.96 2.22 (.119)

*Scheffé́ test, p＜.050; IV=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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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oise Frequencies According to Noise Sourc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6,120)

Sources of noise
Total Day shift Evening shift Night shift

n (%) n (%) n (%) n (%)

Human factors 1,780 (29.1) 596 (30.3) 743 (30.3) 441 (25.9)

Staff-related factors 1,484 (24.3) 478 (24.3) 610 (24.9) 396 (23.2)

Conversation 1,112 (18.2) 358 (18.2) 460 (18.8) 294 (17.2)

Laughter 234 (3.8)  68 (3.5) 106 (4.3)  60 (3.5)

Coughing  66 (1.1)  31 (1.5)  10 (0.4)  25 (1.5)

Rounding  11 (0.2)   7 (0.4)   4 (0.2)   0 (0.0)

Footsteps  61 (1.0)  14 (0.7)  30 (1.2)  17 (1.0)

Visitor-related factors  21 (0.3)   0 (0.0)  20 (0.8)   1 (0.1)

Crying sound of other babies 275 (4.5) 118 (6.0) 113 (4.6)  44 (2.6)

Machine alarm sound factors 1,232 (20.1) 362 (18.4) 448 (18.3) 422 (24.8)

Ventilator alarm  19 (0.3)   3 (0.2)   6 (0.2)  10 (0.6)

Monitor alarm  683 (11.1) 216 (11.0) 235 (9.6) 232 (13.6)

Infusion pump alarm and operation 446 (7.3) 126 (6.3) 173 (7.1) 147 (8.7)

Incubator alarm  84 (1.4)  17 (0.9)  34 (1.4)  33 (1.9)

Factors related to incubator operation 406 (6.6) 115 (5.8) 171 (7.0) 120 (7.0)

Opening and closing 360 (5.9) 101 (5.1) 151 (6.2) 108 (6.3)

Knocking  40 (0.6)  12 (0.6)  16 (0.6)  12 (0.7)

Water refilling   6 (0.1)   2 (0.1)   4 (0.2)   0 (0.0)

Factors related to nursing activities 2,465 (40.3) 815 (41.4) 959 (39.2) 691 (40.5)

Sounds related to direct nursing activities
Using a dressing cart
Using a dressing set
Moving (crib)
Hand-washing sound
Removing the packaging of IV fluids and syringe 
Examination or preparation to take an X-ray

 762 (12.5)
380 (6.3)
 20 (0.3)
 37 (0.6)
 64 (1.0)
175 (2.9)
 86 (1.4)

270 (13.7)
115 (5.8)
  0 (0.0)
 33 (1.7)
 25 (1.3)
 48 (2.4)
 49 (2.5)

277 (11.3)
142 (5.8)
  8 (0.3)
  2 (0.1)
 24 (1.0)
 78 (3.2)
 23 (0.9)

215 (12.6)
123 (7.2)
 12 (0.7)
  2 (0.1)
 15 (0.9)
 49 (2.9)
 14 (0.8)

Other
Using computers 
Using the trash can
Sounds of moving chairs
Door-opening sounds
Drawer-opening and closing sounds
Sounds when things bump together or fall down
Sounds of moving things

1,703 (27.8)
 19 (0.3)
541 (8.8)
284 (4.6)
138 (2.3)
165 (2.7)
417 (6.8)
139 (2.3)

545 (27.7)
  2 (0.1)
167 (8.5)
 87 (4.4)
 29 (1.5)
 59 (3.0)
126 (6.4)
 75 (3.8)

682 (27.9)
 14 (0.6)
192 (7.9)
108 (4.4)
 76 (3.2)
 67 (2.7)
175 (7.1)
 50 (2.0)

476 (27.9)
  3 (0.2)
182 (10.7)
 89 (5.2)
 33 (1.9)
 39 (2.3)
116 (6.8)
 14 (0.8)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237 (3.9)  80 (4.1) 127 (5.2)  30 (1.8)

Sound of telephone ringing 135 (2.2)  58 (2.9)  65 (2.7)  12 (0.7)

Intercom sound 102 (1.7)  22 (1.2)  62 (2.5)  18 (1.1)

Total  6,120 (100.0) 1,968 (100.0) 2,448 (100.0) 1,704 (100.0)

IV=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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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리’가 294회(17.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

로 ‘모니터 알람소리’ 232회(13.6%), ‘쓰레기통 사용소리’ 182회

(10.7%), ‘수액펌프 알람소리’ 147회(8.7%)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5.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소음 

수준과 빈도 

NICU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 중 소음 수준과 ‘의료진의 수

(r=.36, p=.009)’, ‘수액펌프의 수(r=.34, p=.013)’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음 수준과 ‘인큐베이터와 간호 스테

이션과의 거리(r=-.31, p=.026)’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U 특성 중 소음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은 ‘의료진의 수(r=.38, p=.005)’, ‘수액펌프의 수(r= 

.36, p=.008)’이었다(Table 2).

논 의

소음은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극으

로, NICU 환경에서 미숙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노출되

는 유해한 자극원으로 보고되고 있다[8,21].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

은 행동 및 상태조직, 주의집중과 상호작용 및 자기조절 발달에 기

초가 되기 때문에[11] NICU의 소음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

다. 그러나 NICU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과 빈도에 해 국내에

서 보고된 경험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NICU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원인과 소음 수준 

및 빈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과 성장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소음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AAP [16]에서는 NICU 소음 수준이 45dB을 초과하는 경우 미

숙아의 청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NICU 소음 수준을 45dB 미만으로 유지할 것과, 최  

65dB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NICU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이 평균 

51.25dB로 나타나 AAP의 권고 수준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  소음 수준은 81.7dB로 AAP [16]의 최  권고 수준인 

65dB보다 높아 이에 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Lee [20]의 연구에서 NICU의 평균 소음 수준은 72.10dB

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Lee [20]의 연구에서

는 인큐베이터와 개방침상에서 측정한 소음 수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

음 수준을 인큐베이터 내부에서 측정하여 소음 수준이 낮게 나타

났다고 생각한다. 즉, 인큐베이터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큐

베이터의 소리 완충효과에 의해 인큐베이터 내부로 전달될 때 외

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4,25]. 이 외에도 

NICU의 물리적 환경이 시 의 변화에 따라 많이 개선된 점 또한 

소음 수준이 본 연구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NICU의 소음 수준을 측정한 국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극소

저체중아의 재원기간 동안 NICU의 소음과 빛의 노출 정도를 측정

한 Lasky와 Williams [25]의 연구에서 인큐베이터 내부 소음 수준

은 56.44dB, Parra 등[17]의 연구에서 60.4dB로 나타났다. 이들 선

행 연구 보고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소음 강도는 국외 선행 

연구 보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비록 측정시기와 방법 및 NICU

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선행 연구 결과와 소음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가 국외 선행 연구 보고

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산소 보조치료 여부, NICU의 물리적 환경 

및 소음 수준을 측정한 장소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산소보조치료를 받는 환아는 호흡장비의 종류와 무관

하게 4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며, 산소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소

음 수준이 증가한다[4]. 기계적 환기나 지속적인 양압호흡은 고강

도의 소음을 유발하며, 미숙아의 재태기간이 증가할수록 생리적

으로 안정되어 산소요법에 노출되는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강

도 소음에의 노출이 감소한다[25,27]. 또한 인큐베이터는 외부소

음을 완충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내부가 외부에 

비해 소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25]. 이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상 환아 중 산소보조치료를 받는 미숙아가 15.6%인

데 반해, 선행 연구[17,25]에서는 70.6~80.5%로 본 연구 상자보

다 산소요법을 제공받는 미숙아가 많았고, 본 연구 상 미숙아의 

재태기간은 평균 33.1주인데 반해 선행 연구[25]의 상자는 평균 

27.0주로 본 연구 상자보다 평균 재태기간이 낮아 국외 선행 연

구 보고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구형 인큐

베이터보다는 최근에 개발된 신형 인큐베이터의 소음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5],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

진 NICU 인큐베이터 중 신형 인큐베이터가 62.2%였던 점 또한 인

큐베이터 내부의 소음 수준이 선행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태기간이 낮은 미숙아일수

록 호흡보조 치료로 인해 더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

며[25,27], 이들의 생리적 미숙으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부정적 결

과가 초래될 확률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경험하는 

소음 수준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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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dB)이 가장 강한 소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큐베이터 외부

의 소음은 인큐베이터의 소리 완충효과에 의해 인큐베이터 내부로 

전달될 때 외부에 비해 낮은 강도로 전달된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있는 그 로 미숙아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4,25]. 본 연구에서 ‘인큐베이

터 문 여닫는 소리’는 최  73.3dB로 전체 소음원 중 ‘물건이 부딪

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의 최  강도인 81.7dB 다음으로 소음 

수준이 높았으며, ‘인큐베이터 두드리는 소리’ 역시 최  66.1dB로 

높게 나타났다. 소음 원인별 빈도측정 결과 인큐베이터 작동 관련 

요인은 전체 빈도의 6.6%로 다른 소음원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았

다. 그러나 미숙아는 코르티기관이 미성숙하여 강한 소음에 특히 

민감하고, 고주파와 같은 단위 시간 당 진동수가 많은 소리에 노출 

되는 경우 발달이 진행 중인 청신경을 손상시켜 청력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10,28]. 특히 NICU의 소음은 부분 고주파이고[28], 65dB 이

상의 소음은 미숙아의 수면과 생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을 고려할 때[20] 인큐베이터 작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 수준 

감소를 위한 의료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리의 

강도가 높았던 ‘인큐베이터 문 여닫는 소리’, ‘인큐베이터 두드리

는 소리’ 등과 같은 소음은 NICU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를 기

울인다면 소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Kim [24]의 연구에

서 소음에 한 주의를 기울이는 간호사가 30.0% 밖에 되지 않았

던 점과 실제 의료인을 상으로 소음 조절에 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NICU의 소음 수준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 

보고[12-14,22,23,26]를 통해 의료인의 소음 감소행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NICU 소음 요인별 소음 수준 중 두 번째로 강한 소음 수준을 나

타낸 요인은 내부 환경 요인(52.37dB)이었다. 세부 항목에서 ‘전화

벨 소리’는 최  65.0dB이었고, ‘인터콤 소리’는 최  62.0dB로 높

았다. 비록 소음 원인별 빈도측정 결과 내부 환경 요인은 전체 빈도

의 3.9%로 다른 소음 원인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인과 병원의 정책적 노력을 통

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NICU에 근무하는 의

료인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활동과 병원의 정책적 노력 및 NICU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소음 감소 효과를 유도한 선행 연구 결과

를 고려해 볼 때[6,12,22] 내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은 이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NICU 소음 요인별 소음 수준 중 세 번째로 강한 소음 수준을 나

타낸 요인은 기계알람 요인(51.57dB)이었으며, 기계알람 요인 세

부 항목에서 ‘수액펌프 알람소리’가 평균 54.64dB로 가장 높은 강

도를 보였고, 소음 최  강도는 67.4dB로 나타났다. 기계알람 요인

은 NICU 소음원에 따른 소음 빈도 중 20.1%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

적 자주 발생하는 소음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생리적 상태

가 안정되어 있는 미숙아를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

계알람으로 인한 소음은 부분 인큐베이터 밖에서 나는 소리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큐베이터 알람소리(49.59dB)’, ‘모니터 

알람소리(49.44dB)’에 비해 ‘인공호흡기 알람소리(51.15dB)’와 

‘수액펌프 알람소리(54.64dB)’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계알람 요인은 동일한 NICU에 있는 모든 미숙아에게 영향을 미

치는 소음이다. 또한 모니터나 인공호흡기는 미숙아의 생명을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소음을 

완화시키기 위해 교 근무시마다 ‘Quiet time’ 수행하기, 경보음

을 줄이거나 진동모드로 두기,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보시스템 

사용[6] 및 필터를 사용하여 미숙아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음의 강

도를 감소시키기[19]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소음 감소 효과를 유

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재전략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NICU 소음 요인별 소음 수준 중 네 번째로 강한 소음 수준을 나

타낸 요인은 인적 요인(51.45dB)이었다. 인적 요인 중에서 ‘의료인 

관련 요인(51.97dB)’이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아기 울음소리(50.53dB)’, ‘방문객 관련 요인(48.78dB)’의 순

이었다. 특히 의료인 관련 요인 중 ‘의료인의 화소리(65.7dB)’와 

‘의료인의 웃음소리(64.5dB)’가 강한 소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인적 요인은 NICU 소음원에 따른 소음 빈도 중 29.1%

의 분포를 보여, 간호활동 관련 요인(40.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소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진의 화나 웃음소리가 

NICU의 가장 큰 소음원이 된다는 선행 연구 보고[15,20]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는 주로 의료장비나 아기 우는 소

리가 가장 큰 소음원으로 인지하는 반면, 의료진의 화나 웃음소

리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은 제 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5,24], 본 연구 결과는 의료인에 의해 유발되는 소음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에 

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음의 빈도가 잦고 

소음 수준이 강할수록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29]. 본 연구에서 인적 요인에 의

해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강하고,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 NICU의 인적 요

인 교육을 통해 NICU 소음 수준이 감소되었고[6,12,22,26],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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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일수록 소음 조절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를 종합해 보면, 의료인에 의한 소음 관련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소음이 미숙아의 생리

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들의 행동변화를 유

도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NICU 소음 요인별 소음 수준 중 간호활동 관련 요

인(50.72dB)은 가장 낮은 소음 수준을 나타내었다. 간호활동 관련 

요인 중 ‘물건이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81.7dB)’가 가장 

강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물건 옮기는 소리(67.9dB)’, 

‘정맥수액 및 주사기 포장 벗기는 소리(67.6dB)’, ‘Crib 이동소리

(65.2dB)’, ‘X선 촬영 및 준비 소리(65.2dB)’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활동 관련 요인은 NICU 소음원에 따른 소음 빈

도 중 40.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선행 연구[20]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즉, 본 연구에서 간호활동 관련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

음은 전체 소음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소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최  강도의 소음(81.7dB)이 포함되어 있고, 고강도의 

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음 발생빈도가 가장 많았다. 따라

서 간호활동 관련 요인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활동 관련 요인 중 ‘물건이 부딪치거나 떨

어질 때 나는 소리’, ‘물건을 옮기는 소리’, ‘Crib 이동 소리’, ‘X선 

촬영 및 준비 소리’ 등은 NICU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White, Smith와 Shepley [30]는 NICU

의 물리적 환경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기

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침상 배치와, 특히 바닥재는 청소가 용

이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할 것

을 권고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바닥과의 마찰을 필

요로 하는 간호활동에서 소음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료 수집

이 이루어진 NICU의 바닥재 및 바닥의 상태에 의해 나타난 결과

임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즉,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NICU의 경우 

바닥재가 소음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재질로 되어 있고, 바닥 표

면이 고르지 않아 요철이 있는 곳에서 기기 이동 시 덜컹거림이 있

었는데 이것이 소음 수준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추후 NICU의 바닥재의 종류 및 바닥의 상태에 따른 소음 수

준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동기기 바퀴의 노화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속 연구에서 포함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 간호활동 관련 요인 중 강한 소음 수준을 

나타낸 소음원은 부분 간호활동 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음 수

준을 낮출 수 있는 소음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간호활동 관련 요인

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인을 상으로 

NICU 소음이 미숙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한 인식증진 교

육을 통해 의료인의 행동수정을 유도하고, 조용한 NICU 분위기를 

조성하며, NICU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근무시간 별 

‘quiet time’ 제도의 도입, NICU의 소음 감소를 위한 질 향상 프로

그램의 운영 등과 같은 병원의 소음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복

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2,22,30]. 

본 연구에서 의료진의 수가 많을수록 소음 수준 및 소음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주간 근무시간은 의

료진의 숫자와 의료행위가 증가하여 소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 결과[24]와 관련성이 있으며, 실제 본 연구에서도 주간 근무

시간의 소음 수준이 타 근무시간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

료진의 화나 웃음소리가 NICU의 가장 큰 소음원이 된다는 선행 

연구 보고[14,15]를 고려해 볼 때, 주간 근무시간과 같이 의료진의 

수가 많아질수록 소음 수준이 강해지고 소음 빈도가 증가함을 인

식하고, 의료진으로 인한 소음 수준 및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주

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인큐베이터와 스테이션

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

테이션은 의료진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수와 소음 수준이 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수액펌프의 수가 증가할수록 소음 수준 및 소음 빈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액펌프 알람

소리’는 기계알람 요인 중 가장 강한 소음 수준을 보였고, 소음 빈

도에서도 ‘모니터 알람소리’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수액펌

프 제조사에 따라 알람 크기가 다르겠지만 수액펌프 알람의 크기

를 낮추거나, 수액펌프를 사용하는 환아와 거리를 두는 방법을 도

입하여 소음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

신형 인큐베이터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완충효과가 큼을 고려

할 때[4,25] 최신형 인큐베이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중재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NICU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수준은 AAP [16]의 권고 수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

숙아의 생리적 안정과 성장발달에 한 예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

기 위해 NICU의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NICU의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음 수준 감소를 위한 의료인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NICU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광역시 소재 일 학병원 NICU에 입

원한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를 상으로 자료 수집하였고, 상자 

수가 적어 본 연구 결과를 전체 NICU에 확  해석하는 데에 제한

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음 측정시간을 각 근무주기별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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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씩으로 국한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동시에 발생한 소음의 경우 

가장 큰 소음원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는데, 다른 소음 소리가 합해

져 실제보다 소음 수준이 더 강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를 NICU의 전체 소음 실태로 확 해석하는 데

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NICU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수

준과 빈도를 조사하여 NICU의 소음 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미숙아 간호실

무의 방향을 안내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는 

NICU의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을 기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NICU의 소음원과 소음 수준 및 빈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NICU에 입원한 미

숙아의 생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

음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NICU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가 경험하는 소음 

수준은 AAP [16]에서 권고한 NICU의 소음 수준 기준인 45dB을 

초과하여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과 성장발달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NICU의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전략이 필요하므로 의료인을 

상으로 NICU의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뿐 아니라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소음이 미숙아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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